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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설치와 구성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12.9.28. 시행) 

가. 제정 배경

-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시민사회운동 지도자 출신의 현 서울 시장이 시장직

에 출마하면서 발표했던 ‘서울시민권리선언’이 취임 후 인권기본조례의 제

정, 인권센터 설치 등으로 이어졌음.

- 2012년 9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서울시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사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나. 내용

-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도시를 구현함.

-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조례는 인권담당관을 직제 상에 마련,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시민단체와

의 협력관계 구축, 인권상담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센터(‘12.9.28.)의

역할을 맡김

-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구성, 시의 법규나 정책수립 시에 인권 자

문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13.1.2.)를 도입하여 독립적인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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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 2012.9.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의무) 

제5조(시민의 참여)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제10조(인권교육) 

제11조(인권센터)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제15조(구성) 

제16조(운영)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제20조(직무)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제22조(시행규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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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12.11.27. 시행) 

가.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3장 

나. 역할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및 정책권고 등

<심의·자문>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시장, 위원장,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위 업무 수행에 있어 시에 자료제출 요구, 공무원 회의출석 요구, 시민인권보호관

에 인권침해사항 의뢰 및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조례 제14조 제2항) 

<정책권고>

- 시의 자치 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다. 회의 : 정기회 연 4회, 임시회 

- 임시회는 위원장․재적 3분의1 이상 요구 시 개최

-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

-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담당관

라. 위원

1) 구성 : 총 15명(위촉직 위원 14명, 당연직 국장 1명)

2) 자 격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자

‣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

험이 있는 자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임기 : 3년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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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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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주요활동

- 11 -

성명 사진 소 속 비 고
(임기)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장

(12.11.27.~15.11.26.)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부위원장

(12.11.27.~15.11.26.)

강남식 한국양성교육평등진흥원 교수 (12.11.27.~15.11.26.)

백미순 (전)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2.11.27.~15.11.26.)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사 (12.11.27.~15.11.26.)

Ⅱ. 제1기 인권위원회 활동

1. 위원

가. 위원 : 총 15명

위촉직 인권분야 전문가 14명(시의회 추천 2명, 여성 위원 7명

(46.6%), 장애인 위원 1명 포함), 당연직 국장

나. 임기 : 2012.11.27. ~ 2015.11.26.

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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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진 소 속 비 고
(임기)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2.11.27.~15.11.26.)

장서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12.11.27.~15.11.26.)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2.11.27.~15.11.26.)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12.11.27.~15.11.26.)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2.11.27~15.11.26)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2.11.27.~15.11.26.)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2.11.27.~15.11.26.)

김영남 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시의회 추천

(15.2.27.~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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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진 소 속 비 고
(임기) 

김경자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천)
시의회 추천

(14.9.29.~15.11.26.)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14.8.22.~15.11.26.)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12.11.27.~14.6.30.)

이형석
(전)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강동)

시의회 추천
(12.11.27.~14.6.30.)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대표
시의회 추천

(12.11.2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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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위촉식에서 박원순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는 문경란 위원장

2012. 11. 27. 위촉식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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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3.12.10. 주간경향 1054호

1월 27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되었다. 사진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 
앞줄 왼쪽부터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양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윗줄 왼쪽부터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김영희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 
이상훈 선임기자

첫돌 맞아 기념토론회, 지난 7월엔 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도

“만약 정권교체가 되었다면.” 사석에서 만난 인권위 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 사

람들이 그대로 국가인권위 멤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엔 드림팀이

죠.” 이 사람들? 서울시 인권위원회다(위원 명단 표 참조)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만들어졌다. 1년이 되었다. 따로 모이는 자리나 기

념사진은 없었다. 대신 1주년 기념토론회를 지난 11월 15일 열었다. 주제는 ‘120다산콜

센터 감정노동과 고용실태,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가’였다.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패널로도 참석해서, 정말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생생하고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발제문을 먼저 받아 읽었는데, 정말 죄송했

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권인데,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관심을 못받고 있었어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상임위원 재직 시절, 스포츠선수 인권, 

미혼모 학습권 등이 그가 이끌어낸 권고였다. 그는 기자 출신이다. 인권에서도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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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발로 뛰는 현장’이라고 했다. 다산콜센터 역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이다.
1주년 토론회는 위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준비됐다. 웹자보를 만들고, 토론패널 섭

외, SNS 홍보 등을 모두 위원들이 직접 했다. 현수막과 자료집만 서울시에 부탁했다.
“세미나만 하면 ‘일’이 생기네요.”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말이다. 관

련 조례에 운영은 정기회 연 4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임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1년,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월 1회 이상 모였다. ‘서울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는 12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미나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연 세미나가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문제였다. 이남신 위원의 말. “사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무리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다산콜센터 노동자의 경우 외부 위탁 형식인데 상시지속 업무이기도 하고,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민원을 대리하는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직접고용·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 등 다른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해서 획일화된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서울시 인

권위는 다산콜센터 문제를 서울시에 ‘1호 권고’로 권고할 계획이다.
14명의 ‘위촉’된 외부전문가와 1명의 당연직(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이뤄진 서

울시 인권위의 ‘팀워크’는 훌륭하다. 14명의 외부전문가 중에는 서울시의회 몫으로 들어와 

있는 정치권 인사도 있다. 이형석 서울시 의원. 새누리당이다. 그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한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는 분이다. 추진력, 상황에 대한 인식, 인

권에 대한 자세 모두 훌륭한 분”이라고 평했다. ‘당에서 진보좌파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진 않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인권은 진

보나 보수가 독점할 의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다. 5개

년계획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시 행정을 리뷰하고 인권레짐(regime)을 세

우는 일이다. 사실 기본계획을 내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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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서 전제는 광범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그 결과에 기반해

서 5개년계획이 만들어지고, 연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재와 강사가 만

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죠.서울시 인권위원들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했는데 국회에서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연구단체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았습

니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특히 성소수자, 이주노

동자나 장애인 인권 문제 등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각이 달라 난항을 겪었다.
“이주노동 문제는 결혼이주여성만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재중 조

선족이 4만명에 이릅니다. 그 구성은 유학생, 난민, 노동자, 동포 식으로 폭이 넓은데 결

혼이주노동자, 다문화 측면만 선별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시적인 체류자에 대한 시혜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

는 이웃,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

스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양혜우 위원(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런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 담당과장을 만나 브리핑도 하고 의견 청취도 했다. 

“결국 이주정책 전담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서울시 인권위의 다음 1년은 어떻게 될까. 우선 넘어야 할 벽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다. 

아무래도 박원순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내외의 우려다.
그러나 김형완 위원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지난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지방정부와 인권’이라는 안이 만정일치로 합의되었거든요. 
내년 5월까지 관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대

한민국이 제안국으로 먼저 실천해야 하거든요.” 
설령 새누리당으로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서울시 인권정책’의 후진(後進)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홍성수 위원(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에서 문용린 교육감으로 바뀐 뒤 권

고를 해도 권고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청 조례상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권고하고 자문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협조가 없다면 굴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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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의 ‘한계’

한계 역시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의 현재 활동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량에 크

게 의존하고 있다. 인권위에 잡힌 올해 예산은 3900만원. 내년도부터는 8000만원으로 늘

어난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비가 거의 없는 것도 위원회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국가인

권위 사회정책팀장을 역임했던 김형완 소장은 “서울시 쪽에서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 말

고, 사무국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이런 저런 부탁을 많이 한 셈인데, 언제까지 위

원들의 열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는 혁신기획관

실 산하의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함께 업무를 분장하여 인권과 관련한 서울시정

에 대해 자문·심의·권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진정은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이 맡는다. 현재 

이들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이남신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진정을 받고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이라는 건 아이러니가 아니냐”고 말한다.
서울시 인권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경

우 현재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조금 더 

안정된 형태가 되려면 정식 인원이 있는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gt ⓒ 주간경향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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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12년 
제1차 정기회 2012.11.27.

1.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2.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3.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자문 

2012년
제1차 임시회 2012.12.11.

1. 2013년도 인권담당관 예산 증액 현황보고
2.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관련 조사 진행사항 보고
3.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4. 시민인권보호관 채용보고 

2013년
제1차 임시회 2013.01.04. 1.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논의 

2013년
제2차 임시회 2013.01.24.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선정

2013년
제1차 정기회 2013.02.28

1. 2013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추진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년
제3차 임시회 2013.03.28. 

1.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관련
2. 인권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년
제4차 임시회

2013.04.05.    ~ 04.06. 1. 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 논의 
2.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2013년 2013.05.30.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 회의 

가. 개최실적 : 정기회 13회, 임시회 19회, 소위원회 23회 총 55회
('12.11.27. ~ '15.11.23.)

- '12년도 : 2회 (정기회 1, 임시회1)

- '13년도 : 17회 (정기회 4, 임시회8, 소위원회 5)

- '14년도 : 24회 (정기회 4, 임시회6, 소위원회 14)

- '15년도 : 12회 (정기회 4, 임시회4, 소위원회 4)

나. 전체회의

1) 구성 : 정기회, 임시회

2) 일정 및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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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기회

2.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 추진 
3.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4.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5.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6. 인권정책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2013년
제5차 임시회

2013.06.21.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보고회 및 정기회 조치사항 보고 
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방안 
4. 인권교육 추진사항 

2013년 
제6차 임시회

2013.07.19.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심사결과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4.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5. 인권침해 상담 신청 및 조사 진행 현황 

2013년 
제3차 정기회

2013.08.21.
1.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3.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가단 연찬회 추진계획 
4.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경과 및 개선점

2013년 
제7차 임시회

2013.09.26.

1.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3.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계획 
4. 남산 유스호스텔 세계인권선언문 설치 추진현황 
5. 인권정책 홍보 추진계획
6. 2013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7.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년
제8차 임시회

2013.10.23.
1.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정 심의‧자문 등 역할 제고 방안 
4.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5. 서울시 인권증진 지원사업 ‘남산 인권숲’의 지원 해지에 관한 건 

2013년
제4차 정기회

2013.12.05.

1.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2. 인권강사 양성과정 위탁업체 선정결과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실적 중간보고 
4. 인권교육 중장기 실행계획 워크숍 추진계획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
6.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안 관련

2014년
제1차 임시회

2014.01.28.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논의
2.「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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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관련 

2014년
제1차 정기회

2014.03.06.
1. 2014년도 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2. 120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관련 추진계획 
3. 2013년도 인권교육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논의 

2014년
제2차 임시회

2014.04.11. 

1. (사)인강재단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2. 2014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3.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모집 계획 
4. 20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완사항
5.｢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중간보고서 설문 관련｣ 

‘지방정부와 인권’ 질의에 대한 답변 계획 보고
6. 인권위 소위원회 활동보고 

2014년
제3차 임시회

2014.05.09.
1.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인권개선 권고 이후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2. 인권헌장 제정준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3.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보고
4.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4년
제2차 정기회

2014.06.27.
1.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보고 
2.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3. 2014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현황보고

2014년
제3차 정기회

2014.08.22.
1.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 플랜 보고 
2.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추진현황 보고 
3.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검토
4. 2015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검토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14년
제4차 임시회

2014.09.29.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운영 및 홍보 진행 현황 
2.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4.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2014년
제4차 정기회

2014.10.27.
1.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 현황
3.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계획
4.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계획
5.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 구성·운영 계획

2014년
제5차 임시회

2014.12.01. 1.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

2014년
제6차 임시회

2014.12.08. 1.「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파행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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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정기회

2015.02.27. 

1. 아파트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관련 진정서 처리결과보고
2. 2015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3.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4.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자원사업 추진현황 
5.「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 예산지원검토 관련
6.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관련 경위
7. 인권교육전문가 T/F 구성계획
8.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 

2015년
제2차 정기회

2015.04.03.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행사 예산지원 검토의견
2.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경위 보고
3.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고소관련 
4.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5.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계획(안)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7.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 (안)
8.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기획(안)
9.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년 
제1차 임시회

2015.05.08.

1. 15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 
2.「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 보고
3.「미등록 이주아동」학술연구용역 결과 요약 보고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사항 보고
5. 서울시 인권위 활동결과 보고서 절차 관련 보고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7.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안)
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2015년
제2차 임시회

2015.06.03. 
1.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2. 2015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3.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4.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5년
제3차 정기회

2015.07.02.
1.「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추진현황 
2.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3.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
4.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자원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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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임시회

2015.09.03.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항 보고
2.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회의 결과 보고
3.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보고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보고
5.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추진현황 보고
6. 20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2015년
제4차 정기회

2015.10.01.

1.「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보고 
2.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3.「2015년 서울 인권아카데미Ⅱ과정」표준강의안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 교육소위의 검토관련 보고
4.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5.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2015년
제4차 임시회

2015.11.23. 1. 1기 인권위원회 활동 정리 

소위원회 일정 주요 논의사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2013.1.21.

·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사업 검토

· 장애인 : 장애환경개선 및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

· 이주민 : 이주민 의료건강권 및 사회서비스권 확대, 이주민 인권

전담 기구 설치 제안

· 여  성 : 여성 안전망 구축 

· 노  동 :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노동 기본권 보장 제안

· 성소수자 : 성소수자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제안

· 청소년 노동 → 노동 분야에 포함

· 어린이·청소년 : 아동권리보장과 폭력 예방 제안

다. 소위원회

1) 구성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약자,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장애인 탈시설, 교육, 인권헌장 제정, UN인권보고서, 실태조사 과제

선정 등

2) 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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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일정 주요 논의사항

· 어르신 : 세부과제로 추가

교육 소위원회

2013년 2회
4.2./5.31.

· 교육추진 방향 :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에 중점

· 교육위탁업체 관리 방안

· 인권강사 양성

· 인권강사 풀 구성 등

2014년 

4회3.17./3.24./
4.3./5.28.

· 2013년도 교육 결과 모니터링 분석 

· 2014년도 인권교육 모니터링 방안, 범위 분석 방안 등 논의

· 인권교육 모니터링 설문자 작성 논의

2015년 2회
3.27./7.21.

 · 2015년도 인권교육 추진계획 및 전문가 T/F 운영방향 논의

· 2015년도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계획안 논의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

2013.6.21. · 헌장제정 추진방향 논의

2014년 4회
3.6./3.20./4.3./

4.17.

· 헌장제정의 절차와 일정, 내용, 홍보 방안 등

· 인권헌장제정 준비단 구성·운영, 인선 및 조직

· 국내외 주요 인권헌장 분류 검토

UN인권보고서 

소위원회
2013.03.18. · 보고서 작성 방향 및 세부집필 방안 논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 
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

2014년 5회
4.28./5.1./5.19./

6.11./8.29.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 및 시 대응의 문제점 검토

·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 검토 및 인강원 인권침해 상황을 

통해 본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시 차원의 인권보호 

방안

·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유형 및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관련 논의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기획 소위원회

2015.3.26. · 지자체 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 연대 강화 방안

· 인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방향

실태조사 과제 

자문 소위원회
2015.8.4. · 과제별 실태조사 필요성 검토 

· 목록 외 실태조사 시급한 인권분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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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워크숍

개 최 일 안 건

2013 인권위원회 제1차 워크숍 2013. 01. 04. ·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 인권위원회 제2차 워크숍 2013. 02. 21. · 서울시와의 관계 설정
· 워크숍 준비 논의 

2013 인권위원회 제3차 워크숍 2013. 04. 05.~04. 06. · 인권 정책 기본계획 검토
· 인권위 활동방향 논의

2014 인권위원회 제1차 워크숍 2014. 01. 11. · 인권위 활동방향 논의

2014 인권위원회 제2차 워크숍 2014. 05. 09. · 지방정부와 인권위 관계
· 서울시 인권레짐 구축과제 등

2014 인권위원회 제3차 워크숍 2014. 09. 29. ·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2014 인권위원회 제4차 워크숍 2014. 12. 22. · 인권위원회 역할과 활동 논의

2015 인권위원회 제1차 워크숍 2015. 02. 27.
· 인권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와의 외연

확대 및 시민사회 연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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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제1차 정기회의

2014. 6. 17. 제2차 정기회의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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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 제4차 정기회의

2015. 11. 23. 마지막 인권위원회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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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9.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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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2. 워크숍을 끝내고 뒷풀이

2015. 7. 30.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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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모니터링

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심의

- 수립원칙 및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에 대한 자문

‣ 인권위원회 : 총 12차례 논의

‣ 전일 워크숍 등을 통해 수립 방향 및 핵심과제 선정 자문

나. 수립 과정

‣ 인권위원회 1차 워크숍 (’13.1.4.)

‣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13.2.5.)

‣ 인권위원회 워크숍 (’13.4.5~4.6.)

‣ 인권위원회 심의 및 자문 (’12.11.27.~’13.6.21)

‣ 시장보고회 (’13.6.14.)

‣ 기자설명회 (’13.7.10.)

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1)

1) 수립배경

-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수 립 : ’13년 7월 10일 발표

- 이 행 : 5개년 종합계획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년)을 수립,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성 격 : 행정 전반에 인권가치를 적용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2) 비 전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누구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

1) 2013-2017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7쪽~16쪽, 서울특별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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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서울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서울

-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시민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

‣ 모든 시정에서 인권 중심성을 제고하는 서울

‣ 시민의 인권을 지원하는 사회적·문화적·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서울

‣ 모든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통해 성숙한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서울

3) 정책목표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 인권제도 기반구축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구성

- 5개 정책목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

<그림 5> 기본계획 비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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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원칙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참여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시

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보편적 국제 인권 기준을 고

려하여 수립함.

<그림 6> 기본계획 수립원칙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v 인권정책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인권도시의 실현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v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정책의 권리와 의무 강화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v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인권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정책 추진

 시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v 시민의 자력화(empowerment)를 돕는 자발적이고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연계

  v 국내의 여건 및 이행가능성을 고려하고 국제인권기준 권고 반영

마.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 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총 73개 인권사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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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분 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 
제거

저상버스, 콜택시 확대 등 교통시설 정비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장애인 화장실 이용개선 및 남녀구별 설치 확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대체 의사소통 방안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네트워크 구축

탈시설 로드맵 구축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시설 인권 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

시설의 공익 이사제 적극 시행

이주민

이주민 지원 체계 마련

이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주민 실태조사

이주민 쉼터 운영 지원

이주민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및 
사회서비스권 확대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확대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여  성 여성 안전망 구축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정책 강화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

여성폭력예방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여성․아동 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노  동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조성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
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는 일터
취약노동자 노동권 증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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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분 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어르신

어르신의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 사회참여 및 일할 권리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걱정 
없는 삶 보장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지원 강화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

어르신 학대 예방사업 확대

성소수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어린이
청소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문화소외
시    민

문화소외 시민 배려 문화소외 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도  시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각 지대 해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설치

자살율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주  거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정비사업시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적절한 주거 기준선 실현

상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주거권 보장

세입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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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분 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인권가치 
문화확산

공무원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인권 친화적 행정언어 체제 구축

시  민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 증진

서울시 기술교육원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홍보

인권 문화 조성 활성화

시민참여 인권 정책 개발, 공모

도서관 내 인권 자료실 개관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  권
행  정

인권행정 체계 강화

시민인권보호관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인권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평가 및 인권보고서 발간

일  반
행  정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  민
사  회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행정 
운영

시민사회와의 인권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시민인권보호관, NGO간 인권침해상담 협력
체계 구축

도  시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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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담보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논의 (’13.10.23.)

- 모니터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보행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주

민 분야

2)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 추진부서 업무보고

- 보행권 : 보도환경개선과, 보행자전거과 (’14.1.28.)

-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및 이주민 의료건강 확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건의료정책 (’14.3.6.)

- 장애인 탈시설 : 장애인복지정책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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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

- 교육 추진방향, 교육 기본 원칙 등 자문

‣ 교육기본방향 및 운영방안

‣ 인권 전문강사단 확보방안

‣ 위탁업체 선정 기준

‣ 인권 콘텐츠 개발 방향 (핵심강의안, PPT, 매뉴얼 등)

- 인권교육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논의

‣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인권교육 장기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2013.9.26.)

‣ 인권위원회 1차 인권교육 워크숍 (2013.12.19.)

‣ 인권위원회 2차 인권교육 워크숍 (2014. 1. 9.)

- 인권교육 모니터링에 대한 자문

‣ 교육생 설문 및 강의 모니터링을 위한 검증과정 절차 추진논의

(2013.5.31.)

‣ 교육 소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 평가서 설문내용 개선 및 보완,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 2015년 인권아카데미Ⅱ과정 표준강의안에 대한 자문 (2015.10.1.)

나.  공무원 인권교육 개요

- 수립배경

‣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0조

‣ 시행횟수 :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 추진방법 : 전문교육기관 선정 위탁 운영

- 추진체계

‣ 공무원 인권교육 (서울아카데미 I 과정)

‣ 투자·출연기관 및 복지시설 인권교육 (서울아카데미 II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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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평가

‣ 인권전문강사양성 (기본 및 심화과정)

인권교육
▸ 대    상 : 공무원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 내    용 : 인권개념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교육
모니터링

▸ 목    적 :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사항 발굴 및 피드백
▸ 내    용 : 인권교육 만족도 (내용 및 수준, 강사, 환경) 및 개선사항 등
▸ 방    법 :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조사, 교육수료생 심층면접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 목    적 :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 육성 및 활용
▸ 대    상 : 인권활동 및 강의 경험자 등 강사활동 가능한 시민 (25명)
▸ 방    법 :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기본·심화 과정)

다. 2013년 공무원 인권교육 

1) 인권교육

‣ 기 간 : ’13. 9. ~ 12.

‣ 교육실적 : 총 220회 중 204회 (93%) 실시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출연기관
시 위탁 
복지시설

본    청
시의회 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중점그룹 일반그룹

교육횟수(회) 204 42 38 73 50 1
참석인원(명) 11,574 1,118 1,486 5,152 3,778 40

2) 인권교육 모니터링

‣ 기 간 : ’13. 9. ~ 12.

‣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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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평가 강사/교육생 심층면접

구 성
▪ 인권전문가 3명
▪ 교육전문가 3명
▪ 퇴직공무원 3명

▪연구원 5명 ▪진행자(책임연구원)1명
▪연구원 3명

역 할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심층면접 및 분석

운 영
▪평가반 10회 운영
 -3인1조(인권/교육/퇴직)

▪교육생 설문(3,000명)
 - Ⅰ,Ⅱ과정별 각 1,500명

▪심층면접 30회 
 - 인권강사(10명)
 - 교육이수자(20명)

방 법 ▪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인터뷰(IDI) 
기 간 ▪2013. 10 ~ 12월(3개월) ▪2013. 9 ~ 12월(4개월) ▪2013. 11 ~ 12월(2개월)

수 행
기 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설문지 개발 
및 분석)

▪전문 조사업체

3)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과정)

‣ 기 간 : ’13.12. ~ ’14.2.

‣ 대 상 : 인권활동 및 강의 경험자 등 강사활동 가능한 시민 (25명)

과 정 명
(이수시간)

수료인원
(시강합격인원)

교육기간
(이수시간)

시 간 교  육  내  용

강사양성
기본과정
(50시간)

23명
(16명)

2개월
(50시간) 3시간/회

․인권의 기본 이해
(인권 개념 및 역사, 서울시 인권행정 체계 등)
․인권교육 현장 강의 참관 및 시강

라. 2014년 공무원 인권교육 

1) 인권교육

- 총 263회 15,861명 인권교육 실시 - 전년대비 인권교육 참여율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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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대상

(명)

2013년 2014년

횟수 참 여 참여율 횟수 참 여 참여율

총  계 37,616 205  11,824 31 263 15,861 42

아카데미Ⅰ

소 계 4,202 81 2,854 68 115 3,548 85
중  점(4h) 1,576 42 1,118 71 41 1,273 78
일  반(2h) 2,306 38 1,486 64 64 1,997 89
간부직(2h) 320 1 250 78 10 278 87

아카데미Ⅱ

소 계 33,414 124 8,970 27 148 12,313 37
사 업 소 (2h) 12,597 73  5,152 41 95 7,751 62
투자출연(2h) 20,817 51 3,818 18 53 4,562 22

2) 인권교육 모니터링 (6월~10월) 실시

‣ 전문가 현장평가 38회, 교육생 설문평가 6,854매, 심층인터뷰 14회

3)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 과정) : 총 11명 (모집28명) 수료

마. 2015년 공무원 인권교육 

1) 인권 교육

-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Ⅰ

‣ 통합인권교육 - 10회 (7시간)

-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

‣ 간부직(4급이상) - 6회 (2시간)

‣ 일반그룹(20개 실․본부․국) - 50회 (2시간)

‣ 시의회 사업소 - 95회 (2시간)

‣ 공사 출연기관 – 30회 (2시간)

2) 인권교육의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 육성 및 활용

- 대상 : 인권분야 활동가 및 관심있는 공무원 등 내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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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영 : 위탁운영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보수과정 10시간)

4) 인권교육 모니터링 실시

- 목적 :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사항 발굴 및 피드백

- 기간 : ’15. 6. ~12. (7개월)

- 구성 :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강사 설문조사, 수료생 심층인터뷰

구분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강사 설문조사 심 층 면 접

운  영
모니터링 평가반 (2인 1조)
 - 인권/교육전문가

교육생 설문  
 - 서울 인권 아카데미Ⅰ,Ⅱ 과정

방문 면접
  - 인권교육 수료생

방  법 현장교육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면접

수  행
기  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설문지 배포/수합)
위탁업체(설문지 개발/ 분석) 전문조사 위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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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

가.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정책권고

1)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1항

- 권 고 일 : ’14년 2월 5일 ※ 기자간담회 진행

- 권고결과 : 수용 (’14.4.10, 시민봉사담당관)

- 특 징 : 시 인권위원회 출범 후 서울시장에 첫 권고

2) 과정

- 검토 배경

‣ 120다산콜 상담사들이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격권, 노동권 침해 등 인권상

황 열악하여 서비스 질 저하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정책권고의

검토를 결정

- 권고 준비

‣ 전문가 자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김태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담당자

: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

‣ 서울시 인권위원회 발족 1주년 토론회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14.11.15.)

‣ 현장 방문 등

3) 주요내용

- 주문

1.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

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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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휴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폭언·성희롱 등으로

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다산콜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담사가 과도한 전자감시 등 노동

통제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 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산콜센터 상담

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하여 상담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

4) 권고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 서울시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직고용을 통한 고용구조개선과 같은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심화연구 용역을

(‘14.3~6월) 시행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개선계획안은 휴식권 준수, 폭언 및 성희롱 개선,

상담사 방어권 보장, 상담업무의 합리적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

통제,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그리고 고용구조의 개선과 같은 문제는 심화연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찾으며 장기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관련 사항 2차례 인권위원회 보고

‣ 120다산콜인권개선권고 관련 추진계획 보고 : 2014년 제1차 정기회 (’14.03.06.)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추진계획(안)  

     검토의견

   ❍ 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직고용 
여부 등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심화용역을 시행(‘14.3~6월),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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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상담사 방어권

 보장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인 경우, 
현재 1회 경고 후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시행(‘12.6월)

시행중 : ‘14. 2. 11.
 ‘악성 및 강성 민원 대응 강화계획’ 시행

 - ‘1회 경고 후 선통화 종료’ 확정 시행

 - 악성전화 : 법적 조치 강화

 · 성희롱 등 : 1회 인입시, 폭언·욕설 등 : 
3회 인입시

 상담 업무의

 합리적 조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홍보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0 ARS 
멘트(대기·보류)에 시·구정 관련 상담만 
가능함으로 안내하고(‘13.8) 있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네이버(‘12.2), 다음

(‘13.10.16) 등 포털을 통해 지식서

비스 추진

시행중

․생활민원 감축 대시민 안내 : ‘14.3월말 

 - 핵심 홍보메세지 

  · 생활정보는 인터넷에 양보합니다.
  · 120은 시․구정 정보제공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구정정보는 ☎120, 생활정보는 인터넷”

 감정노동 직무스

트레스 해소 가

이드라인 및 프

로그램 개발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콜센터 
내 힐링룸 ‘다산인 休’ 설치(‘13.5),
헬스키퍼 안마서비스 및 심리상담실 

등을 운영중이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악성민원 적극 대응.

심화용역 포함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은

심화용역에 포함 검토 예정

 조례 제․개정 

등 감정 노동 

대책 근거 

마련

-
장기검토

민간업체 직원의 복무, 교육 등에 대한 세부

관여는 불법으로서 조례 제·개정 등의 법적 

근거마련은 현재로서는 곤란함. 

     권고사항별 세부 검토의견

    ① 감정노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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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환경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직업성 질환 실태 

정기적 조사실시와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마련

․상담사 건강검진 실시 : 년 1회
⇒ 단체상해보험 가입(입원, 질병 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효성ITX, KTCS)
․직업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 헬스키퍼 안마서비스

  - 대사증후군 검사 및 금연클리닉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확대 시행 : ‘14. 4월
상담사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는 사업주가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확대 : 1개사(엠피씨)⇒3개사

상담사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 : PC 가상화 시스템 구축, 
공조기 가동, 공기정화 식물 배치 등 

 - 공조기 가동(일 5회 각 1시간씩),
    공기청정기 24대 설치 등

 - 공기청정기·냉난방기 필터 수시

   교체, 센터 정화활동(환기의무 등)

지속적 개선

·「KS 콜센터 서비스 환경관리 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실 조도, 난방 등은 적정 수준임.
· 현재 2인 1석은 11석이며 청사 여건을 감안,
  상담실 재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추진

 - 1인 1석 확보 완료 : 효성ITX(‘14.3.1.), 엠피씨

(’13.12.) 
   · KTCS : 2인 1석 11석(‘14.3.1.) ⇒ 지속적 개선

 ③ 휴식권 미준수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일정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재의 휴식시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
※휴식시간(‘14.1월기준)
- 주간 1시간 44분, 저녁 54분, 야간 3시간

일정 시간마다 휴식시간 보장 : ‘14. 4월
⇒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당 10분 휴식 보장
· 원활한 상담업무 진행을 위해 팀단위로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자유롭게 진행.
  단,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휴식이 집중되지
  않도록 팀별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조정.

 ④ 폭언 및 성희롱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인권 침해
 예방 상담
 시스템 구축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폭언, 
욕설 등 악성전화에 대한 대응시스템 기
구축(‘12.6.)
 - 악성전화 인입시 ⇒ 악성민원 등록
   ⇒ 민원관리반 대응, 상담사 보호

시행중
성희롱 1회 인입시 및 폭언·욕설 등 3회
인입시 법적조치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통해 악성전화 인입 사전 차단 : ‘14.2.11.

 피해 상담사
 보호시스템 마련

민원전화 응대 상담사에 대해 팀장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 보장, 상담사 스트
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실 운영

대안 마련중
·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시 1회  경고 후 선종료
  철저히 시행, 사전 스트레스 예방
· 관리자와 고충 상담을 통해 필요시 안정을 위한
  휴게 시간 부여, 심리상담실 연계 조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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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통제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콜상황 모니터링은 실시간 시민
대기자수 파악 등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뿐
감시 목적이 아님

대안 마련중
모니터링은 콜센터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음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개선 

‘13년부터 업체간 지나친 경쟁
및 상담사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시행, 운영업체의
상담사 평가기준도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업체 평가순위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폐지(‘13.1월) 
- 업무테스트 횟수 조정(문제은행으로 출제

방식 변경) 
  · 연10회 ⇒ 연4회(‘13.1월)
- 핵심평가지표 위주로 지표수 축소 
  · 13개 ⇒ 9개 지표(‘14.1월) 

심화용역 포함
평가시스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상담사의 부
담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 추진

 ⑥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개선 방안
시 인권위 개선 방안  처리방향 

민간위탁 고용구조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상담사의

고용의 질 제고

심화용역

콜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심화연구 용역을

금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산콜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 120다산콜인권개선권고 관련 추진현황보고 : 2014년 제3차 정기회 (’14.08.22.)

서울시는 폭언 및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민원이 아닌 생활민원을 감소시

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사 직접고용 문제를 포함한 운

영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더 나아가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

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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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방문 (문경란위원장) 2014. 12. 3.

다산콜센터 권고를 위한 밤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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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05_0012701265&cID=10205&pID=10200

[일문일답]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다산콜센터 직원 직접고용, 市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등록 일시 [2014-02-05 13:21:27]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5일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근본원인을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꼽으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야하며 구체적 방안은 서울시가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
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이어 상담사들의 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위탁 운영과 극심한 성과주의 경쟁구조, 
열악한 노동환경,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개선방안 권고 중 직접 고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 부분은 사실 깊이 연구하진 못했다. 인권위의 역할이나 권한 밖이라 생각했기 때문

인데 전문가들의 의견 종합해서 현실성 없는 권고는 하지 않는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현

실적 고민했다.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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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시에서 다산콜센터와 관련된 용역을 마쳤고 관련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이 상황

에서 다산콜센터에 대해 인권권고 했는데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바 있는지?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감안해 권고하게 된 것

은 아니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권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서울시의 여러 정책을 리뷰했다. 당시 다산콜센터 문제도 중요하다고 인식

했지만 당시에는 심각함을 인지 못했었다. 인권위 세미나에서 이를 주제로 연구하기 위해 

자료 수집하고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권고할 때 서울

시의 자문이나 제시안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 자체적으로 판단해 인권에 문

제가 있는 것은 권고하는 것이다."

-이번 권고의 효력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이행은 어떻게 점검할지?

 "권고는 사법부 판결처럼 강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인권문제는 강제이행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피권고기관인 시와 시장이 인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권고가 매우 큰 효력을 발휘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가 인권조례 및 인권위 만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시는 인권위보다 조금 더 종합적으

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산콜센터는 오세훈 전 시장의 만든 히트작이라는 하는데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다산

콜센터는 어떤가?

 "다산콜센터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불친절하다고하고 공무원은 민원 전화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시민 인식과 반응은 매우 좋은 것

으로 알고 있다. 만족도가 높다. 다만 이것이 몇 년간 진행되면서 일부 시민들의 과도한 

상담 요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기는 감정노동을 보호해줄수있는 장치가 없

었다. 근원적으로는 민간위탁이 감정노동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권고하게 됐다."

 "흔히 효율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민간위탁은 효율성 자체가 하나의 목적은 아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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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콜 수로 평가하면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이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상담 전화가 오면 출생신고부터 세세하게 알려줘야하는데 그것이 

1시간 걸린다. 그런데 콜수만 따지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끊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좋

은 서비스 제공하지 못한다."

-다산콜센터뿐 아닌 다른 곳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다산콜센터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면 다른 기관에 대한 파장이 클 것이라서 현재 시행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러한 문제를 서울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닌가. 이 부분 고민하고 고용 문제를 권고한 

것인지?

 "단언컨대, 말씀한 부분에 대해 고심했고 여러 방면에서 전문적인 확인을 거쳤다. 노동인

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이다. 현재와 같은 고용 구조 문제는 핵심적 인권 문제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위탁기관과 다산콜센터

는 다르다. 다른 곳은 인권, 민간위탁 관련 확인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기 어렵지

만 다산콜센터 업무는 매우 공적인 업무다. 서대문구에 주차하려면 서대문구 해당 과에 

연결해줘야하고 장애인 주차문제 확인하려면 또 그에 알맞는 다른 곳에 알아봐야하는데 

이를 연결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 인권위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시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인권행정 체계를 만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한

다. 이것들이 어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고 보행권, 장애인 탈시설 문제 등 

3가지 주제를 잡아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다산콜센터처럼 인권적으로 주요하다고 판단되

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올해는 좀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서울시와 거리 두

면서 인권 관련 업무 진행할 계획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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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권고

1) 권고일 : 2014. 12. 8.

2) 권고배경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헌장의 제정을 위임받아 심

도 높은 토론을 거쳐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인권헌

장을 채택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서울시가 “사회적 논

란”이 있는 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요구하였고, 시

민위원들이 표결에 의해 헌장을 확정하려하자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

으며 의사진행을 방해

- 의사진행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는 수개월에 걸친 자발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조

항은 표결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찬반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의결

로 헌정이 제정

- 하지만 서울시가 시민위원회 회의 직후 시민위원회가 적법하게 제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산”되었다고 기자회견

을 통해 발표

3) 주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

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서울

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정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

‣제6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 왜곡되게 언

론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시 공

무원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

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2014. 11. 20.「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으로 무산된 것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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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보편적 인권들을 도시행정에 맞추어 구체화시킨 것임을 확인하며, 서울

시정 전반에서「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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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참여 및 주도

 
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 
    -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 부위원장, 김형완·조효제·홍성수 위원 등 총 5명이 참여 
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준비 및 기획 
    - 시민참여형 인권헌장 제정 모델 제안
    - 준비단 인선 및 각국의 인권도시 헌장 취합 및 분석
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위원회 참여 및 주도
    - 인권헌장 제정의 모델 설계 
    - 인권헌장 전문 기초
    - 시민위원에 대한 인권교육
    - 시민이 만든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평석
라. 인권헌장 파행에 대한 인권위 입장 발표 및 권고
    - 인권헌장 공청회 무산 및 서울시의 무대응에 대한 엄정한 대응 촉구
    - 인권헌장 선포 촉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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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주제 발제

2013.3.18.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권의 문법(조효제)
2013.4.15.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권의 문법(조효제)
2013.5.20.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권철학 입문(크리스토프 

멩케,아른트 폴만)
2013.6.17.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권의 좌표(제임스 니켈)
2013.7.15.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권의 좌표(제임스 니켈)
2013.8.19.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간이기 때문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빌덴필즈)
2013.9.16. ‣ 인권분야 독서토론 : 인간이기 때문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빌덴필즈)
2013.10.21.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계획 관련 논의

‘노동권 분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11.18.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계획 관련 논의

‘장애인 인권과 탈시설 분야’
김정하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7. 세미나 및 인권포럼

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1) 개요

- 목 적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주

제 학습 및 논의

‣ 서울시 인권행정 개선 및 인권 비전 방향 제시를 위한 학습 및 논의

- 참 석 자 : 서울시 인권위원,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담당관 직원 등

- 개최일정 : ’13년 3월부터 월 1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2) 세미나 주요 내용

- 인권분야 독서모임 (인권의 문법, 인권의 좌표)

-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계획 모니터링 논의

- 지방정부와 인권 논의

- 소수자 혐오 실태와 대응방안 논의

3)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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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주제 발제

2014.3.17.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다양한 이주민 
정책을 통해 본 서울시의 이주민정책’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2014.4.21.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일본지자체
경험을 통해본 서울시의 이주민정책’

이혜진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2014.5.19. ‣ 지방정부와 인권 ① 도시와 인권이란
홍성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2014.6.16. ‣ 지방정부와 인권 ② 인권도시 담론

김형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2014.7.21. ‣ 지방정부와 인권 ③ 마을 만들기와 인권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4.9.15. ‣ 지방정부와 인권 ④ 공간주권 관련 논의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10.20. ‣ 한국 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 행정영역을 중심으로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4.11.17.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발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2015.1.19. ‣ 인권의 대전환 ① 국가의 적극적 의무

양혜우
(서울시 인권위원회)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015.5.18. ‣ 무엇이 혐오표현인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2015.6.15. ‣ 혐오표현의 실태와 문제점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정혜실
(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 여성들)

2015.7.20.

‣ 유럽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인권적 한계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 영역별 혐오표현 실태

 -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이종걸

(친구사이)
 - 제재없는 인터넷상의 외국인 혐오표현 문제

정혜실
(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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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주제 발제

 - 여성혐오 표현 실태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2015.8.17. ‣ 혐오표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나  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2015.9.21. ‣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2015.10.19.

‣ 혐오표현 실태

 - 여성혐오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 이주민혐오

정혜실
(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 여성들)

 - 장애혐오 박김영희

 - 성수자혐오

이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이종걸
(친구사이)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5.11.16.

‣ 운동의 전략과 소수자의 목소리 키우기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 혐오와 인권의 패러다임 담론

김형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혐오규제의 규범적 적정성과 기준 사례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 대학 내 혐오실태

김  호
(서울대학교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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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1. 세미나

2015. 7. 20.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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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자 주    제 발    제 패    널 사회자

2014.6.20.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서울시 적용 방안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없음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8.22. 박원순 시장 2시 시정과 
인권행정 개선 방안 

서왕진
(서울시정책수석비서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9.19. 지방정부의 인권레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김형완
(서울시 인권위원회)

은우근
(광주대 신방과)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014.10.17. 인권이란 무엇인가
정정훈

(수유너머N)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나.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1) 개요

- 배 경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서울시 초청강사 워크숍’ (’14.4.2.)에서

지속적인 인권교육 관련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의 포럼으로 자리매김함

- 목 적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학습의 장

‣인권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와 연대의 장

‣인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교류의 장

- 참 석 자 : 인권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전문가 등

- 개최일정 : 월 1회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녁)

- 운 영 : 포럼운영위원회를 두어 포럼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

2) 포럼 추진 경과



∎ 주요활동

- 59 -

개최
일자 주    제 발    제 패    널 사회자

2014.11.21. 세월호와 인권
박  진

(다산인권센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1.16. 혐오표현과 인권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2.27. 존엄이라는 가치로 본 
탈시설자립생활운동

여준민
(발바닥행동)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염형국 
(공감 변호사)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5.3.20. 인권의 동력, 연대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이종걸
(친구사이)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2015.4.17. 세월호와 인간 존엄성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세월호 유가족
김형완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5.22.
한국의 정보인권의 과제 
– 유엔프라이버시 논의와 

함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오길영
(신경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6.20.
사람의 인권감수성을 교육
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낱, 묘랑
(인권교육센터 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2015.8.21. 삶의 총체성 : 일상공간의 
인권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재
(서울시립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9.18. 청소년 인권
공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쥬  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2015.10.16. 성적자기결정권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소)

강남식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11.20. 노인인권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김세영

(신경대 사회복지학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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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0. 인권포럼

2015. 6. 20. 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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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론회

1) 서울시 인권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

- 주제 :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 일시 : 2013. 11. 15. 14: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내용

 사회자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

  -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이선희 다산콜센터지부 조합원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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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기념 토론회

- 주제 : 인권도시 서울 2년, 과제와 전망

- 일시 : 2014. 11. 7. 14:00

- 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내용

 사회자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
  - 서울시 인권행정의 과제와 전망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의 의의 홍성수 (숙명대학 법학부 교수, 위원)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위원)
  - 서울시 인권구제의 과제와 전망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 강남식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위원)

토론

서왕진 (서울시 정책수석)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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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심포지엄

- 일시 : 2015. 2. 25. 13: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 주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인권센터 공동주최

- 내용

사회자: 이주영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1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문경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민위원의 눈으로 본 서울시민 인권헌장 / 정재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시민위원) 

시민위원의 눈으로 본 서울시민 인권헌장 / 이하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시민위원) 

2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구성체계와 특징 / 홍성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숙명여대 교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시민 참여의 의의 / 이정은 (서울시민 인권
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성공회대 연구교수)

서울시민 인권헌장, 갈등과 쟁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 염형국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공감 변호사

3부 서울시민 인권헌장,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의의와 과제 / 김형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4부 종합토론

사회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  
 박홍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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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외 협력 

가. 국내 협력

1) 서울시·충남 인권위원회 양해각서 체결

‣ 일시 : 2015. 3 .19.(목)

‣ 장소 : 충청남도청(충청남도 홍성군)

‣ 내용 : 인권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 및 간담회 개최

홍성 홍동마을 방문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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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 일시 : 2015. 10. 5. 15:00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 내용 : 각 지역인권위 활동 및 평가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방향

‣ 참석자

 명 단 단체  소속 소속인권위
1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성북구인권위 
2 김한민 우이초등학교 교사 성북구
3 박숙경  발바닥행동 활동가 성북구
4 배미영  장애인야학 너른마당 대표 성북구
5 윤성봉 변호사, 민변 성북구
6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대문구
7 이은주 한국문해교육협회 교육이사 서대문구
8 박  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수원
9 조영숙 수원여성회 활동가 수원
10 진경아 천안복지세상 사무국장 천안
11 최완욱 광주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광주
12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울산
13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서울시
14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국장 서울시
15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시
16 박김영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17 장서연 공익변호사 서울시
18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사 서울시
19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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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 일시 : 2015. 10. 8. 11:00

‣ 장소 : 서울시청 8층 회의실

‣ 참석 : 서울시 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 충청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 내용 : 위원회 간 협력방안, 위원회협의체 구성 등

서울 혁신파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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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세월호 농성장 1일 단식농성 : 2014. 8. 12.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 2015. 4. 10.

- 2015. 퀴어 문화축제 개막식 축사 : 201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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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단체 방문 개요

개최일자 방문 기관 방문자
인권위원회
참석자

비고

’14.5.19.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인권위원회
· 국제해비타트연맹 대표

에바 가르시아 츄에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내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로레나 자라테 

(국제해비타트연맹 대표)

문경란
(위원장)

’14.11.2.7 ·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기타 아끼토 소장 등 9인

(와세다 교육학 교수)

문경란
(위원장)
김경자
(위원)
김형완
(위원)

’14.12.26. · 베트남인권연구소 
DANG Dzung Chi 대표 등 3인

(호치민국립정치아카데미
 베트남인권연구소)

문경란
(위원장)
이성훈
(위원)

’15.8.20. · 일본 다문화공생 지자체
정책연구회 

다카야나기 토시야 사이타마 시 
의원 등 10명 

(국제해비타트연맹 대표)
문경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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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7.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방문

2015. 8. 20. 일본 다문화공생체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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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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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일지 (2012.11~2015.11)

2012년
11월 27일 인권위원 위촉 및 2012년 제1차 정기회

12월 11일 2012년 제1차 임시회

2013년
1월 4일 2013년 제1차 임시회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1월 21일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1월 24일 2013년 제2차 임시회

2월 21일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인권위원 워크숍

2월 26일 희망아카데미 인권강의 (문경란 위원장)

2월 28일 2013년 제1차 정기회

3월 14일 박원순 시장 인권위원 간담회

3월 18일 UN 인권보고서 소위원회

세미나

- 인권의 문법 (조효제)

3월 21일 경남여성인권위원회 방문 간담회 및 인권특강 (문경란위원장)

3월 28일 2013년 제3차 임시회

4월 2일 교육 소위원회

4월 5~6일 2013년 제4차 임시회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4월 15일 세미나

- 인권의 문법 (조효제)

5월 20일 세미나

- 인권철학 입문 (크리스토프 멩케.아른트 폴만, 정미라 주정립 옮김)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74 -

5월 30일 2013년 제2차 정기회

5월 31일 교육 소위원회

6월 14일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보고회

6월 17일 세미나

- 인권의 좌표 (제임스 니켈, 조국 옮김)

6월 21일 2013년 제5차 임시회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

7월 10일 인권정책 기본계획 기자 설명회

7월 15일 세미나

- 인권의 좌표 (제임스 니켈, 조국 옮김)

7월 21일 2013년 제6차 임시회

8월 19일 세미나

- 인간이기 때문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 (빌덴필즈, 박동천 옮김)

8월 21일 2013년 제3차 정기회

9월 16일 세미나

- 인간이기 때문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 (빌덴필즈, 박동천 옮김)

9월 26일 2013년 제7차 임시회

10월 21일 세미나

- 노동인권: 다산콜센터 노동인권 사례

10월 23일 2013년 제8차 임시회

11월 1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11월 18일 세미나

- 장애인권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및 탈시설운동의 역사

12월 3일 다산콜센터 방문 및 면담조사 (문경란 위원장)

12월 5일 2013년 제4차 정기회

12월 6일 인권교육 모니터링 회의

12월 10일 주간 경향, 서울시 인권위원회 1주년 기획기사 보도

12월 12일 인권교육 모니터링 회의

12월 19일 인권교육 전문가 워크숍

박원순 시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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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9일 인권교육 워크숍

1월 11일 인권위원 워크숍

1월 28일 2014년 제1차 임시회

2월 5일 기자 간담회,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정책권고 발표

2월 6일 인권교육 회의

3월 6일 2014년 제1차 정기회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

3월 17일 교육 소위원회

세미나

- 이주인권 1. 신자유주의와 이주

3월 20일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

3월 24일 교육 소위원회

4월 3일 교육 소위원회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

4월 11일 2014년 제2차 임시회

4월 12일 인권교육 연찬회

4월 17일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

4월 21일 세미나

- 이주인권 2. 일본지자체 경험을 통해 본 서울시의 이주민정책

4월 28일 탈시설 소위원회

5월 1일 탈시설 소위원회

5월 9일 2014년 제3차 임시회

인권위원 워크숍

5월 19일 탈시설 소위원회

세미나

- 지방정부와 인권1. 반란의 도시, 데이빗 하비, 한상연 옮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에바츄에카) 및 국제해비타트연맹인권위원회 면담

5월 28일 교육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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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탈시설 소위원회

6월 16일 세미나

- 지방정부와 인권 2. 도시인권과 지방정부

6월 20일 서울시 인권포럼

-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서울시 적용 방안

6월 27일 2014년 제2차 정기회

7월 4일 서울시의회 의원 간담회

7월 21일 세미나

- 지방정부와 인권 3 : 서울주도 주민 마을 만들기정책

7월 30일 서울시 고위직 인권교육 워크숍

8월 8일 서울시 고위직 인권교육 워크숍

8월 19일 서울시 인권포럼 운영위원회

8월 22일 2014년 제3차 정기회

서울시 인권포럼

- 박원순 시장 2시 시정과 인권행정 개선방안

8월 29일 탈시설 소위원회

9월 2일 박원순 시장 및 고위직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문경란 위원장)

9월 15일 세미나

- 지방정부와 인권 4. 공간주권 관련 논의, 강현수, 김현경, 문재원 외

9월 19일 서울시 인권포럼

- 지방정부의 인권레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9월 24일 인권교육 간담회

9월 29일 2014년 제4차 임시회

인권위원 워크숍

10월 17일 서울시 인권포럼

- 인권이란 무엇인가

10월 20일 세미나

- 성소수자인권 1. 한국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10월 27일 2014년 제4차 정기회

10월 31일 교육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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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기념 토론회 (인권도시 서울 2년, 과제와 전망)

11월 17일 세미나

- 성소수자인권 2.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발달

11월 21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입장 발표

서울시 인권포럼

- 세월호과 인권

11월 27일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의 인권위원회 방문, 기타 아끼토소장 등 9인

12월 1일 2014년 제5차 임시회

12월 8일 2014년 제6차 임시회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촉구 권고

12월 16일 충남 인권선언 제정 기념 토론회 및 토크쇼 (문경란, 박래군, 김형완)

12월 22일 인권위원 워크숍

12월 26일 베트남인권연구소의 인권위 방문

- DANG Dzung Chi 대표 등 3인

2015년
1월 16일 서울시 인권포럼

- 혐오표현과 인권

1월 19일 박원순 시장과 인권위원 간담회

세미나

- 인권의 대전환 (서론, 국가의 적극적 의무, 샌드라프레드먼, 조효재옮김)

2월 25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인권센터 공동주최

2월 27일 2015년 제1차 정기회

인권위원 워크숍

서울시 인권포럼

- 존엄이라는 가치로 본 탈시설 자립생활운동

3월 19일 서울시·충남 인권위원회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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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서울시 인권포럼

- 인권의 동력, 연대

3월 27일 교육 소위원회

4월 1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관련 기획위원회

4월 3일 2015년 제2차 정기회

4월 17일 서울시 인권포럼

- 세월호와 인간 존엄성

4월 20일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2기 출범식 (문경란, 이남신)

5월 8일 2015년 제1차 임시회

5월 18일 혐오표현 세미나 1.

- 무엇이 혐오표현인가?

5월 22일 서울시 인권포럼

- 한국의 정보인권의 과제 : 유엔 프라이버시 논의와 함께

6월 3일 2015년 제2차 임시회

6월 15일 혐오표현 세미나 2.

- 혐오표현의 실태와 문제점

6월 16일 인권교육 강의안 시연 모니터링

6월 20일 서울시 인권포럼

- 사람의 인권감수성을 교육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6월 24일 제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 (문경란 위원장)

7월 2일 2015년 제3차 정기회

7월 21일 교육 소위원회

7월 20일 혐오표현세미나 3.

- 유럽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인권적 한계, 영역별 혐오표현 실태

7월 28일 혐오표현 세미나 기획 회의

7월 30일 박원순 시장과 인권위원 간담회

8월 4일 인권위원회 운영관련 기획회의

실태조사 과제 자문 소위원회

8월 17일 혐오표현 세미나 4.

- 혐오표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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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일본 다문화공생 지자체 정책연구회의 인권위 방문

- 다카야나기 토시야 사이타마 시 의원 등 10명

8월 21일 서울시 인권포럼

- 삶의 총체성: 일상공간의 인권

9월 3일 2015년 제3차 임시회

9월 10일 감정노동조례 제정 토론회 인사말 (문경란)

9월 18일 서울시 인권포럼, 청소년 인권

9월 21일 혐오표현 세미나 5.

- 혐오표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법제 검토

10월 1일 2015년 제4차 정기회

10월 5일 인권단체 활동가 간담회

10월 8일 서울·광주·강원·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10월 16일 서울시 인권포럼

- 성적 자기결정권

10월 19일 혐오표현 세미나 6.

-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실태

11월 16일 혐오표현 세미나 7.

- 운동의 전략과 소수자의 목소리 키우기

- 혐오와 인권의 패러다임 담론 및 사례

- 대학 내 혐오실태

11월 20일 서울시 인권포럼

- 노인인권

11월 23일 2015년 제4차 임시회





 서울특별시 제1기 인권위원회 활동 평가  
•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문경란 위원장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와 과제│홍성수 위원

• 권고│이남신, 장서연 위원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강남식 위원

• 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 활동│박김영희 위원

• 학습하며 성찰하는 인권위원회│양혜우 위원

• 서울시 인권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위원회의 역할│전효관 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김형완 위원

• UN과 인권도시│이성훈 위원

• 인권거버넌스 소회│김경자, 김영남, 박래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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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Ⅰ.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국가가 인권의 책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 또한 인권 보장과 실현의 의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2012년 9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서울시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한

대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서울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의 규범이다.

하지만 국가의 인권 책무성이라는 보편적 원칙 외에 서울시 인권조례가 제정

되게 된 배경에는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

의 당선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협치) 및 인권존중의 지향성을

중시하던 그는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고 서

울시 인권조례와 인권헌장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시장으로 당선

된 뒤 서둘러 서울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박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

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정의 목표를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에서,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꾸는 10년으로” 선포했다. 시정의 목표가 인권친화적 행

정의 구현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큰 맥락에서 보면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의 제도화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 초대 서울시 인권위원회(이

하 서울시 인권위)가 발족되었다. 인권위는 서울시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심의·자

문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다. 그러나 ‘권고’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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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개의 자문위원회와 다르다. 서울시 인권조례 제17조는 ‘정책 등의 개선권

고’라는 별도 조항을 두고 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나 정책 등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인권

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국가인권위원회 쯤으로 여기며 국가인권위원회

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권고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는 두 기관이

유사하지만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이 없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

해 총 15명이며 민간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1)

서울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인권위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

상황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확산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인권운동이 과거 국가 즉 중

앙정부 중심에서 기업,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 인권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2) 캐나다의 몬트리

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 국제인권도시의 출현이 그 예

라 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단위의 시민권 개념이 국경을 넘

나드는 이주자의 인권보호에 무기력하다는 비판의 제기이다. 이에 따라 도시 단

위의 인권보장 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3) 넷째, 전세계적으로 도시화

가 진전되면서 주거, 보건, 교통, 환경 등 심각한 도시 문제로 인해 도시의 취약

계층 인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정부의 역할과 의무도 커지고 있

다.

국내적 요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연관성인데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지방정부의 인권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각 지방정부에 이를 모델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가인권위

1)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제1부,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부분을 참고
2) 이성훈, “인권 4.0 시대의 ‘인권도시’ 프레임워크와 이행전략” 참조, 제3차 인권도시회의 자료집 
3) 강현수, 인권도시만들기 참조, 그물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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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같은 역할이 일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명박정부 이

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지방차원에서 출구와 대안을 찾으려 했다. 지역차원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은 역진불가한 ‘인권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4)

이같은 국내외적 흐름 가운데 제1기 서울시 인권위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과도

한 주목을 받으면서 출범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서울시 인권위는 심의·자문위

원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규범이 보장하는 권한과 역할에 한정된 활동만 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익숙한 길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인권의 제도화’라는 새로

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그렇다고 인권위원들이 처음부터 이 같은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

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활동을 해나가면서 서울시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하고 고민하고 모색해 나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는

규범을 만들고 서울시 인권위를 설치한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관련 공

무원은 물론 서울시 인권위원 다수가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소회를 나누는 자

리에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토로한 이면에는 처음 예상과는 매우 다른 위원회의

강도높은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이 같은 상황에서 초대 서울시 인권

위는 첫발을 내디뎠다.

Ⅱ.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1.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 

한마디로 서울시 인권위는 매우 열심히 활동했다. 비상임 심의·자문기구로서

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를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3년의 임기동안 정기회, 임

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을 포함해 총 63회의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우선 이

4) 김형완, “한국에서의 인권도시의 도전과 과제-지자체 인권레짐을 중심으로”, 인권도시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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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한다.5) 보통 자문위원회가 1년에 4~6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 것과 비교

하면 3~5배 정도나 많다. 회의 시간도 평균 3~4시간에서부터 하루 12시간의

장거리 마라톤 회의를 한 경우도 몇 차례 있다. 실제로 회의는 공식적으로 집계

된 것보다 훨씬 많다. 특히 소위원회가 그러하다. 여기에 일부 서울시 인권위원

들이 주축이 된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작업은 공식적인 회의만도 50

회에 달해 이 해의 경우 일부 인권위원은 상임위원에 못지않은 집중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권고’를 통해 인권친화

행정을 이끌었으며 인권헌장 제정, 인권포럼 및 월례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의

인권의제 발굴 활동, 여타 지방자치단체나 인권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

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했다.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의 다양한 회의가 가장 기본적

인 활동이다. 정기회와 임시회에서는 주로 서울시가 상정하는 시의 인권관련 정

책을 심의하고 자문했다. 주로 서울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심의 자

문했으나 다른 부서의 인권관련 정책을 보고받고 자문하기도 했다. 활동 첫 해라

할 수 있는 2013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깊

숙이 관여했고 이 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틀을 짜고 인권교육을 모니

터링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014년에는 한 해 동안 서울시민 인권헌

장 제정을 위원회 차원에서 자문하고 심의했다. 또한 인권헌장 공청회가 무산되

고, 시민위원이 만든 인권헌장을 서울시가 선포하지 않자 성명서와 권고문을 발

표하는 등 인권헌장 제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 인권위 임기의 마

지막 해인 2015년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가장 부진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

태 이후 서울시 인권위 회의는 공전을 면치 못했다. 새로운 인권의제들이 발굴되

어 논의되지 못했고, 인권위의 자문이나 심의 기능이 인권행정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지자체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의

욕 상실마저 생겨났다.

5)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1부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주요활동”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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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특정 사안별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자문하거나, 인권정책기본계획 중 몇 가지 주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길게는 1박 2일에서부터 짧게는 반나절 정도 시간을 잡아 특정 주제

를 깊숙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워크숍이 인권정책기본계

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후에는 워크숍에서 위원회 활동의

평가와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고민

하고 토론했다.

1)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인권정책 …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및 모니터링

서울시 인권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2013년 상반기는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이 핵심적인 활동이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서

울시 인권정책의 틀을 짜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청사진이다. 서울시 행

정 전반에서 주요한 인권정책을 선정하고 5년 단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해가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무려 13회의 회의와 2회의 워크숍, 그밖에 이주·장

애·비정규직 등 주제별로 해당 부서와의 회의 등을 통해 서울시가 당초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고 보다 실행력을 담보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이끌었다.

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이었는데 서울시는 당초의 안을 수정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이자 도시인권

을 구현하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이행하는 데 보다 적합한 정책이 되도록

했다. 5개 정책목표에 따라 소위를 구성해 73개 중점과제의 예산과 이행계획,

실현가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의했다.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과정은 위원회와 서울시가 인권행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새롭게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위원회의 자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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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정책 프레임과 내용 모두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어서 해당부서가 곤혹스

러워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흔히 정책 수립의 완성 단계에서 1~2번의

회의를 거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위원회의 활동은 실질적이면서 깐깐했다. 하지

만 다른 한편 인권이라는 매우 생소한 분야를 다루는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보완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는 위원들이 직접 지원함으로써 보다 수준있고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서울시 인권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기본계

획의 경우, 서울시가 안을 확정하기 직전 단계에서 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사

실 위원회로서는 시의 계획안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목표와 내용을 제

시하기는 부담스러웠으며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정

책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기

획 단계부터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중간보고와 이행 결과 여부도

보고하고 심의 받도록 하는 관행을 이끌어내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행권, 이주정책 등 핵심 중점 과제별로 소위

를 구성해 모니터링을 했다. 주제에 따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정책 입안과 이행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비상임위원이라는 활동 여건상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렵거니와 시

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의무교육을 참신하고 내실있게 …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심의·자문

서울시 인권조례 제10조는 시 공무원을 비롯 출연기관, 산하기관 및 시 지원

을 받는 복지시설 직원들까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명시

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위원회의 활동은 인권교육이 내실있게 이행되도록

자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인권교육인데

다 강의 대상이 4만 명을 넘어 교육은 자칫 형식적이거나 시간 때우기로 흘러버

릴 위험이 컸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공무원의 자력화(empowerment)로 설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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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는 단계별 교육내용을 제시했으며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규모, 강사확보

방안, 평가방법까지 전 영역에 걸쳐 깊이 있게 자문했다. 특히 대규모 강의를 탈

피해 수강생이 한번에 5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인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서는

4시간짜리 참여형 심층교육을, 여타 부서는 2시간 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이

원화하도록 제안했다. 참여형 심층교육에는 강사 외에 별도로 교육생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1명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초 계

획보다 예산과 업무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어려움이 생겨나지만 교육대상 수를

과감하게 줄이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현실

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첫 해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만족도가 높았고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6) 이밖에도 위원회

는 인권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위원이 워크숍을 주

재하거나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일부 위원은

직접 교육을 맡아 강의하고 인권교육 모니터링도 직접 했으며 인권교육에 적합

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계획, 강의, 모니터링,

평가까지 전 과정에 끈질기고 깊숙이 자문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주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동시에 서울시 인권조

례에 인권헌장을 제정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2014. 8.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11월 말까지 헌장제

정 작업을 진행했다. 인권위원장을 비롯 5명의 인권위원이 헌장의 준비작업을

주도하고, 이후 제정위원회에 참가해 인권헌장 제정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

끌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고 평가되는 시민참여형 제정 모델의 아이디어

를 냈을 뿐만 아니라 제정 과정과 인권헌장의 내용을 고안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인권헌장 제정에는 준비작업을 포함해 약 1년이 걸렸

6) 2013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대상 기관별로 76.1~82.2점을 받았다. 강남식, ‘서울시 공무
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 2014,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자료집,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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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동안 6차례의 시민위원회와 40여회의 준비회의, 전문가회의 등 총 50회

의 회의가 열렸다. 인권위원들의 헌신과 열정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헌장은 선포되지 못했다. 인권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

다. 서울시는 시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헌장을 선포할 것과 공청회에서 난동을 부린 성소수

자 혐오세력들에게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

원회는 공청회가 무산됐을 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혐오세력에 대한 미

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인권헌장 제정

작업에 인권위원들이 다수 참가했지만 위원회는 서울시의 부적절한 태도나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냄으로써 서울시와의 독립성을 견지했다.

4) 정책개선권고 …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대책 및 인권헌장 선포 권고

서울시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심의와 자문

이라면 ‘권고’는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인권친화적 정책으로 견인하는

결정이다. 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권

력기관에 쓴소리를 하라는 것이므로 ‘권고’는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자 권

한이다.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시장에게 직접 개선권고하

면 시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

므로 그 영향력을 가볍게 무시할 것도 아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 권고했다. 첫 번째가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보호 대책’에 관한 권고다. 서울시의 민원을 상담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

정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 전자감시, 평가제도, 그리고 민간위탁 경영 등이 상

담사들의 건강권, 인격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므로 상담사 직접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권고에 앞서 위원회는 전

문가 자문과 토론회 개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권고

문을 준비해 문제의 원인과 인권침해 실태, 대책 등을 담은 체계적이고 설득력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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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반향은 컸다.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

고 서울시는 권고 발표 바로 다음날, 보다 강력한 감정노동 대책 등을 발표함으

로써 위원회의 권고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서울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담사의 직접고용 문제까지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첫 권고는 막강한

효력을 발휘했다. 공직사회와 언론, 일반 시민들에게 위원회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 역할을 홍보했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권위를 갖고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

반면 인권위의 두 번째 권고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에 대해 서울시는 답변

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이 인권헌장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사과문 어디에도

인권헌장을 언제 어떻게 선포하겠다는 약속이나 계획은 없다. 위원회는 2015년

개최된 정기회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입장과 답변을 요구하였다.

인권위의 권고가 두 번 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권헌장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위원회의 의견은 회의를 통해서 대체로

잘 반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전향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존중했다. 위원회로서도 처음부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시

가 인권행정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자문하고 돕는데 치중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공무원 인권교육 등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에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것이 현실

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이고 사무국이 없는 환경에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권고를 여러 차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권고를 위해서는 실

태조사나 이론 작업, 권고문 작성 등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와 전문성이 요구된

다. 생업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서는 위원회 발족 뒤 약 2년간은 잦은 회의 등으

로 시간을 쪼개, 심의·자문만 하기에도 숨이 찼다. 특히 인권위 2년차에는 일부

위원들의 경우 인권헌장 제정에 몰두하느라 상대적으로 권고에 에너지를 투입하

기가 힘들었다. 비상임위원으로서 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인권위의 특성상 권고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

런 점에서 비상임 위원들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의 보강이나 인권위원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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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화 하는 등의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인권포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인권이슈를 찾아내어 학습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위는 매달 세미나와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세미나

는 총 25회가 열렸고 2014년 4월부터 매달 열렸던 인권포럼은 총 15회 개최되

었다. 세미나가 서울시 인권위원 중심이었다면 인권포럼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인

권위원과 지방의회 의원, 연구자,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인권세미나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핵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밖에

서울시정을 인권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많

이 다뤘다. 세미나 주제 중의 하나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고용

실태’였다. 위원들은 세미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서울시

인권위 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인

권위의 제1호 ‘권고’를 할 수 있었다. 2015년 들어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혐오표현(hate speech)’을 주제로 7회에 이르는

연속적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는 서울시 인권위원 외에 연구자와 관

련 분야 활동가들이 결합해 혐오표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및 해결

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권포럼은 다양한 인권 의제들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란 의미 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과 연구자, 인권활동가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인권포럼은 운영위원을 구성해 주제 선정과 발제자, 토론

자 등을 선정했으며 운영위원이 주제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했

다. 운영위원으로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비롯, 강남식·김형완 서울시 인

권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박옥순 인권활동가, 조백기 서울시 교육청 인권센터 사무관 등이 활동했다.

인권위 발족 기념 토론회는 총 2회가 열렸는데 모두 서울시 인권행정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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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인권위의 활동 중 아쉬움이 많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중요성에 대해서

는 잘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지자체 인권기구들이 연대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

회를 설치하는 곳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은 천차만별이

었다. 설치만 했을 뿐 활동이 유명무실한 곳에서부터 인권위의 특성과 역할을 잘

못 이해하거나, 인권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올

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영향력을 키워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2015. 3. 19. 충남도청에서 충남 인권위와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양 위원회 간의 교류와 협력,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와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어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2015. 5.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국제인권도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시 인권위에 협의체 구

성을 제의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충남 인권위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6개월 뒤인 2015. 10. 8.

서울시청에서는 서울, 광주, 충남, 강원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가 열렸다. 서울시 인권위의 초대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개 도시 인권위가

인권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한편 ‘전국지자체인권도시협

의회(이하 인권도시 협의회)’ 같은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초 1기 서울시 인권위는 임기 내

에 인권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기위해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기를 불과 2개월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제2기 서울시 인권위에 그 역할을 넘

기기로 결정했으나 아쉬움은 컸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은 취약했다. 인권위원

중 다수가 인권활동가 출신이거나 대부분 인권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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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별로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했다.

대표적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는 이 분야 인권

위원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한 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시민사회와의 공식화된 교류 및 협력은 필요했다. 지

자체 인권위가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토대로 활동하고, 나아가 시민의 참여 하에

지자체 인권행정이 구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행정이 목표하는 바가 시민의 자

력화(empowerment)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인권시민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필요했다.

2015. 10. 5. 전국인권단체 활동가와 서울시 인권위와의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

렸다. 서울을 비롯 광주·울산·천안·수원과 서울 서대문구 및 성북구에서 활동하

는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

고 시민사회와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이 또한 1기 인

권위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추후 협력체 구성을 과제로 남

길 수 밖에 없었다.

7)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해 시장에게 개선

을 권고하는 인권옴부즈퍼슨이다. 시민인권보호관에게 독립성은 생명과 같은 것

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인권옴부즈만제도의 독

립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완비해 놓지 않는 경

우가 많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역시 신분의 불안정성,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조사 및

결정과정에서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 인권위는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인권보호관의 정규직화 ▷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의 정기적 면담 도입 ▷시

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대한 수용 및 이행 촉구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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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즈만제도 이해 제고 ▷시민인권보호관 채용 과정에 대한 의견 개진 ▷시민인

권보호관 채용 관련 조례 검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독립성 보

장을 위해 노력했다.

2.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성과 

초대 서울시 인권위가 거둔 결실에 대한 평가는 2015년을 전후로 크게 나눠

진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1월 발족 이후 2013년과 2014년 두 해 동안에는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말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태 이후 2015년 한해 동안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

던 인권행정의 토대마저 흔들거리거나 역행의 조짐마저 보였으며 의미있는 성과

를 내지 못했다.

1) 2015년 이전의 성과

초대 서울시 인권위가 발족된 뒤 가장 주력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행정에서 매우 생소하다고 할 수 있

는 인권행정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위는 인권행정의 파트너로서 서

울시와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나갔다. 공무원은 인권보장의 책무

자이자 시민의 인권 옹호자이며, 따라서 행정은 시민의 권리 보장과 실현이 본래

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직사회에서 인권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서울시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심의·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인권행정의 내용을 채우는 데 기여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인권

교육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서울시 인권위와 서울시는 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위는 인권 전문성을,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새로운 인권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또한 인권위는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강화

하고 인권 행정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같은 활동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에 신선한 자극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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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됐으며 지자체 인권위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언론 보

도 등을 통해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인권조례 제정이나 인권위의 설치가 자칫 자치단체장의 가시

적 업적이나 전시성 행정의 하나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권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실행력을 담보로 한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되

도록 심의하고 자문했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경우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형식

적으로 대형 집단 교육을 하는데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도록 자문하고 심의했다. 또한 자칫 홍보용 행

사 위주의 인권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인했다.

서울시 인권위의 이같은 활동은 비록 심의·자문 기구라 할지라도 민관협력 관

계를 잘 구축함으로써 인권행정 실현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인권위가 거둔 빛나는 성과 중의 하나는 기존의 인권침해 정책을 인권

친화적 정책 및 현장으로 바꿔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권고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으며 서울시는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이를 통해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상황이 종합적으로 크게 개선됐고 이는 민간영역의 감정노동자

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과 제도화, 그리고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 제정과 같은 연

속적인 개선효과를 불러왔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이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

는 것과 같이 서울시 인권위의 한 권고가 전사회적으로 관련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권의 나비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권고를 통해 서울시 인권위는 권위를 확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인권 시민사회를 포함해 전 사회적으로 평가받

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서울시 인권위의 이같은 초기 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

를 받으며 그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국민적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과 비교되

면서 인권의 지방화를 통한 인권 보장의 우회로와 요새 확보로 여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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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자체 인권위 또한 권한과 위상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민관협치 또한 결

코 확고한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성급하고 과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2) 2015년 이후의 성과와 한계

2014년 말 인권헌장 사태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 간의 협력체계는 사

실 상 유지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서울시 인권위원이 서울시민 인권헌

장 제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이후 인권헌장 공청회의 폭력사태와 서울

시의 무대응, 이후 서울시가 인권헌장의 무산을 선포하고 인권위가 이에 대해 권

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전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인권

헌장 뿐 아니라 서울시 인권정책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었고 서울시 인권

위도 점차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행정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던 인권의 가치는 오히려 기피되는 현상마저 보이기도 했다.

사실 지자체 인권위와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것 일 수밖

에 없다. 인권위는 심의와 자문밖에 할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순

전히 지자체의 권한이나 마음에 달려있다. 인권헌장과 같이 서울시의 뜻에 맞지

않는 사안은 인권위의 노력과 활동이 언제든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인권위는 설립 취지 자체가 권력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어서 거버

넌스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비판 기능을 뒷전으로

하고 지자체의 전문성 보완에만 충실 한다면 이는 인권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

하게 되며, 지자체 담당부서가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만 이용되고 도구화되기 십

상이다. 서울시 인권위가 초기 2년 동안 거버넌스에 치중했던 것은 그 자체가

인권위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여겨서라기 보다는 초기 인권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수차례의

장시간 워크숍과 인권위 2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 그리

고 이에 걸맞는 인권레짐 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지만 쉽사리 답을 얻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런 논의는 서울시는 물론 인권시민 사회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

는 것이 필요했지만 아직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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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것 또한 인권정책이 일관성을 갖

고 추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예컨대 서울시 인권위가 심의 자문을 통해 구

축된 공무원 인권교육의 틀은 인사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일관성을 갖

고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행정의 낭비를 낳았

으며 인권위원들을 지치게 했다.

다른 한편 사무처를 두거나 지원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서울시

인권위의 위상 또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위는 초기 거의 모

든 위원들의 비상한 노력과 헌신에 힙입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는 비

상임위원으로서는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위원들 간에도 개인의 활동에

서 서울시 인권위의 비중이 각각 다른 까닭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권위가 감당

해야 할 일이 일부 위원들에 집중적으로 쏠리고, 일부 위원들의 희생과 열정에

기대 위원회 활동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란 어렵다. 특히 보다 활발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

권위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제도적 뒷받침

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인권위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단 2건의 권고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Ⅲ. 나가며 

제1기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자문기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활동

을 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인권위원들은 열정을 토대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항상 미안한 마음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위원장으로서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서울시 인권위원들의

노력의 일부는 인권침해의 현실을 바꿔내는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좌절되기도 했는데 이는 위원들의 한계라기 보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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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초대 서울시 인권위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한계는 자문기구로서의 인권위와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행정의 실현이라는 현재 인권레짐에 근원적인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행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watch dog의 역할

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행정에 기여할 것인가? ▷현재와 같

은 자문기구로 둘 것인가? 아니면 사무처를 둔 독립적인 위원회로 변화해야 할

것인가? ▷합의제 권고기관을 둘 것인가? 인권옴부즈만 제도 같은 독임제 권고

기관을 둘 것 인가? 아니면 이 둘을 효과적으로 융합할 것인가?

현재로선 누구도 딱 부러진 해답을 제시하긴 어렵지만 이 모든 문제를 서울시

인권위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함께 붙들고 토론하는

가운데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시민 참여라는 인권행정의 토대이자 목표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 생각한다. 현

재로선 인권도시와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미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인권시민사회 또한 지방정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반

신반의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인권도시 및 인권행정 구현은 불가능하다.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의 실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

과 해결책의 모색이 절실하다.

인권행정은 서울시 인권담당관 만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 조직

전체가 행정의 목표로 삼고 이행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 같은 문제

인식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부 유관 정책이나 특정 조직만이

인권행정을 펴나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울시의 깊은 문제의식과 각

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제1기 서울시 인권위는 제법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많은 숙제도 남겼다. 도시

권 문제의 본격적인 제기와 시민권이 부재한 이주민의 인권 실현, 공무원 인권교

육 뿐 아니라 시민인권교육 실시 등 눈앞의 정책 과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과제를 떠안게 될 2기 인권위가 개인의 헌신과 노력에 기대기보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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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의 변화를 포함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가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비상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을 살아가는 1천만 서울시민의 관심과 책

임의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1기 서울시 인권위의 활동과 노력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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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와 과제

홍성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은 국가나 지자체의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

고 포괄적인 계획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기원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서 채택된 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의 수립을 권고한 데

에서 찾을 수 있다.1) 이것은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2)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하고 상호협력해야 하지만, 결국 각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핵심은 결국 정치공동체인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인권

에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을 점검하고 총체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

도록 강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적은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

해 인권을 공공정책의 핵심이념으로 자리매김하여, 정부가 모든 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데 있다.3) 이것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기구들이 모든 행정의 모든 절차마다 인권이라는 이념을

1)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Part II, paragraph 7.
2)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10), New York and 
Geneva: UN, 2002, 8쪽 이하 참조. (이하 UN Handbook으로 인용)

3) 이하 내용은 UN Handbook, 9-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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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하고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위로는 이렇게 인권

을 지도이념으로 상정하고, 아래로는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행정 하나하나까지

인권의 이념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포괄적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인권담당 주무 부서가 아닌 전 부서가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담아야 한다. 이는 한 편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국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무원 등 관련된 일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준수해야 하

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한국의 경우

에도 제1차 기본계획 (2007-2011), 제2차 기본계획 (2012-206)이 수립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지자체

단위에서도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자체에서

의 인권행정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대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인권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4) 이 인권기본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

서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 훈령)에 의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

립·시행을 위한 협의체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고, 관련 법률은 아직 없는 상태라

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기본조레의 제정과 인권기본계획의

법제화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만하다.5)

4)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3), 2012.12, 305-337쪽 참조.
5)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시한 인권기본법안에 따르면, 제2장의 제목이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
다.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자료집, 국회의원 추미애 주최, 의원회관, 2014.9.16., 
1-14쪽 참조. 인권기본법에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안으로는 유남영, 인
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제129호, 201, 71-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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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

1.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서울시는 2012년 1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서 ‘서울시민 인권 권리 증

진 기본계획 수립’6)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초부터는 11번에

걸친 인권전문가 회의를 통해 (2012년 3-8월),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12년 4월과 6월에는 시

민단체 간담회, 2012년 6월 인권기본조례 시민단체 공청회와 2012년 7월 청책

토론회을 통해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법제화하였다. 조례에 담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제1항: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권정책 기본 방향

-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 인권 관련 조사 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은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 정부도 이

미 두 차례 수립한 NAP를 서울시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울시

6)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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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에 관련된 서울시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총

체적인 지향과 과제를 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지만, 그 사전

준비는 이미 2012년 인권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이며, 이는 2012

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수행된 서울연구원의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작업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1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인권위가 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시작하

면서 본격적인 수립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9번에 걸친 인

권위 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했고, 2013년 7월 인권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2. 기본계획의 내용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전체 비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로 결정되었고, 다섯 가지 정책 목표로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인

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

력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이것을 다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

개 세부과제로 나누어서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다.

<표1: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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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계획의 수립과 서울시 인권위의 역할

1. 기본계획에 대한 인권위의 심의·자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기초자료로 삼거나,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수렴하는 것은 기존에도 해오던 것들이라 특별할 것은 없다. 하

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위의 업무 중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이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2년 11월 27일 제1차 회의의 첫 안건으로

서울연구원이 마련한 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를 시작하

는 것에서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서울연구원이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상당한 정도까지 진척을 시켜 놓은 상태였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

는 첫 회의부터 상당한 공을 들여 심의·자문을 시작했다.

보통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주어진 안건을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 절차와 내용을 검토

했다. 2012년 제1차 정기회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 논의를 시작했고, 그 이후

2013년 6월 21일까지 9번의 걸친 회의(임시회 6회, 정기회 3회)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기본계획 발표 후에도, 기본계획 모니터링

방안 논의, 핵심사업 업무 보고 등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통상적으로 행

정부처나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관련 자문기구에 심의를 받는 것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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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에 대

한 심의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내용 면에서 서울시 인권위의 심의·자문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통상적으로

자문기구의 심의·자문이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마무리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비한 점을 보충하도록 자문하는 경우는 있어도 행정기구가

준비한 안에 제동을 건다거나 뒤엎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기본계획은 연구

용역과 의견수렴, 검토 과정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완성된 상태였는데,

인권위는 자문과정에서 기본계획의 기본 컨셉부터 세부 항목까지 수정은 물론이

고, 아예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까지 요구했다. 2012년 11월 27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위촉장 수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열띤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전

에 배포된 기본계획 자료에 대해 7명의 인권위원이 1-2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회의에 임할 정도였다. 정규 회의로는 충분한 심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아예 2013년 1월 4일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하루 종일 기본계획 심의를 열기도 했다. 원래 1월로 예정이었던 기본

계획 발표가 7월까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인권위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원칙

여기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원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절차와 결과가 모두 중요하다
- 시민사회와 일반 대중들과의 광범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 전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이어야 한다
- 공적 문서로 작성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 보편적 인권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효과적 이행을 모색해야 한다
-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실행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이행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NAP는 하나의 계획 완료되면 다른 계획으로 연계되도록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국제인권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

<표2: NAP 수립의 일반원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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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 인권정책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인권도시의 실현

▣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정책의 권리와 의무 강화

▣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인권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정책 추진

▣ 시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 시민의 자력화(empowerment)를 돕는 자발적이고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연계

- 국내의 여건 및 이행가능성을 고려하고 국제인권기준 권고 반영

<표3: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원칙>

표2는 유엔 지침 상의 일반원칙이고 표3은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수립원칙이

다. 인권위원들도 대략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만

들기 위해 많은 의견을 냈다. 2012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부터 이 원칙에 부합

하지 않는 기본계획은 의미가 없다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계획이라면 서

둘러 수립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절차’면에서 사전 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인권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정책을 담아야 한다는 점, 모니터링와

이행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상당한 부분을 관철시

켰다.

3. 세부 과제에 대한 제언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 실제로 상당한 분량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

었다. 아래 표4는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인권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중 일부

이다.

7) 핸드북, 13쪽 이하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112 -

세부 과제 인권위원회 심의·자문(보완사항)

․ 저상버스, 콜택시 확대 
등 교통시설 정비

- 2014년 이후 장애인콜택시 증편하지 않는 이유 및 확대방안 제시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중복 : 인권담당관 정리

․ 버스 승하차 문화 개선
- 과제명 변경 :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 승하차 문화 정착
- 기사교육 뿐만 아니라 승하차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업(기술적 방법) 포함
 (서울연구원 정석 박사 의견 수렴)

․ 장애 없는 시범거리 
조성

- 보도블럭, 횡단보도 턱, 인도 경사진 부분으로 휠체어 등이 빠지는 문제 
해결안 포함

․ 장애인 남녀구별 화장실 
설치 확대

- 사업계획 구체화, 모니터링 조사 등 포함
(예시) 화장실 유리문이 다 비추는 경우,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사례 방지

․ 장애인 복지관 및 
IL센터(자립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탈시설 프로그램 내용 추가

․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발달 장애인의 자립생활 내용이 없으므로 전면 재검토, 재작성

․ 시설 인권 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

- 사업내용 상 ‘시립여성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임시주거지를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임시 주거지 마련대책 포함

․ 시설의 공익 이사제 
적극 시행

- 주무관청으로서 적극적 행정지도 계획 포함
- 연차별 추진계획 목표 수정 : 법령에 의거 추진되므로 3년 후에는 100% 

등으로 변경

․ 이주민, 이주인권단체 
간담회 정례화 

- 현 사업계획은 청취 수준으로서,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활성화, 정책제안을 
위해 이주노동자, 난민, 동포, 단체활동가 등 정기적인 의견 수렴 내용 포함

․ 이주민 인권전담기구 
설치

<전면 재검토>
- 안산외국인주민센터를 모델로 검토, 인권상담과 지원센터 통합 운영

․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

- 접근성이 높은 곳에 인권전담센터 설치 필요
- 상담원 전문성 제고(국적법, 출입국관리 법령 등 숙지하는 수준)

․ 이주민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획이 4개월인데 너무 짧은 기간이며, 매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보완

․ 이주민쉼터 운영 - 폐지된 이주민쉼터 운영 재개시 

․ 취약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분리 작성)
- 청년유니온 등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합법적 인정하였음. 각종 부문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자체로서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
고, 노동3권을 보장하여 안정적 노사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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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인권위원회 심의·자문(보완사항)

․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중 2018년도 제외
- 임대주택 관련 ‘서울시민 권리선언’에서 보장한 임대료 안정 내용 구체화

․ 상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

- 권리금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 필요성을 내용에 포함

․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

- 과제명 변경 : 쪽방촌 주민 주거권 보장
- 영등포 지역만 시범지역이고, 2015년 이후 추진계획 포함

․ 공무원 대상 
인권아카데미 운영

- 신규공무원 의무적 인권교육 내용 명시
- 서울시 공무원을 인권교육강사로 육성하는 내용 포함
-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다문화 분야 등 인권교육 내용에 구체화
- 인권교육 내용, 교육시간 등 구체화

․ 서울시 기술교육원 
노동인권교육 실시

- 노동3권 등 노동법 강의를 커리큘럼에 포함

․ 인권 친화적 행정언어 
체제 구축

-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 공문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내용 포함

․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 현재 정형화되어 내용이 축소되어 있으므로, 문화센터 등 시민들이 어디

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개선

․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 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하는 광주광역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내용 구성
- 추진계획 중 ‘국제 인권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는 KOICA와 협조하

여 ODA 추진 고려, 별도예산 확보 바람직

<표4: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 보완사항>

이것은 인권위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런 식으로 과제 하나하나마다 수정사항을 제안하고, 직접 과제를 추가한 것도 적

지 않았다. 인권위 내에는 장애, 이주, 여성, 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

되어 있었고, 각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배당받아 각 위원별로 집중

적으로 과제의 수정보완사항을 제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무려 아홉 번

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의·자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4. 사전 준비 과정에 관한 심의·자문

위원회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적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절차’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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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였다.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는다는 의견이었다. 유엔 지침 중, “절차와 결과가 모두 중

요하다”, “시민사회와 일반 대중들과의 광범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일단 기본계획은 인권위나 인권담당관이 설치되기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인권전문가 회의(12차례 개최)에서는 인권기본조례와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단체 간담회 (3회

2012.4.16., 2012.6.25, 2013.2.4), 인권기본조례 공청회 (2회, 2012.6.4.,

2013.2.15.), 청책워크숍 (2012.7.24.), 시민인식 설문조사 (2012.10), 시민단체

설문조사 (2012.10),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2012.10.24.), 인권단체 인터뷰

(2012.11), 인권활동가 초청 워크숍 (2012.11.14.), 인권단체 방문면담 및 간담회

(2012.11-12), 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2013.2.15.)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이 있었다.

5. 인권업무의 포괄성과 추진체계에 관한 심의·자문

인권위 심의·자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바로 ‘기본

계획이 서울시 전체의 과제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유엔 지침 중, “전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 버전으로 응용된 것이다. 특히, 인권기

본계획이 단순히 어느 한 부서 (인권담당관)의 업무여서는 안되고 서울시의 전

부서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포괄성’

이라는 인권 고유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서울시 조직체계상 인권은 직

접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보육, 가족, 외국인), 복지본부 (복지,

어르신, 장애) 등에 간접적으로는 도시교통본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안전총

괄본부, 행정국 (인사),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아래의

<그림1>은 그러한 취지의 전체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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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하지만 관행상 어떤 계획은 특정 부서의 계획이었고, 또 자문기구도 어떤 부

서의 자문기구인 것이 보통이었다. 즉, 인권기본계획은 인권담당관(과)의 업무

고, 인권위는 그러한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하는 기구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

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러한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로 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주로 인권담당관의 업무가 담겼지만, 인권위의 심의·자

문 과정에서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것들도 인권기본계획에 포함

시킬 것이 요청되었다. 실제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의 인권사업은 총 73개였는

데, 인권담당관의 업무는 인권가치문화 확산과 인권제도 기반 구축에 해당하는

19개 사업에 그쳤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사업에서는 도시

교통본부, 장애인복지과, 외국인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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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관, 접근권, 안전 등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은 교통, 행정과, 자연상태과, 공원녹지정책과, 도시안전

과 등의 업무가 포함되었다. 타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인권

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인권위의 노력으로 다양한 부처의 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에는 서

울시 인권위,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각 실국, 시민/인권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위상을 가진 협의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경우, 30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국

가인권정책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추진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

령령)에 따르면, 협의회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

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

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협의회의 기능

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 내에도 이렇게 인권기본계획을 주관하는 가칭 ‘서울시 인권정책협의회’와

같은 총괄기구가 필요할 것이다.8) 인권담당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이행 모니터링에 관한 심의·자문

NAP 수립에 대한 유엔 지침을 보면, 그 절차로 1) 준비, 2) 개발, 3) 이행,

4) 감시, 5)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9) 위원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

은 바로 4번과 5번의 감시와 평가다. 기본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해도 그

8) 지자체 인권정책협의회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 111쪽 참조.

9) UN Handbook,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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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감시와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요청했고, 스스로

그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다.

모니터링 방법은 인권위가 개별 담당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거나 보

고를 받고 그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인권담당관 이외의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러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게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는데, 중점 모니터링 과제 서너 개 선정하고 여기에 담당

위원을 배정하여 심도깊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되었

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는 보행권, 탈시설 로드맵, 이주민 분야 등 세 가지였다.

Ⅳ. 전망과 과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은 2012년 1월 인권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기 인권위의 첫 반년 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부분이다.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활동 방향에 대

해 하나의 시금석이 된 것이 바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이었다. 여기서 인

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 당국의 인권정책 추진과 인

권위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다.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인권위의 심의·자문은 기존의

심의·자문기구의 활동과는 차별화되는 매우 적극적인 활동이었다. 긍정적으로 보

자면, 인권전문가들이 모인 인권위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받아 미리 의견서를 작성한다

거나, 필요한 경우 집중 회의(워크숍)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기본원칙부

터 세부과제까지 많은 것들을 바꿔내기도 했다. 그동안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적극적인 심의·자문이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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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별 인권위원과 서울시의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가중시킨 것이

기도 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개별 인권위원들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하

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량을 인권위 활동에 투입해야 했다. 사무 지원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검토와 준비는 위원들 스스로의 몫이었다. 서울시의 부담도

상당했다. 위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만들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더

욱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 인권위의 활동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와 같은 심의·자문기구가 어떤 위상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인권위원회와

인권담당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 것이기도 했다.10)

10)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해서는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4, 105-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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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이남신, 장서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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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의 의미, 내용 및 과제

이남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경 과
○ 2013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서울시 인권기본

계획을 공들여 검토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정책목표 아래 노동

분야에서 중점 과제로 삼은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세부 과제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설정함으로

써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인 민간위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

○ 2013년 10월 21일 인권위원회 월례 세미나에서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인권

사례를 주제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문경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 전원이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절감

했고 특히 여성상담사들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다산콜센터 상담사 관련한 권고를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월례

세미나가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 2013년 11월 1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발족 1주년 기념 토론회를 ‘120 다산

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 간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삼중고,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가?‘로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사 당

사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제언이 오간 이 토론회가 권

고안 마련의 얼개와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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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발족 1주년 기념 토론회]

   m 일  시 : 2013. 11. 15 .(금) 14:00 ~ 16:00(2시간)
   m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m 주  최 : 서울시 인권위원회

   m 내  용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사     회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토     론

  - 이선희(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조합원)
  -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최원석(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함께 느끼면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12월 3일 문경란 위원장, 12

월 24일 이남신 위원이 연이어 현장 방문 및 상담사 면담을 진행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3개 민간위탁업체로 분할돼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건에

서 상담사들이 어떤 고충과 문제점을 안고 일하는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

었고, 특히 여러 상담사들과의 면담 속에서 상담사들의 업무 능력과 자부심,

서울시정과 구정 관련한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상담사들이

원하는 시급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청취할 수 있었다.

○ 권고안 작성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안 작성 모임에 결합한 여러 위원들의 자

발적 헌신으로 가능했다. 사무국이 없는 인권위원회 조직 구조상 실무 보조가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비상임인 위원장과 위원들이 노동인권과 직결된 다산

콜센터 상담사 관련 권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빼 권고안 작성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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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했다. 12월 3일, 12월 8일, 12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초안 작성 모임을

가졌고, 막바지에는 문경란 위원장 자택에서 위원장과 백미순 위원, 이남신 위

원, 장서연 위원이 날밤을 새며 각각의 조문에 대해 역할분담해 꼼꼼하게 축조

심의했다. 특히 문경란 위원장은 권고안 작성의 시작부터 끝마무리까지 놀라운

열의와 집중력으로 전체 과정을 이끌었다. 총력을 집중한 마감 과정에서 초를

다투며 권고안 내용이 거듭 갱신되면서 마지막 권고안은 ‘울트라킹왕짱 최종안’

이라 명명될 정도였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초 권고란 역사적 의미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위원들이 한땀 한땀 공들여 권고안을 완성했다.

○ 권고안 마련의 계기를 제공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김태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담당자,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큰 도움이 됐다. 서울시도 시민봉사담당관실의 의견 제시

를 통해 몇가지 사실을 보완하면서 권고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 2015년 2월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애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최선을 다해 만든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권고였다. 문경란 위원장이 서울시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PPT로 권고안의 핵심을 축약해 설명했고, 다산콜센터 상담사

들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과 기자들이 경청했다. 이후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

제의 핵심인 민간위탁 고용구조와 여성감정노동 개선 방안을 담은 서울시 인

권위원회 권고안은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 의 미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초의 권고안

○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개선 대책 마련 권고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서울시장에게 행한 첫 권고였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2년 11월 서울

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발족했고, 시민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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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의∙자문∙권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고를 통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독자적 의제를 발

굴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서울시를 견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120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관련 추진현황을 두 차레 인권위원회에 보고한 후 2014년 4월 10

일 시민사회봉사관을 통해 권고결과 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초의

권고안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수용

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졌다.

2) 다산콜센터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개선방안 권고

○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감정노동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었

다. 더욱이 여성으로써 겪는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거듭나려면 노동인권 바로세우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다산콜

센터 상담사 노동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감정노동, 근로환경, 성희롱, 전

자감시, 휴식권, 고용구조 등 6개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개선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이고 근본적 개선

방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권고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비숫한 처지에 놓인 전국 콜

센터 상담사들의 인권 개선과 신장에도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3) 여성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문제 개선 대안 마련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여성노동인권 침해였다. 특히 수

많은 시민들을 전화로 상담하는 감정노동 과정에서 감내해온 폭언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양상은 대단히 심각했다. 최근 감정노동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노동 문제 화두로 떠오른 만큼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 문제를 어떻

게 개선하는가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 즉각 처방 뿐 아니라 구조적

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했다. 감정노동 뒤에는 과도한 업무와 전자감사 등

지나친 경쟁 구조, 그리고 민간위탁 고용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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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인 폭언 및 성희롱에는 1회 경고 후 종결

규정 마련 등 상담사의 방어권 보장을 서울시가 수용했고, 과도한 감정노동으

로 인한 상담사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는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과 휴식시간

확보, 감정노동 휴가 및 수당에 해당하는 안식휴가 및 휴가비가 노사합의로

수용됐다. 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다산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문제 개선의 가

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이다.

4)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시금석 마련

○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용자 책임을 공공연히

회피하는 불법/편법/탈법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노

동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적 모범사용자로 역할해야

마땅한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 등 비정상적으로 양산 확대돼온 간접고용 고

용구조는 커다란 문제가 돼왔다.

○ 서울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서

울시는 2012년 두 차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발표로 박수를 받

았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소극적인 중앙정부보다 앞장서서 취약 노동계층

권익 신장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남은 핵심 과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대표

고용형태인 민간위탁 개선 방안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고용이 가장 용

이하고 객관적으로도 합당한 모델이 바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다산콜센터 권고안은 민간위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

을 하면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의 시금석을 마련했다.

5) 인권위원회 정체성을 확립한 계기

○ 무엇보다 권고안 관련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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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문제가 서울시라는 거대 관료 기구 내에서 공론화되고 합리적인 개선

대안이 인권위원회를 통해 공신력 있게 제시됐다는 것에 기뻐했고, 인권위원

회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해왔다.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왔던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얻으면서 민간위탁 문제가 새

롭게 조명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을이자 사회적 약

자인 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과 간접고용 민간위탁 구조 개선을 권고함

으로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

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3. 주요 내용

1)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침해 실태

① 감정노동 실태

○ 다산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목소리로 하는 업무, 폭

언․성희롱 외에 과도한 업무 범위, 과도한 저자세와 상담사 보호장치 미흡,

전자감시로 인한 노동통제와 시간압박, 극심한 성과주의 경쟁구조가 문제로

드러났다.

○ 특히 감정노동의 구조적, 근원적 요인으로 민간위탁 방식이 지적됐다.

② 열악한 노동환경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환경도 대단히 열악했다. 일부 상담사는 개인별

책상과 키보드 지급이 안돼 위생과 건강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고, 장시간 컴

퓨터 사용으로 목, 어깨 통증 등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 우려도 컸다. 저녁 및

야간 근무자는 만성피로, 불면증, 습관성 두통과 목통증 호소했고, 환기와 공

기정화가 불충분해 사무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국내사무실 일평균의 2~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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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으로 업무 공간의 조도와 환기, 공기정화, 난방시스템, 1인당 적정공간

확보, 의자∙책상 등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상담사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

는 쾌적한 공간 마련 등 EU 콜센터 노사선언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③ 휴식권 미준수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여성의 일할 권리와 안정적 근속을 보장하는 가족친

화제도가 부족해 일, 가정 양립이 어려웠다. 직무 몰입으로 긴장과 스트레스

를 받기 쉽지만 병가나 조퇴도 맘대로 못하는 실정이었다. 감정적 훼손 경험,

상습적 괴롭힘에도 감정 다스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이는 「헌법 과 「남

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배하는 것으로 여성 상담사 건강권과 노동권

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폭언 및 성희롱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월평균 ▸무리한 요구 8.8회, ▸인격무시 8.8회, ▸폭언/

욕설 6.5회, ▸신체/위협 6.5회, ▸성희롱 4.1회 경험이 있었다. 야간 상담

절반 이상은 취객이었고, “너랑 사귀고 싶다”, “여자 친구 선물 골라달라”, “속옷

뭐 입냐” 등 성적 수치심 불러 일으켜 상담사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하는 사

례가 많았다.

○ 이러한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는 당사자 고통이 너무 크므로 즉각 시정돼야

마땅하다. 대안으로 욕설, 성희롱 등의 상황에서는 상담사가 1회 경고 후 전

화 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⑤ 전자감시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출근 체크부터 통화․대기․휴식 여부, 통화 건수, 통

화시간을 비롯해 이석시간까지 상담사의 하루 일거수일투족이 컴퓨터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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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록되고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고객과의 대화내용도 100% 녹취돼 관리

자가 상담자와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악화되고 직무스

트레스도 높았다. 상담사들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

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근거해 120

다산콜센터를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

담사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다산콜센터는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한 형태이다.

○ 서울시는 인권침해 상황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간접고용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접고용 전환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감정노동을 악화시키

고 전반적인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구조적 요인도 민간위탁인 것으로 밝

혀졌다. 중앙행정기관의 30.6%, 공공기관의 14.5%는 이미 콜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도 간접고용이 피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한국 사회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가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바, 서울시가 공공부문의 공익사용자로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좋은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3)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침해 및 민간위탁 개선 방안

위에서 서술한 종합적인 분석에 바탕해 핵심적으로 여섯가지 분야 개선 대안

을 제시했다.

①　감정노동 개선 방안

- 시정 및 구정과 관계없는 문의나 상담은 합리적으로 조정

- 폭언 및 성희롱에는 1회 경고 후 종결 규정 마련 등 상담사의 방어권 보장

-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담사의 건강권 실질적 보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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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환경 개선 방안

- 상담사에 대한 만성적인 직업성 질환 실태 정기적 조사

-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마련

- 국제기준 참고해 상담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작업환경 마련

③　휴식권 미준수 개선 방안

- 휴식시간 확대하되 일정시간 마다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④ 폭언 및 성희롱 개선 방안

- 폭언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인권침해 예방 상담시스템 구축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시적 업무 중지, 치유프로그램 실시, 고충처리 절

차 등을 마련 할 것

⑤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통제 개선 방안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감시 가이드라인 제시, 이행으로 직무스트레스

개선 시스템 마련 할 것

⑥ 민간위탁 개선 방안

-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상담

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

4. 향후 과제

○ 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이후 서울시도 즉각 수용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러 차례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의사를 밝혀 상담사들의 기대가 컸

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문제의식과 핵심 개선 대안을 중

심으로 서울시가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여성상담사들의 노동인

권을 신장시키고 공공부문 민간위탁 문제 개선의 선도 모델로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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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사례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감정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의 권고 수용과 노사합의로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고용구조 관련 사항은 별다른 진전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인권위원회 권고 취지와 동

떨어진 시설공단 위탁 등 간접고용 방식으로 밝혀지면서 반발한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이 시청본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해있는 안타까운 상

황이다. 이렇게 노사간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권고안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울시가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 방식의 전향적인 대안을 내오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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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의 

주요내용 및 과제

장서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1. 경과

○ 서울시정의 목적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후보시절 ‘서울 시민 권리

선언’을 발표하고, 이어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인권

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시

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보편적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2조 “시장

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서울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는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 서울시는 “인권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목표, 비전 및 서울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하여 2014년 8월 시민위원과 전문위

원으로 구성된 164명의 제정위원을 위촉하고1)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

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

1) 2014. 8. 6. 위촉식 당시에는 시민위원이 총 150명이었으나 사퇴 또는 결석에 따른 해촉으로 최종 
124명임. 전문위원 및 명예부시장, 시의원을 포함해 총 16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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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명의 지원을 받아 성별, 연령(14~34세 이하, 35~49세, 50세 이

상), 지역(25개 자치구)을 고려한 추첨과정을 통해 상징적 대표성을 갖춘 시

민위원들과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었다.

○ 시민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매회 3~4시간씩, 6회에 걸친 시민위원회와 30

회가 넘는 전문가 회의, 2회의 권역별 토론회, 9회의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

회, 인권콘서트 등을 통해, 11월 28일 제6차 시민회의에서 4시간의 심도 깊

은 토론을 거쳐 총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을 채택하였다.

○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합의방식”을 요구하였고,

시민위원들이 표결에 의해 헌장을 확정하려하자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임받은 시민위원회는 제6차 시민위

원회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최종안의 결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최종안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친 자발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마

련된 것이므로 이견이 있는 조항은 표결로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다. 50개

조로 구성된 헌장안 중에서 이견이 있는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5조

(폭력예방과 피해자지원), 제42조(헌장의 이행 주체와 책임), 제45조 및 제

46조(헌장 이행의 방법)는 출석위원의 압도적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쳐 의

결함으로써,「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정하였다.

○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제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존

중하지 않고, 시민위원회 회의 직후 및 2014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무산”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

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의결·확

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서울시정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 민주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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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시민참여 등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서울

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 권고를 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1)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의 절차적 정당성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과정은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식 시민참여 모델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2조

및「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권헌장」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권한을 위임하였다.

○ 시민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6회에 걸친 전체회의, 30회의 전문위원회의,

2회의 권역별 토론회, 9회의 인권단체 분야별 토론회, 공청회, 인권콘서트 등

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토론의 과정을 거쳐 총 50개 조항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작성했다.

○ 2014년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에 110명의 시민위원이 출석하였고,

헌장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은 분과별 토론에서 이견 없이 전체회의에 상

정되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나머지 5개 조항, 제4조(차별받

지 않을 권리), 제15조(폭력예방과 피해자지원), 제42조(헌장의 이행 주체

와 책임), 제45조 및 제46조(헌장 이행의 방법)는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시민위원들의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제42조, 제45

조, 제46조에 대한 표결 결과, 원안 찬성이 73명, 원안 삭제가 10명으로 원

안대로 통과되었다. 제4조, 제15조에 대한 표결 결과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원안 찬성이 60명,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17명으로 원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

울시로부터 제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위원회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확정되었다.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134 -

2)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과정에서 서울시의 문제점 

① 공청회에서의 불법폭력 방치 및 제6차 시민위원회 의사진행 방해 

○ 2014년 11월 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폭력과 위

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산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청회 개회 전부터 집단적으로 욕설과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방해했으며, 단상의 발표자 명패를 팽개치면서 사회자와 발표자

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력을 썼다. 급기야 사회를 맡은 박래군 서울시 인

권위원회 부위원장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장내 정리를 호소하는 문경란 서

울시 인권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 그런데 서울시는 공청회 당일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에 공청회

에 참석한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며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직접적 대상이 되고 있

는 소수자 혹은 그 집단에 대해 지극히 극복하기 어려운 해를 입히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공청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것은 명백히 폭행·협박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는 일부 난동자에 대한 법적 추궁 등 엄정한 대응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서울시는 2014. 11. 28. 제6차 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민 인권헌

장」제정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전원합의방식”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사

회자인 문경란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

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담당공무원 중 일부가 정족수 미달로 인권헌장 표

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부 시민위원들에게 퇴장을 종용하고, 표결 결과의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의결 과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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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는 관계 공무원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② 제6차 시민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왜곡보도 자료 제공

○ 2014년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된 직후, 언론에서는 ‘서

울시민 인권헌장 합의실패’ ‘서울시민 인권헌장 합의무산’이라는 언론보도가

났다. 이는 서울시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인터뷰

를 감행했으며, 이에 따라 허위사실이 보도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 또한 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오전,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차 시민위원회에서 일부 미합의 사

항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고 “12월 10일 축제처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 했지만 지금은 현실적

으로 어렵게 됐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 이에 같은 날 시민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마침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의

손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위원들이 6차에 걸친

시민회의 등을 통해 직접 성안한 뜻 깊은 헌장이며, 시민이 참여해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시민참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다. 이렇게 성안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념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권

리들을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안에서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는 조항

을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전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인

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작업에 참여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시민들이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예정된 대로

12월 10일 선포하고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요지의 성명

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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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서울시는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결정을 “무산”, “폐기” 운운

하며 임의적,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시민위원회 및 시민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의결과정과 관

련하여 왜곡되게 언론에 발표하고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민 인권헌장」내용의 보편타당성

○ 시민위원회가 의결·확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주요 내용은 “전문, 제1

장 일반원칙, 제2장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제3장

안전한 서울, 건강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제4장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

리는 서울, 제5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제6장 헌장을 실천하는 서

울”로 구성되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목록과 서

울시의 책무를 담은 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4조는 제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

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는 “시민은 스스로가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

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중

요한 가치로 담고 있다.

○ 한편, 서울시가 “사회적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4조 “서울시민은 (중략)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미 우리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편적으

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6조 제1항은 “모든 시민

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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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사유로 성적지향이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학

생인권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7조 등에서 차별금

지사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9월 26일

UN 제27차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결의안(A/HRC/27/L.27/Rev.1)에 찬

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위원회가

의결·확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의결·확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12월 10일에 선포하고, 서울시정 전반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에 대한「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주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서

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서울시민 인권

헌장」을 의결·확정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

○ 제6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 왜곡되게 언론

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 2014. 11. 20.「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

으로 무산된 것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보편

적 인권들을 도시행정에 맞추어 구체화시킨 것임을 확인하며, 서울시정 전반

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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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시의 정책이 시

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

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용, 불수용 여부를 포함한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2015년에 배정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예산에서 위 인권헌장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훼손하였고,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위 인권헌장 제정의 과정에 함께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민의 인

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공허한

책임회피성 수사였음을 자인하였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

인권 정책, 인권위원회의 운영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존중과 신뢰, 협력이 없이는 형식적인 제도, 행정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시장

의 수용, 불수용 여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답변과 사유, 이행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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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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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1)

강남식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목 차 -

  Ⅰ.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배경

  Ⅱ. 서울시 인권교육정책

  Ⅲ. 서울시 인권교육현황

  Ⅳ. 서울시 인권교육 과제와 전망

I.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배경

1. 국제사회 인권교육 흐름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은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이후 후속조치로

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

그램행동계획(2010~2014)을 채택하고, 2011년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Training)’을 채택함으

로써 확고한 국제적 기준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은

2005년 채택된 것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

점을 맞추어 학교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은 2010년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1) 본 글은 < 2014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졸고,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수정 보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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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인권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집단에 대한 인

권훈련 증진 행동의 방향점과 기준, 국가이행절차를 제시하고 각 국가의 이행결

과 보고서를 2015년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담고 있다.

인권교육에서 분기점은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인권교

육훈련선언이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선

언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전문과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인권교육의

접근성,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수준의 조치사항, 공적·사적 영역

에서 인권 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과

정의, 관점과 방법론, 그리고 범주와 방향성에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먼저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은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보편적 인권

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정의되었고,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a) 인권과 기본

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b)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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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차원, 가치, 태도 및 행동 차원, 행위 차원 등

세차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먼저 지식과 기술은 인권과 실행방법에 관한 매커니즘

에 관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치, 태도 및 행동은 인권을 옹호

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동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더욱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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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갖는 내용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관점

과 교육기관이 가져야할 원칙,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

적인 가이드 라인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인

권교육에 있어 중요한 인권교육 개념과 관점, 그리고 인권기관이 가져할 원칙 등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교육의 개념은 제2조 1항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

편적 존중의 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학습 활동

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가치

관과 태도를 이해하여 인권친화적 행동의 발달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

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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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하여야 한다며 인권의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입각한 인권교육이 원칙으로 가져야 할 관점(제4조)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인권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원칙 더 나아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

서의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보장할 것

⒝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

고 자유와 평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개인의 발전

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발전시킬 것

⒞ 모든 인권의 효과적 실현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진작시킬 것

⒟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며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인

권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할 것

⒠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침해와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

주의, 편견과 집단적 혐오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및 이 모든 사항에

기반이 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 등과 싸워 근절시킴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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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념과 관점을 갖는 인권교육은 평생교육으로(제3조) ‘평등, 존엄,

화합 및 반차별’과 같은 인권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어

야 함(제5조)을 명시함으로써 인권 교육에 있어 교육수행기관의 중요성도 강조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교육의 방법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예술 등

을 활용하여 항상 새롭게 발전시켜가야 함을 명시하였다(제6조). 또한 권리로서

의 인권교육은 국가의 책무성이며 이를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공무원에 대한 인

권교육훈련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제7조~9조),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에서의 역

할 강조와 활동가들에게 인권교육 제공 보장(제10조)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

에는 인권교육에서의 국제기구의 책무나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이행을 위한 국가

의 조치의무 부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국의 인권교육 현황: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단체장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투자출연기관 종사자 등을 주

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침내 시책과

목으로 인권교육 반영 ->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 ‘인권과목’ 개설(2008~2012)

-> 인권과정 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 2008~2012) -> 인권조례 제

정(광주, 경남, 전북, 경기교육청 등)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10~2012) 단

계를 통하여 제도화되고 있다(김철홍, 2014).

현재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추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제정된 인권조례는

2012년 2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 24개 등 총 32개로 대부분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3) 인권조례에 나타

난 인권교육 주요대상 및 실시 횟수는 아래 표와 같다.

2) 이 절은 김철홍, “공무원 인권교육 전개과정과 시사점-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중심으로-” <서울시 
인권교육 초청 워크샵>(2014)에 주로 근거하여 정리된 것임 

3) 현재는 80여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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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권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 주요대상 및 실시회수 현황

(2012. 2월 현재)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광   역 기    초

횟수

1회 이상
(24개)

전북, 충남, 울산, 
대전(4개)

고성, 고양, 광명, 김포, 목포, 문경, 부여, 완
도, 울산북구, 울산동구, 원주, 진주(2시간이
상),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대구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 서울관악구(20개)

2회 이상(2개) 광주 서울성북구

미정(3개) 부산 부산해운대구, 부산중구(2개)

대상

소속공무원 및 직원
(30개)

광주,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대전(8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해운대구, 
부산북구, 부산중구, 부여, 서울성북구, 완도, 
울산동구,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
서구, 대구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 서울관악
구(22개)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
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전북, 부산, 서울
(3개) 진주

지도 감독(출자, 
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17개)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5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울관악구(16개)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9개)

광주, 전북, 부산, 
서울(4개)

부산해운대구, 서울성북구, 울산북구, 울산동구, 
진주(5개)

인권관련기관 
구성원

전북 부산북구 

  자료: 김철홍(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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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교육 대상과 교육 횟수를 조례에 규정한 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조치들을 조례에 담았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21

개), 강사양성 및 지원(21개),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19개) 등과 함께 교육

대상도 25개 자치구에서는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철홍, 2014).

Ⅱ. 서울시 인권교육정책4)

1. 인권교육 정책기반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 및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시장직에

출마하면서 발표했던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

울시민권리선언> 제8조는 “서울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

시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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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한 것이었다. 이같은 선언은 박원순 시장 취

임 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다.

2012년 9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제10조에 서울시 공무

원 대상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인권교육 추진체계 마련, 그리고 교재 개발과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4) 본고의 서울시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 및 특정 집단의 복지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나 중앙부처 인권교육은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 어린이·청소년 인권, 여성인권-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교육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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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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

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인권교육에 대해 제7조(인권정책기본계획)

②의 4에서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제11조(인권센터) ②의 4

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의 인권교육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추진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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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이 인권기본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등 제도

적인 기반이 취약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은 시민 인권

교육에 대한 정책 기반이 되었다. 2013년 수립된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5가지의 정책목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

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하에 17개 분야의 25개 중점과제와

7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중 인권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인권가치

문화확산’으로 대상 분야는 공무원과 시민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공무원교육은

인권친화적 행정환경조성이라는 중점과제 하에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다음 시민교육은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중점과제 하에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구성되었다. 즉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아카데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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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도록 하였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체계로 계획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시민 인권교육도 정책적 기반을 갖고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체계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인권교육 사업

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2013년부터 실시된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5) 서울시 인권교육은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으로 계획되었는

데,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

되고, 추진방향은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 교육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

5) 2013년 6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73개 세부 과제 대부

분은 이미 2012년도에 확정된 사업들로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부과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과 시민 대상 인권 아카데미 역시 교육목표에서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인

권정책기본계획과 비전, 정책목표에는 상당부분 부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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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개념 및 영역 및 분야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설정

되어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대상은 서울시 전직원이며, 교육과정은 리더특강(4급

이상), 5급이하(심화·일반)교육, 사이버강좌,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신규직원 등

대상 인권과목개설 운영) 등 4개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은 기관

및 부서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일반, 사업소나 투자출연기관 등으로 분리

하여 교육하기로 하였다. 본청의 경우 중점그룹은 인권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복

지, 여성, 환경, 주택, 교통 등의 부서가 포함되고, 그 이외의 일반행정업무 부

서는 일반그룹으로 범주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내용은 기관별, 업무 특성별 대상에 따른 맞춤형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하였다. 교육방법은 교육 그룹별 교육 규모와 방법을 달리하여 계획

하였는데, 중점그룹은 50명 이내 소규모 강좌, 일반그룹은 100명 내외로 토론·

강의식 강좌를 계획하였다. 특히 교육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점그룹의 경

우, 체험식(사례연구,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인터뷰, 역할극/시뮬레이션 등)을

주된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운영은 인권담당관 교육지원 및 기관 자체교육 실시, 인재개발원에 인권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공무

원 및 인권활동가 등을 전문 인권강사로 양성후 강사활동을 하도록 고려하였다.

다음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인권기본조례에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상에 제시된 추진방향은

일반시민들의 교육기회를 확장시키며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일상속의 반인

권적인 문화나 행동양식을 개선하고,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

울 수 있도록 시민인권의식 확산 인권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요구(need)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개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추진

계획에는 시민인권학교 운영 10회, 수시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시설대상 인

권교육 지원·기업대상 인권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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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무원 및 시민대상 인권 아카데미 계획을 살펴보면, 제1차 인권

정책기본계획기(2013~2017)의 교육추진 목표는 공무원은 총1,250회이고 일

반시민은 300회이며, 관련 소요예산은 공무원은 총500백만원이고 일반시민은

100백만원이다.6) 교육추진목표와 관련 예산에서 시사하듯이 서울시 인권교육은

조례에 기반한 의무교육 대상자인 공무원 교육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시

민 대상 인권교육에 대한 조례 규정이 수정·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계획내 인권교육 세부사업은 대상에 따른 교육 목표 및 관

점 설정, 교육 추진체계 구축, 교육 교재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부재하다. 이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인권정책기본계획

의 비전과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부과제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세부과제들이 먼

저 결정된 이후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자 관련 사업들을 연계시켰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에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연도별 단계

적인 목표에 따른 교육 추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2. 인권교육 추진의 제도적 기반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담당관실의 인권협력팀이 담당하고 있다. 인권기본조

례 제11조 4항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

육, 홍보’ 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인권담당관이 인권센

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권교육을 위한 별도 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

6)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13년 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의 공무원대상 인권아카데미 예산은 5년간 총 

500,000천원, 시민대상 인권아카데미는 100,000천원으로 2013년도에는 공무원대상 인권아카데미 

예산은 100,000천원, 시민인권아카데미는 14,000천원에 불과하였다. 인권담당관실의 예산은 인권정

책기본계획 수립기와 달리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3년 인권교육 예산도 201,260천원으로 계획

시보다 두배나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43,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7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도 인권교육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343,000천원으로 책정되어 서울시의 인권교육에 

대한 확대의지가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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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담당관 조직도 >

인권담당관(1명)

시민인권보호관(3
명)

인권정책팀
(6명)

인권보호팀
(3명)

인권협력팀
(4명)

현재 인권협력팀의 교육관련 업무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시행,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인권교육 전문강사(양성) 계획수립 및 운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본 5급 이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인권교육 수요조사, 인권교육 백서

발간, 인권교육 모니터링 등이다. 인권협력팀은 교육업무 이외에도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운영 및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인력으로는 인권교육 관련 기본업무를 수행하

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는 의무화된 인권교육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새로운 교육관련 사업 계획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업

무량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모

니터링과 중장기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인권교육 소위원회가 계속 가동

되면서 인권교육 관련 자문과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상황이어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의무화된 서울시 공무원 인

권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실제 2013년도에는 총

33,296명중 11,574명을 교육하여 의무대상자중 30% 정도만 교육받았고,

2014년에는 42.6%만 혜택을 받았다.7)

7) 서울시 인권교육 의무대상자 숫자는 계측 시점에 따라 다른데, 2013년 6월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교육대상은 164기관의 33,296명이었다. 구성은 서울시 본청 3,897명, 본

부·사업소 6,215명, 투자출연기관 20,529명, 시위탁복지시설 2,6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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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서울시 인권교육 의무대상 현황(2014.2) 

구분
실·국·본부 등

(개)
부서수
(개)

교육대상
(명)

중점그룹 8 56 1,475
일반그룹 16 70 2,163

본부·
사업소

시의회 - 16 266
직속기관 7 38 684
사업소 22 99 5,352

투자출연기
관

투자기관 5 - 18,631
출연기관 11 - 1,898

소방공무원 - - 6,785
총계 37,254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Ⅲ. 인권교육 현황과 문제점

1. 교육수요조사 

가. 교육수요조사 목적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시에 교육수요조사는 공무원들의 교육 요구를 파

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에 반영하여 인권행정 직무 역량을 강화시

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의무교육인 경우,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서별 및 업무 특성별 교육 컨텐츠를 개

발해 맞춤형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교육 효과성이 높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원년인 2013년에 교육수요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이에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 계획을 수

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3년도 인권교육계획은 교육실시 단계에 따른 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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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체성이 미흡해 때로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

시 인권위원회와 교육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결과 2014

년에는 교육실시 전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수요조사는 전문가 및 위

탁업체 등과 2차례에 걸친 자문과 검토회의를 거쳐 수요조사 틀과 결과 반영 계

획(안)을 논의·확정하고 적용시기를 결정하였다. 수요조사는 서울시 행정포털 전

자설문 및 서면, 심층면접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부서별·직원별로 수행되었

다. 그러나 2015년에는 서울시인권교육 추진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교육수요조

사없이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수요조사 추진 및 활용 계획 >

자료: 인권담당관(201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나. 교육수요조사 결과

2014년 교육수요조사는 심층면접조사 35명, 온라인 조사 1,071명이 참여하

여 실시되었다. 먼저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

는 남성 72.3% 여성 27.6%이고, 연령대는 50대가 40.1%, 40대가 34.4%로

4~50대가 7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무처는 사업소가 52.8%, 본청

45.3%이며 직급은 7급 41.2%, 6급 29.8%, 8급 13.4%, 5급 11.3% 등으로

5~6급의 중간관리자가 41.1%, 그 이외에는 대부분 하위직에 속해 있었다. 아

울러 2013년 교육경험자는 45.3%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조사결과분석에 따르면, 인권교육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공감’ 45.9%, ‘조금

공감’ 46.8%로 92.7%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직급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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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에서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경험식 23.5%, 참여식 22.1%,

강의식 20% 등으로 강의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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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

다. 수요조사 참가자들중 2014년도 교육에는 ‘사례분석을 매개로 한 혼합식 교

육’(40.7%)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14년 인권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미있는 강의

내용’ 28.9%, ‘전문성있는 인권강사’ 21.6%, ‘업무연계 교육’ 19.5% 등으로 나

타나 업무연계 사례의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일

반 인권론과 분야별(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81.1%가 찬성하였고 통합교육 시간은 1일 교육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참여와 경험을 원하는 교육자 일수록 교육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는 교육 방법이나 시간 등이 대체로 온라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는 업무와 관련한 인권교육

소재 목록이 많이 제안되었다는 점이다.8)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시민과의 관계

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다. 즉 공무원은 시민과 갈등/대립 구도하에

놓여있으며 시민들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원과 인권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약자로서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따라서 인권교육시 피해자/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권교육 실시 및 추진체계

가. 교육계획 및 실시현황

8)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위시해 총 17개 인권교육소재가 제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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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교육계획 및 실시 현황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직원 대상 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도 교육목표는 “인권 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교육실시는 총 220회를 목표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대상별

로 인권아카데미 I, II 과정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인권아카데미 I 은 본청

의 중점그룹과 일반그룹에 대한 교육과정이고, 인권아카데미 II 는 본부·사업소

와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교육시간은 인권업무 관련성이

높은 중점그룹은 4시간, 그 이외의 부서나 기관은 2시간 교육으로 추진되었다.

교육 실시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되었는데, 인권아카데미 I 과정은

인권전문 교육기관인 인권정책연구소와 한국인권재단에 위탁하였고, 인권아카데

미 II 과정은 교육전문기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 표 3 > 2013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및 실적 현황

구    분 목표
(시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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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인권담당관(201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은 목표 220회중 204회를 추진하여 목표대비 92.7%를

달성하였고, 총 교육생수는 11,574명이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서울시 의무

교육대상 37,254명중 31.1%에 해당된다. 교육 위탁기관중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중점그룹을 담당한 인권정책연구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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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2013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기관별 실적 현황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출연
기관

시  위탁 
복지시설

본    청
사업소 등

중점그룹 일반그룹

횟수(회) 204 42 38 73 50 1

참석(명) 11,574 1,118 1,486 5,152 3,778 40

 자료: 인권담당관(201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2014년도 교육계획 및 실시현황

2014년도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목표는 “인권친화 행정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이고, 2013년도에 비해 교육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추진되

었다. 교육대상 확대는 4급이상 간부직 교육과정을 10회 신설하였고 소방기관은

2시간 교육 25회를 증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2014년도는 총 275회의

교육목표가 설정되었고, 총 263회 15,861명이 교육받아 목표대비 96%를 달성

하였다. 이는 2013년 대비 교육횟수에서는 48회가, 교육생으로는 4,037명이

증가되었다. 이에 의무교육대상자중 교육을 받은 비율은 2013년 31.1%에서

11.5% 증가한 42.6%였다.

< 표 5 > 2014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및 실적 현황

구     분 목표 운영실적 비고(위탁업체)

계
275회
(시간)

263회 
(96%) 3개 업체(Ⅰ공동,Ⅱ단독)

인권아카데미Ⅰ과정 본청

중점그룹
42

(4h) 41 인권교육센타 들, 온다

일반그룹
70

(2h) 64
인권정책연구소(대표)

간부직
10

(2h) 10
인권아카데미Ⅱ과정 사업소 및 공사 등

155
(2h) 148 한국생산성본부

 

 자료: 인권담당관(2015),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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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실시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교육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

였다. 인권아카데미 I 과정은 인권교육센터 들, 온다, 그리고 인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국생산성본

부가 위탁 추진하였다.

< 표 6 > 2014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기관별 실적 현황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
출연
기관

본    청
사업소 등

간부직
중점
그룹

일반
그룹

횟수(회) 263 10 41 64 95 53
참석(명) 15,861 278 1,273 1.997 7,751 4,562

 자료: 인권담당관(2015),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 2015년도 교육계획 및 실시현황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목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

는 인권행정 실현”으로 설정하고, 교육방향은 “소통,참여형 통합인권교육 도입”

“인권의식의 확산과 인권행정 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의 장 구현”으로 잡았다.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계획 중 가장 새롭고 특징적인 것은 ‘소통,참여형 통

합인권교육 도입’이다. 그동안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인 장애, 아동·청소년, 여성

인권 및 일반 인권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

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도에 영역별 인권교육 관련 4개

부서들과 TF를 구성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모색을 하였고, 그 결과 2015년에 일

반인권을 기반으로 한 장애, 아동·청소년, 여성 인권 교육이 1일 7시간의 통합인

권교육으로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처럼 통합인권교육은 4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인권교육을 통합하여 의무교육의 피로도를 낮추고 참여와 토론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통합교육은 우선적

으로 인권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중점그룹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 대상 인권아카데미 운영체계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인권아카데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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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점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권아카데미 II는

통합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모든 교육 대상을 교육하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중 인권아카데미 I은 교육대상자 1,615명에 대

한 10회의 교육을, 인권아카데미 II는 교육대상자 21,272명에 대한 186회 교

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었다.9)

< 표 7 >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구       분 목표  운영실적 비고(위탁업체)

계 196

인권아카데미Ⅰ과정 통합인권
10

(7h) 인권교육 온다 

인권아카데미Ⅱ과정

본청
간부직

6
(2h)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일반
50

(2h)
사업소

95
(2h)

투자출연기관
30

(2h)
위탁복지시설장

5
(2h)

 자료: 인권담당관(2015),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현재 2015년도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I 은 인권교육단체인 ‘인권교육 온다’가

위탁받아 실시 중이며,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은 한국정책개발연구원이 위탁받아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 인권교육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II를 위탁받아 운영했던 한국생

산성본부와 유사하게 인권교육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9) 2015년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의 대상은 간부직 330명, 일반그룹 2,395명, 사업소 12,424명, 투자,출

연기관 6,069명(서울메트로 9,129명/도시철도공사 6,514명은 자체 인재개발원교육에서 실시), 위탁

복지시설 시설장 54명(시설종사자 11,352명은 시설별 자체예산으로 교육추진)으로 총 21,272명임

(출처: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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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인권교육의 비전, 목표, 전략을 확립하고 이에 따

른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학술연구용

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인권교육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울

시 인권교육의 비전 수립과 체계적인 기반 구축, 인권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업으로 그 결과가 주

목된다.

이외에 서울시는 2015년 인권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전문가 TF는 서울시 인권교육에 참여했

던 인권교육업체, 설문조사업체, 모니터링 전문가, 인권위원회 교육소위 위원,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총 5회의 간담회를 계획하였다. 인권교육 전문가

TF의 실질적인 운영은 주로 인권교육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2015년 교

육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나. 교육추진체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체계는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인권담당

관실이 인권위원회 교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무를 주관하고, 실제 교육과

전문강사 양성 등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질 제고

를 위해 인권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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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체계 > 

    자료: 인권담당관(2014), < 2014년 서울시인권교육 추진계획 >

2015년도에는 중점그룹에 대한 통합인권교육이 실시되면서 약간 변화되었다.

서울인권아카데미 I 은 중점그룹에 대한 통합인권교육만이, 서울인권아카데미 II

는 그 이외의 전 대상 -간부직, 일반그룹, 사업서, 투자기관 등- 이 운영되는 체

계로 변화되었다. 교육 자문도 인권위원회 이외에도 인권교육 전문가 TF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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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함으로써 확대하였다. 인권교육전문가 TF는 2015년 인권교육계획 수

립시 간담회를 통한 자문 역할을 하였다.

<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체계 > 

교
육
총
괄

인권담당관

교
육
자
문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가 T/F

‧ 교육계획 수립 및 위탁업체 관리

‧ 각 기관 교육명령 및 교육 모니터링 ‧ 추진현안 자문 등

교

육

운

영

서울인권아카데미 Ⅰ 서울인권아카데미Ⅱ

본청 중점부서 – 통합교육(7H) 중점부서 외 전 직원 – 일반교육(2H)

타 기관 인권교육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시 인권교육 과정개설 

시민 인권 교육

 ’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인권교육 단체선정 및 운영지원

교
육
지
원

사전 교육 수요조사 교육 모니터링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업무관련 인권사례 발굴 참관, 설문, 심층면접 강사양성, 연구모임 지원

 자료: 인권담당관(2015), < 2015년 서울시인권교육 추진계획 >

교육추진체계 중 현장교육과 관련한 운영체계인 서울인권아카데미는 아래의

표와 같은 흐름과 변화를 거쳤다. 현재 서울인권아카데미 II 는 너무 많은 교육

대상자들이 한과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적 추진과 균

질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거나 교육집단을 대상

별로 분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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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서울시 인권교육 운영체계

구     분 서울인권아카데미Ⅰ 서울인권아카데미Ⅱ

2013년 본청(중점, 일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014년 본청(간부직, 중점, 일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015년 통합과정(기존 중점그룹)
통합과정 외 모두

(간부직, 일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위탁복지시설 등)

이상과 같은 서울시 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추진체계를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인권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이 시작된 이후, 서울시 인권교육에서 절반 이상이거

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이거나 한국정책개발원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에는 전체 교육횟수의 68.8%, 2014년에는 56.4%를

담당했고, 한국정책개발원은 2015년에 94.9%를 담당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인권전문기관이 아니라 교육전문기관이거나 교육연구 기관이라 할 수 있어, 서울

시 인권교육을 담당하기에 합당한 인권관련 전문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이에 서

울시 인권위원회를 위시해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인권교육 담당기관으로서의 적

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된 바가 있다.

인권교육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5조에 명시되었듯이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권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도록 권

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 이어 2015년도에는 한

국정책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도에는 통합인권교

육을 실시하는 중점그룹을 제외한 95% 가까운 모든 의무교육기관이나 부서가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관에 의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0)

10) 실제 이와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교육수행업체의 2015년 인권교육 표

준강의안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회의에서 인권교육과 거리가 먼 감정노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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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권교육을 위탁받을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가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

고 적극적으로 인권교육단체들과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노력해야한다. 또한

인권(교육)단체들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인권교육 발전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필

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인권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추진체계를 안

정화하거나 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교육은 1년 단위로

외부 업체를 선정해 용역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의무대상자중

1/3~1/2 정도에 대해서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전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시민 대상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전담 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3. 교육 모니터링 사업

인권 교육 모니터링 사업은 인권교육이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추진

되고 있는지를 교육 내용, 강사의 전문성, 강의 기법과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교육 만족도 향상 및 교육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도 밝히고 있듯이 인

권교육은 인권적인 교육기관이 담당하며 인권적인 관점을 가진 강사가 인권적인

학습내용과 사례를 통해 인권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 속에서 인권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제시한 가

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2013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문가 평가단에 의

한 모니터링, 교육생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 강사 및 교육생에 대한 심층인터

뷰 등 세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성된 인권교육 표준강의안이 인권교육전문가가 아닌 웃음 강사에 의해 발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

다(한겨레,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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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3년도 교육 모니터링 사업

< 표 9 > 20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 현황 

구분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평가 강사/교육생 심층면접

구 성
▪ 인권전문가 3명
▪ 교육전문가 3명
▪ 퇴직공무원 3명

▪연구원 5명 ▪진행자(책임연구원)1명
▪연구원 3명

역 할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심층면접 및 분석

운 영
▪평가반 11회 28건 운영
  -3인1조(인권/교육/퇴직)

▪교육생 설문(5,793명)
 - Ⅰ,Ⅱ과정별 조사 

▪심층면접 30회 
  - 인권강사(10명)
  - 교육이수자(20명)

방 법 ▪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인터뷰(IDI) 
기 간 ▪2013. 10 ~ 12월(3개월) ▪2013. 9 ~ 12월(4개월) ▪2013. 11 ~ 12월(2개월)

수 행
기 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
   (설문지 개발 및 분석)

▪전문 조사업체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2014), < 2014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

가) 운영

전문가 평가단은 인권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리고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3

인 1조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전문가 평가단 3인이 모니터링 대상 교육에 함

께 참여하여 각각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교육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다. 즉 인권

전문가는 인권적인 관점으로 교육 내용과 수준 등을 교육 컨텐츠 중심으로, 교육

전문가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강의 기법이나 강사의 태도, 교육 환경 등을, 퇴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상별 강의의 적절성이나 교육 환경 등을 중심으

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은 현장 모니터링에 앞서 모니터링의 목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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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 구성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하는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가

져야한다. 그리고 중간점검이나 최종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도 필요하다. 아울러 모니터링 평가지는 전문가별로 별도로 만들어져 활용

되어야 했다.

그러나 2013년도 전문가 모니터링은 인권교육의 목표나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공유의 시

간을 갖지 못했다. 아울러 전문가별 모니터링 평가지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여 만든 동일한 평가

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니터링에 참가한 평가원이 모니터링 대

상 교육에 대해 강의가 진행중임에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

을 피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니터링단이 교육을 방해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

한 동일한 평가지로 세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평

가단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웠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추진된 2013년도 전문가 모니터링은 사업계획 당시 3인

1조로 10건의 교육에 대해 계획되었으나 전문가 3인을 한 교육에 모두 섭외하

기 어려움이 있어 11건의 교육에 대해 28회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나) 결과 분석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교육시 강사가 참여식 교육을 하거나, 자

신의 사례, 혹은 동영상 등을 통해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호 교감하면서

진행하는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주로 강사전문성이 부족한점,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론 위주의 강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o 교육 내용 및 수준 관련 개선사항

- 강의 내용에 인권 관련 용어사용이나 정의가 부정확했으며, 활용된 사례와

동영상도 강의내용과 맞지 않으며 해석도 부적절함

- 교육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이론 위주의 강의로 교육생의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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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지 못함

- 교육생에게 제공된 교재를 활용하지 않아 인권에 대한 이해도나 학습 몰입

도가 떨어짐

- 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고

자 하는 서울시의 인권레짐에 대한 소개가 미흡함

o 인권강사 개선 사항

- 강사 간 전문성의 차이가 크며, 특히 강의 내용이나 강의시 제공되는 사례

및 분석 등에 있어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짐.

- 전체 강의시간 배분이 적절하지 않으며 수강생에게 제공된 교재활용이 미흡

o 교육 환경 개선 사항

- 교육장 주변 소음으로 강의가 방해되고 컴퓨터나 마이크 등 기자재 등이 원

활하게 작동하지 않음

- 교육생들의 지각이나 잦은 이탈로 교육 분위기 저해

- 교육생 규모에 적절한 강의장 선택과 업무 공간과 분리된 교육장 활용을 적

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2) 교육생 설문평가

서울시는 2013년도에 추진된 인권교육 전 과정에 대해 교육생 설문평가를 실

시하고자 하였다. 설문방식은 배포식 면접조사였고, 총 교육 이수자인 11,574명

중 5,783명이 설문에 응했다. 교육 초기단계에는 설문지가 개발되지 않아 설문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단지 인권정책연구소가 담당하는 중점그룹만이 자체 개

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 교육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4가지였다. 이 글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문지로 실시된 4,471명(전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중 38.6%이고 전체 설

문 참여자의 77.3%)의 교육생 설문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11) 최종

설문지는 인권교육 내용과 수준, 인권교육 강사, 인권교육 환경, 전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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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주관식 답변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 만족도 분야

를 제외하고 각각 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13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분야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에는 참여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근무기

간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일반직급의 40~50대 남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점그룹의 경우 남성이 72.4% 여성이

20.8%였고, 40대가 46.8%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56.1%였으며 직급별로는 관리자가 13.8%, 일반직원이 69.9%로 응답

자의 2/3가 일반직원이었다.

일반그룹은 남성 64% 여성 28.5%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6.8%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인 사람이 65.0%나 되었다. 직급으로는 일반직

원이 71.9%를 차지하고 있다.

본부·사업소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62.0% 여성이 25.7%이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7%, 40대가 31.0%로 75.7%가 40~50대였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64.3%이고 71.3%가 일반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출연기관은

남성이 57.4% 여성이 35.8%이고 40대가 38.1% 30대가 25.2%로 30~40대

가 주축이었고 근무기간은 58.7%가 5년 미만이고 관리자와 일반직원 비율이

각각 37.4% 37.5%로 비슷하게 참여하였다.

11) 교육생 설문평가지는 교육 실시전에 개발되어 교육실시와 동시에 전 교육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함
에도 2013년도 교육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2013년 교육에 활용된 설문지는 4가지로, 이는 설문
지가 시기별로 점진적으로 보강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서울시가 설문지를 개발하기전 인권정책연
구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중점그룹에 활용한 설문지, 둘째는 서울시 자체 제작 설문지, 셋째는 리서
치 전문기관 아시아 리서치가 제안한 설문지, 네 번째는 세 번째 설문지를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
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설문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문지는 항목이나 배열이 유사하여 결과
분석시 통합하여 분석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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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2013년 업무분야별 인권 교육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        분 중점그룹 일반그룹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4,471명
(%)

484명
(100.0)

491명
(100.0)

2,220명
(100.0)

1,276명
(100.0)

성 별

남  성 72.4 64.0 62.0 57.4
여  성 20.8 28.5 25.7 35.8
무응답 6.8 7.5 12.3 6.8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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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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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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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표 재구조화.  

나) 설문조사 결과분석

2013년 업무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1~82.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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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

는 5.4점으로 본부 및 사업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인권교육 강사의 경우는 최고 91.4점에서 80.5점으로 집단간의 편차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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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매우 간격이 커 강사진의 역량과 전문성의 편차가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강사진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기관은 중점그룹이었다.

인권교육환경은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83.0점에서 74.5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집단 간의 편차는 8.5점으로 교육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집단은 중점그룹으로 나타났다.

교육참여 이전 기대감은 본부·사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60점 이하로 공무원들

의 인권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점그룹으로

54.1점으로 가장 낮은 기대감을 갖고 교육에 참여했음을 나타났다.

반면 기대 대비 만족도는 82.1점에서 72.3점의 분포를 보여 모든 교육집단이

교육 참여 이전 기대감 대비 교육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점그룹의

경우, 교육 참여전 기대감 대비 교육 후 만족도가 28점이나 상승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기대감 대비 교육후 만족도의 변화는 일반그룹이 14.1

점, 본부·사업소가 13.7점, 투자출연기관 14.5점으로 나타났다.

< 표 11 > 2013년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 
(단위: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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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표 재구조화

이상과 같은 2013년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는 두 가지 항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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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게 한다. 먼저 중점그룹의 강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이다. 중점그룹 교

육을 수행한 인권정책연구소는 자체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

육에 투입되기 전 4차례에 걸친 공동워크샵과 강의참관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의 목표와 방향, 접근방법에 대한 공동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즉 교육생들의 강

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중점그룹의 경우 4시간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기대 대비 교

육 만족도가 28점이나 상승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형 교육의 적용과 교육 ‘촉진자’(facilitator)를 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즉

교육 촉진자가 강의와는 별도로 인권에 대한 선입견 듣기, 인권에 관한 상식 알

아보기, 나만의 인권행정 강령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

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핵심적인 교육의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

된다(김형완, 2014).

이상과 같은 사례는 강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내고 교육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인권교육을 대상별로 다양화할 뿐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으

로 발전시켜 내고자 할 때 모범적인 전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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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도 교육 모니터링 사업

< 표 12 >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 현황 

구분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평가 강사/교육생 심층면접

구성
▪ 인권전문가 4명
▪ 교육전문가 4명
-2인 1조(인권/교육)

▪ 전문리서치 기관 
연구원

▪전문리서치 기관 연구원

역할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심층면접 및 분석

운영
▪인권전문가 17건
▪교육전문가 21건

▪교육생 설문(6,854명)
 - Ⅰ,Ⅱ과정별 조사 

▪심층면접 14회 
 - 각 과정별 교육이수자

방법 ▪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인터뷰 

기간 ▪2014. 7 ~ 12월(6개월) ▪2014. 7 ~ 12월(6개월) ▪2014.10 ~ 12월(6개월)

주요
평가
내용

▪교육 내용 및 효과
▪교육 강사
▪인권교육 운영 및 환경
▪전반적 만족도

▪교육 전반적 만족도
▪교육 내용 및 효과
▪교육 강사
▪교육운영 및 환경
▪교육효과 및 개선의견

▪현재 업무와 인권
▪인권교육평가
▪향후 인권교육 방향

수행
기관

▪인권담당관 
-인권,교육 전문가 현장 
평가 실시

▪아시아 리서치
-결과분석

▪인권담당관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
   (설문지 개발 및 분석)

▪아시아리서치
-인터뷰 실시 및 분석

자료: 인권담당관(2015),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 사업

가) 운영

2014년도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2013년 모니터링 추진시에 나타난 문제점

을 보완·개선하여 추진되었다.

먼저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인권전문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운영

하였다.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

던 퇴직 공무원을 제외시킨 것이다. 인권전문가와 교육전문가의 2인 1조 20회

모니터링 계획은 예정된 교육일정의 변경이나 조별 일정 조정이 어려워 1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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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기도 하였다.

둘째, 모니터링 횟수를 2013년에 비해 10건 증가시켜 20개의 교육에 대해

40회를 계획함으로써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였다. 추진결과 인권전문가 17건, 교육전문가 21건으로 총 38건이 수행

되었다.

셋째,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표를 인권 전문가용과 교육 전문가용으로 별도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평가표는 인권 전문가는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하였고, 교육 전문가는 강의의 흐름, 강의

기법이나 강사 태도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교육 모니터링 워크숍을 모니터링 추진 전,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단계

등에 걸쳐 3회 계획되었으나 2회 추진되었다. 1차 워크숍은 6월 18일 서울시 인

권교육 목표 공유 및 모니터링 중점사항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2차인 워크숍

은 상반기(6월~7월)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9월 24일 실시되었다. 3차 워크샵은 12월에 최종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육마무리에 쫓기고 인권헌장 사태 등과 맞물려 실시되지 못했다. 2회에

걸친 워크샵 참여자는 인권교육소위원회 위원, 교육기관의 담당자, 리서치 기관

관련자,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단,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2013년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여 추진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결과12)

o 인권전문가

- 인권전문가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는 100.0점 만점에 52.9로 낮은 편에 속

했고, 평가요소별로 보면, ‘인권교육 내용 및 효과’ 55.0, ‘인권교육 강사’ 66.7,

‘교육운영 환경’ 65.9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 본 글에서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가 100점 만점으로 결과분석되었는데,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횟수
가 적고 같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분석결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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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인권내용 및 효과’ 요소중 ‘인권행정 필요성 체감정도’로

44.1이었고,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인권교육 강사’의 ‘강사의 인권적 발언

및 언어 구사’로 86.8인 것으로 나타남.

- 평가과정별로 만족도를 보면, 일반그룹 55.0> 중점그룹 54.2> 본부,사업소

50.0 순으로 본부, 사업소에 대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주관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강의 내용과 인권행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강사가 강의시 수강생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의 피상성,

부적절성, 지루함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제기됨.

- 그럼에도 2013년과 다른 점은 인권교육의 목표나 목적이 공무원의 인권

실현의 책무자 보다는 권리자로서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학습자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중심으로

사례 발굴 및 활용이 필요성을 강조함.

o 교육 전문가

- 교육전문가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는 100.0점 기준으로 58.3으로 인권

전문가보다 4.3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요소별로 보면 ‘교육전달

및 효과’ 63.1, ‘인권교육 강사’ 66.7, ‘인권교육 운영 및 환경’ 72.1로

인권교육 운영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항목

으로는 ‘인권 교육 운영 및 환경’중 ‘교육인원 적정성’이 81.0으로 전문가

모니터링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가장 낮은 항목은 ‘교육 전달 방법 및

효과’중 ‘강의 내용,구성의 명료성 및 이해 정도’가 56.0 이었음.

- 평가과정별로 보면, 중점그룹 61.1> 일반그룹 60.7> 본부, 사업소 50.0 순으로

인권전문가들과 동일하게 본부와 사업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토론 가능한 분위기 조성하고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고,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과 설명이 부족하며,

교육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이 미흡하고 시청각 자료의 적극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외에 강사들의 교육에 임하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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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2명의 강사가 참여하는 중점그룹의 경우, 강사 간 전문성의 차

이가 큰 경우가 있으며, 강사 수준이 차이가 큰 경우 4시간 교육의 특성상

집중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기에 강사의 자격기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기도 함.

- 대부분의 교육에서 교재활용이 미흡하며,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타 과정에 비해 교육생의 수가 많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강사의 전문성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2) 교육생 설문평가

2014년도 교육생 설문평가는 인권위원회 교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

된 설문지를 모든 교육과정과 집단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설문 평가지

는 5점 척도로 전반적 만족도, 교육 내용 및 효과, 강사, 교육 운영 및 환경, 기

타 의견란 등 5가지 영역으로 주관식으로 기입하는 기타 의견란을 제외하고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14년도 서울시 인권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총 6,854명으로 2013년도

4,471명보다 2,383명이 더 교육을 받아 2013년 대비 153.3% 증가하였다. 교

육과정별 응답자를 보면, 본부,사업소 55.9%, 투자출연기관 등 16.6%, 본청

일반교육 16.2%, 중점교육 6.1%, 본청 일반 그룹 대상 영화상영 3.4%, 간부

직 1.8%로 본부,사업소 직원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4,081명, 여성 1,879명, 무응답 894명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남성

68.5%, 여성 31.5%로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

장 많은 교육 참여 연령대는 40대였고 직급으로는 관리자 15.1%, 일반직원

68.1%으로 간부직 교육이 별도로 진행되었음에도 2013년 13.8%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준을 보였다. 근무기간은 20년 이상이 40.6%로 가장 많았는데 2013

년에는 5년 미만자가 56.1%로 가장 다수였던 것과 비교되었다. 2014년 교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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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연령대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40.6%, 10~19년 22.5%, 5년

미만 21.3%, 5~9년 10.2%, 무응답 5.4% 순으로, 2013년에 비해 전 연령층

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 > 2014년 분야별 인권교육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구        분 간부직
중점
그룹

일반 그룹 본부·
사업소

투자
기관강의 영화

6,854(명)
(%)

121
(100.0)

420
(100.0)

1,107
(100.0)

235
(100.0)

3,833
(100.0)

1,138
(100.0)

성    별
남  성 75.2 59.5 54.5 60.4 66.5 39.2
여  성 12.4 29.3 38.4 25.5 17.8 50.4
무응답 12.4 11.2 7.1 14.0 15.7 10.4

연    령

20대 - 2.1 7.3 3.0 4.7 21.7
30대 .8 21.4 27.8 21.7 19.2 29.4
40대 14.0 39.8 43.7 39.6 35.8 28.2

50대이상 81.0 35.0 19.3 33.6 37.9 18.2
무응답 4.1 1.7 1.8 2.1 2.5 2.5

근 무 
기 간

5년 미만 5.0 14.0 24.0 16.6 14.5 47.3
5~9년 .8 10.0 13.5 6.0 9.0 13.0

10~19년 12.4 17.4 23.3 26.0 24.2 18.1
20년 이상 78.5 52.9 33.8 45.5 47.1 16.1
무응답 3.3 5.7 5.4 6.0 5.3 5.5

직    급
관리자 121 13.6 15.4 11.9 8.9 28.1

일반직원 - 74.3 64.6 74.9 75.7 49.3
무응답 - 12.1 20.0 13.2 15.4 22.6

13년 
교육
참여 
여부

작년 참여 38.8 63.3 51.1 39.6 39.7 33.6
작년 미참여 40.5 27.9 33.9 43.0 31.9 34.8

무응답 20.7 8.8 15.0 17.4 28.4 31.6

13년
교육과정

별
참여 
여부

본청 중점그룹 
(4시간) 3.3 57.9 6.3 17.4 1.3 .7

본청 일반그룹 
(2시간) 22.3 3.1 43.4 11.1 4.6 5.7

사업소/투자출
연기관(2시간) 13.2 2.4 1.4 11.1 33.8 27.2

미참여 40.5 27.9 33.9 43.0 31.9 34.8
무응답 20.7 8.8 15.0 17.4 28.4 31.6

 자료: 서울특별시(2014), <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표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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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응답자 특성에서 주목할 것은 2013년 교육 참여자가 42.6%

로, 대상별로 보면 간부직 38.8%, 중점그룹 63.3%, 강의를 들은 일반그룹

51.1%, 영화를 감상한 일반 그룹 39.6%, 본부,사업보는 39.7%, 투자기관

33.6%라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를 거듭할 수

록 교육을 듣는 중복 횟수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교육 기획시에는 업무특성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과 다양한 방식

의 교육기법의 적용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을 의미

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2014년도에 처음 시도한 영화감상을 통한 인권교육은 매

우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 교육생중 235명인 3.4%만이 영

화감상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영화감상 이외에 인권현장 순

례나 체험식 등의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나)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2014년도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

점에 평균 85.9~76.5점으로 교육집단간 편차는 9.4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2015년에 새로 개설한 간부직으로 85.9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중점그룹을 제외하고 일반그룹,

본부·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13) 따라서 2014년의 교육생 설문조사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2013년 80.1점에 비해 0.5점 상승한 80.6점이었다.

13) 교육생 설문평가결과 비교는 2013년과 2014년의 설문평가지, 즉 평가 구조와 항목이 다르기 때문

에 동일한 의미와 수위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평가 항목이나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는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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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2014년 분야별 인권교육 평가결과 
(단위: 100점)

평가항목
간부직
(2h)

중점
그룹
(4h)

일반그룹
(2h)

본부·
사업소
(2h)

투자출연
기관
(2h)강의 영화

전반적 만족도 85.9 79.2 79.7 79.3 82.3 76.5
교육 내용 및 효과 84.8 80.8 80.3 78.2 83.0 77.1

강사 84.8 84.9 84.3 79.5 86.3 80.1
교육운영 및 환경 80.0 79.5 80.9 79.3 83.4 78.8
자료: 서울시특별시(2014), <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표 재구조화

이상과 같은 만족도의 상승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수요를 예측하고, 교

육내용에 있어서는 업무관련 사례를 적용한 표준강의안 활용, 영화상영이나 참여

형 등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피드백을 주는 등

교육운영이 교육 첫해에 비해 체계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생들

도 본인의 업무수행에서 인권의식을 접목하고자 하는 의욕이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한 것으로 분석된다.14)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 내용 및 효과는 교육집단간 84.8점에서

77.1점으로 분포되어 있고 집단간 편차는 7.7점으로 간부직이 가장 높은 점수

를,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인권교육 강사는 최고 86.3점에서 80.1점으로 6.2점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데, 본부,사업소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일반그룹중 영화를 본 집단이 가

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화감상은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운영 및 환경은 전체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83.4점

에서 78.8점으로 4.6점의 가장 낮은 편차를 보였다. 가장 만족도 낮은 집단은

투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79.7에서 0.5 포인트 낮아진 중점그룹의 평가항목을 세부적으

1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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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특별히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2013년 91.4에서 84.9로 6.5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점그룹 응답자중 63.3 %가 2013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교육 컨텐츠의 중복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14년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와 심층 분석 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교육 만족도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 새롭게 개설된 간부직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신설된 간부직 교육은 10회에 걸쳐 운영되었는데

전반적 만족도가 이미 언급했듯이 85.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평가 요

소별로 살펴보면, 평가요소 ‘강사’중 세부항목인 ‘강사의 전문성’이 8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항목이 간부직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음

을 보여주고 있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두 가지에 근거한 것으

로 분석된다. 하나는 간부직 강사가 모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인권 전문가이자

서울시 인권교육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이고,15) 다른 하나는 간부직에 적

절한 맞춤형 강의안이 개발되어 활용된 것이다. 간부직을 위한 맞춤형 강의안은

준비회의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틀을 짜고 세부 컨텐츠

를 마련했다. 2014년 간부직 교육은 간부직 수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맞춤형 강의안을 갖고 인권전문가들이 강의했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앞으로 서울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해마다 의무교육이 거듭될수록 교육 내용의 중복성과 함께 피로감이 증폭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인권교육이 매년 새로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관

및 업무 특성에 따른 대상별 표준 강의안이 개발되고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

여 투입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간부직 교육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것은 ‘교육운영 및 환

경’ 요소 중 세부항목인 ‘교육장비 및 시설 구비 적절성’으로 78.7점이다. 이는

15) 간부직 교육 10회중 9회는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이, 1회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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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이 실시될 경우, 간부직을 포함하여 전체 교육대상들에게 첨단 교육 장

비를 포함한 쾌적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다. 2015년도 교육 모니터링 사업

< 표 15 > 2015년 인권 교육 모니터링 사업계획

구  분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구  성
▪ 인권전문가 4명
▪ 교육전문가 4명 ▪ 전문조사원 5명 ▪ 연구원 3명

역  할 ▪ 현장 참관 모니터링 ▪ 교육생 및 강사 설문조사 ▪ 심층인터뷰 실시 및 분석

운  영
▪ 평가반 편성, 20회 실시
 - 전문가(인권/교육) 2인1조

▪ 교육생 2,000명
▪ 강  사 57회

▪ 인터뷰 20회
 - 교육이수자 대상 20명

방  법 ▪ 현장 참여 평가 ▪ 배포식 설문조사 ▪ 심층인터뷰(IDI)

기  간 ▪ 2015. 8월 ~ 12월 ▪ 2015. 9월 ~ 12월 ▪ 2015. 9월 ~ 12월

수  행 ▪ 인권담당관 ▪ 조사전문업체 ▪ 조사전문업체

 

자료: 인권담당관(2015),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계획>

1)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단 사업

2015년도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 사업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인권전문가

4명, 교육전문가 4명으로 총 8명이 4개조(2인 1조)로 구성되어 교육현장 모니

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평가대상은 전문가 평가단 워크숍을 통해 결정하였는데, 인권교육전문성이 입

증되지 않은 강사나 신규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1일 7시간 통합과정은 그 의미나 앞으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4개조가 1회씩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인권교육의 질제고와 교육운영의 개선을 위

해 현장 평가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신속한 피드백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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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워크숍은 교육 시작전, 교육 기간중, 그리고 교육실시후 평가회를 겸해 3

회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차 워크숍은 8월 24일 개최하여 2015년도 인권교

육계획 및 모니터링 운영 안내와 모니터링 평가 방법 및 설문지 내용 구성을 확

정지었다. 2차 워크숍은 9월 24일 개최하여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내용 공유 및

의견제시, 설문조사 현황 및 내용 공유, 향후 전문가 평가단 및 설문조사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다. 모니터링단 워크숍은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 운영업체 관

계자, 담당 공무원이 참가하였다.

2) 교육생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교육생 설문조사는 2013년~2014년도와 같이 전수조사하지 않고, 설문조사

대상을 2,000명으로 축소하였다.16) 이는 2013년도부터 누적된 교육생 설문조

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차년도 교육수립에 필요한 개선점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심층인터뷰는 2014년 14회에서 20회로 증가시켰고, 특히 교육 개선점

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개선점과 발전방

향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4.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가. 인권교육 전문강사 pool 형성

2013년부터 서울시 인권교육이 공무원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대규모 인권교

육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인

권교육 전문강사 pool을 형성하거나 양성·활용하였다.

첫째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인권전문강사 pool 운영이다. 자격은 각

분야의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지식 및 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다수 출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권위원회 추천 및 심의를 통해 78명의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였

16) 교육생 설문조사 2,000명은 통합인권교육 150명, 간부직 50명, 일반그룹 600명, 사업소 600명, 공사,

출연기관 500명, 메트로,도시철도 100명 하기로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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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주로 인권 관련 활동가,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강사 워크숍을 통해

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서울시 인권레짐에 대한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

시 인권교육강사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인권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소속 자체 강사 활용이다. 서울시 인권교육

을 담당한 교육전문 업체는 서울시 인권전문강사 뿐 아니라 교육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해 자체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13년 자체 강사활용은 인권아카

데미 I 중 일반그룹과 인권아카데미 II 를 담당한 교육기관 모두 각각 4명이었다.

서울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의무화 첫해에 균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강사를 50% 이상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17)

세째는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진이다. 서울시는 대

규모 인권교육 수요에 따른 우수한 인권교육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

해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

그램은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총 80시간으로 구성되었고, 각 과

정별로 강의시연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강사들의 강의 실전 능력을 높이고자 하

였다. 강사양성과정은 지원자중 서류전형 합격자 28명으로 시작하였고, 최종합

격자는 9명으로 이들중 일부가 2014년 하반기 교육에서부터 활용하였다.

나.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1) 2013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서울시 2013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인권교육 전문단체에게 위탁 운영

하였다.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 합격한 후 심화과정을

이수한 후 강의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운영되었다.

17) 서울시 인권강사 대비 자체강사 활용 비율은 인권아카데미 I 중 일반그룹은 44.7%로 50% 미만이

었고, 인권아카데미 II 는 파악되지 않았다. 단 교육에 참여한 강사는 총 23명으로 이중 4명이 자체

강사였다. 그러나 자체강사중 특정인이 교육을 주로 전담하였기에 서울시 인권강사의 교육참여 비

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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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계획안 >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2014)

 

가) 기본과정 운영 현황

기본과정은 2013년 12월 3일에서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운영 되었다.

교육대상은 특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인권/교육 활동가, 교사, 시민 중

에서 공개모집하여 25명을 선발 계획하였다. 총 지원자는 100명으로 4:1의 높

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본과정 대상자는 서울시 인권위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선발위원회에서, 인권강사의 핵심역량을

중시한 선발평가표에 따른 점수제에 의해 28명을 선발하였다.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총 50시간으로 강의 8회, 교육 참관 2회, 강사 워

크숍, 연습과정으로써 시강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 표 16 >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 

영역 횟수(시간) 내용 교육생의무

강의
8회(1회 당 3H) 

o 과목: 인권의 역사, 인권의 특성과 권리와의 관계, 다
름과 차별, 소통과 인권, 인권레짐,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ISO26000, 소수자 인권 등

6회
이상 출석

참관 2회 o 중점그룹 (4H) 1회/일반그룹, 산하기관(2H) 1회 참관지 기록 
제출

워크숍
1회(1박2일)

o 강의: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및 역할, 공무원 인권교육
의 특수성, 서울시 인권레짐o 교수법 강의: 실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참여형 교육 소개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론o 2013년 인권아카데미 I 중점그룹 참여형 프로그램 소개 등 

필수
참여

시강
1회(1인당 8분)

o 강의시연 및 평가/토론-심사위원 3인 1조 구성되어 추진 (합격기준: 100점 만점 70점 이상) 
필수
참여

자료: 인권정책연구소,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과정 결과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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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운영시 수료기준은 강의 6회 이상 수강, 워크숍 참여 등으로 하였

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 강의시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단계

별 강사관리를 통해 수료 기준을 철저히 지켜 운영하였다. 따라서 기본과정 수료

자는 총 23명이었고, 이중 최종 강의시연까지 합격한 사람은 16명으로 선발자

기준으로 탈락자가 42.9%였다.

기본과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 참관과 워크숍, 그리

고 강의시연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육->평가->개선이라는 성장과 모니터링 사

이클을 갖고 설계되었다. 즉 기본과정에서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인권 일반과 서

울시 인권레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관과 워크샵을 통해서는 직접 강의할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증진, 그리고 주제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워크샵과 강의시연을 통해서는 교육공동체 형성과 상호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50시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

이었음에도 참여형 교육과 사례 이해에 대한 교육시간 비중을 높이는 등, 인권교

육 강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요소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추진된 모범적인 프로그

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생들의 교육과정 평가에 의하면, 강의내용을 ‘교육’에 접목할 기

회가 부족했고, 토론이나 시강연습, 그리고 참여형 교육 등이 더 다양하게 구성

되고, 서울시 인권교육에의 참관과 함께 경험나누기 등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

이었다. 교육생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들은 대부분 강

사양성 교육시간이 짧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강사양성 과정의 교육시수를 증가

시켜야 하는 과제로 연결된다.

나) 심화과정 운영 현황

서울시 인권강사 양성 심화과정은 2013년 기본과정 수료자들을 강의에 투입

하기위해서는 심화교육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의해 계획되었다. 이에 심화과정 교

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수료자들이 요구했던 참관이나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역량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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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자 16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3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었고, 교육 시간은 총 30시간으로 강의 5회, 참관 3회, 워크숍(시강) 으

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기본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생 관리가 엄격하게 수행되

었는데 강의와 참관을 포함하여 6회 이상 출석과 참관 교육에 대해서는 참관지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하여 강의시연을 하도록 하였다.

< 표 17 >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영역 횟수(시간) 내용 비고

강의
5회

(1회 당 3H) 
o 과목: 교수법에 대한 강의(2014,서울시 인권 아카

데미 교안, 강의 계획서 구성 및 발표) 차별의 
이해, 지자체 인권구제의 의의와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 결정례, 공무원 인권교육(영상매체활용)

참관 포함 6회 
이상 출석

참관
3회

(6시간)
o 중점그룹 (4H) 1회
o 일반그룹(2h) 2회~3회
 -강의형, 참여형, 연극제

참관지 기록 
제출

워크숍
(시강)

1회
(1일)

o 강의시연: 1인당 20~30분
o 1조 2팀으로 진행
o 심사위원 평가 및 팀별 전체 시연자 피드백(1인당 

30분)
 -합격기준: 100점만점 80점 이상

필수
참여  

자료: 인권정책연구소,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과정 결과보고서>, 2014.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의형 교육에서 완전히 탈

피해 토론과 강의에 적용할 사례 발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

법 개발과 참관 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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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심화과정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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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심화과정에의 참여자는 기본과정 수료

자 16명중 13명이었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수료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으

며, 최종 합격자는 9명이었다. 즉 기본과정에 선발된 28명 기준으로 보면 최종

합격자는 32.2%에 불과해 합격률이 매우 낮았다.

심화과정 운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의시연 과정이다. 먼저 강의시연 시간을

기본과정 8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강의시 사

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강의

시연 참가자들은 한 사람당 30분간 상호간 피드백을 주고 받도록 하였으며, 특

히 교육생들의 강의시연을 녹화하여 개별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에도 자신의

강의를 수정·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서울시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위탁받아, 제1기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를 양성한 인권정책연구소는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계획시에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100시간으로 확대

둘째, 전문강사 양성과정 초기 단계에 토론형 워크숍을 도입하여 인권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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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도록 함

셋째,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방법을 서면심사에서 면접심사까지 포

함하는 것으로 확대

넷째, 전문강사 양성과정 연속 프로그램 도입하여 역량있는 인권교육 전문가

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공동체로서 강사풀 확보

2) 2015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2013년에 이어 2014년도에는 추진되

지 못했다. 먼저 직접적인 이유는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 무응찰로 유찰되었기 때문이다. 인권교육단체가 인권강사 양성

사업에 응찰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적은

규모의 예산과 이미 양성된 인권강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2015년에는 강사 관리 방안이 모색되고 예산규모도 증액하여 서울시

2기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운영방법도 2013년에 이어 기본과정 40시간, 심화과정 40시간, 강의

시연의 3단계로 운영하며, 각 과정은 교육과 워크숍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최

종 수료자에게는 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기로 했고, 제1기 강사양성과정 참

여자 중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강사의 경우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2기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기본과정

⇨
심화과정

⇨
강의시연

⇨
인권강사 활동

40시간 40시간
전문가 평가단 

선발
인권교육 주・보조강사 

활동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2015)

2015년 제2기 강사양성과정에 지원한 교육생은 총 102명이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46명이며, 면접통과를 통해 최종선발된 교육생은 30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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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강의시연

에 합격하면 제2기 서울시 인권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표 19 > 제2기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양성 교육 프로그램

분류 내용

워크숍
OT 등록,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 소개

인권 강의 1강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인권의 이해

인권 강의 2강 차별을 통해 본 우리 생활 속의 인권

인권 강의 3강 문화에서의 인권(인권 영화)
인권 강의 4강 인권의 구조

(국.내외 인권레짐-서울시 중심)
인권 강의 5강 국내 인권사례 토론

인권 강의 6강 소수자와 인권

인권강의 참관 2015 서울인권아카데미 강의 2회 참관

워크숍
리빙라이브러리  1기 서울시 인권강사

주제 토론 인권아카데미 참관

인권 강의 7강 아동청소년과 인권

인권 강의 8강 장애인 인권

워크숍 분임토론 서울시 인권과제(심화과정 선발심사)
주제특강 인권과 법

주제특강 인권 운동

주제특강 기업과 인권

교수법 1강 인권교육 방법론

워크숍

교수법 2강 참여형 교육 실습

인권 강의 9강 문화콘텐츠로 인권 접근하기

교수법 3강 교안구성 실습

심포지엄
사회적 소수자 인권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노숙자,성소수자등)
인권강의 10강 젠더와 인권

워크숍 시강 및 평가 인권 강의 시강 및 평가, 강사 선발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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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 인권교육 과제와 전망

1. 교육 대상 및 기간 확대

가. 시민들이 권리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추진

o 현재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제10조에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들만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권리로서 인

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서울시 인권교육은 공무

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시민 대상교육은 극히 일부에게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인권교육은 공직자들이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친화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인권교육정책으로 시

민들이 권리로써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o 시민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제4조 시장의 의무, 제5조 시민의 참여,

제7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2항 4호에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제10조 인권교육, 제11조 인권센터 등이다.

나. 평생교육으로 인권교육 계획 및 실시

o 인권교육은 계속 진보하는 개념, 방법론, 적절한 이행 및 관련 정책들에 대

한 소개와 공유, 인권도시 이상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써 평생교육으로 계

획되어 시민과 공직자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습자에 대한 관점을 가해자/피해자 이분법적 도식에서 탈피하여 접근

o 인권교육에서 학습자를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

어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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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자신이 민원 등을 매개로 인권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데 공무원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실현의 책무자, 선도자의 관점이 필요하다.

3. 교육지원체계 강화

가. 주기적인 교육수요조사 실시

o 교육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수요조사는 실국 등 업무 특

성에 따른 집단별로 해야하고 최소 3년 주기로 전수조사되어야 한다.

공무원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기에 교육의 중복성으로 인한 피로감이 크다.

따라서 연도별 교육목표를 설정해 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업무 특성이 고려

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조사가 실시되어 교

육 효과성이 높은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한다.

나. 표준 및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및 모듈 제시

o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도시 건설이라는 목적 –인권존중의 보편적 문화 건

설을 통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 에 부응한 인권교육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표준 컨텐츠(PPT와 매뉴얼)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컨텐

츠를 주기적으로(3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o 아울러 기본 교육 모듈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된 표준 강

의안을 교육 대상, 장소,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되, 인권교

육시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필수영역과 선택영역들을 구분해 제시함으

로써,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해도 교육생이 공유하거나 인식해야할 필수영역

은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o 대상별, 그리고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와 실습자료를 매년 개발·보급하여

교육의 집중도와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2013~2014년 교육평가와

2014년 교육수요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사례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았다. 특히 2014년에 신설된 간부직 교육 결과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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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대상별 표준강의안 개발 및 보급, 맞춤형 사례 개발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o 모든 인권교육 컨텐츠는 권리와 책임, 상호존중,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o 학습자 중심적이며 학습자 주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

여야 한다.

o 교육 방법도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인권교육의 모듈개발,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노력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특히 2014년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와 연계된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되고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대상별 맞춤형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o 교육 기법은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과 대중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학습자

로 하여금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적인 행동실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

화적이고 예술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o 특히 시민교육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접근성이 높은 예술, 그리고 일상생

활과 연계된 사례와 방법론을 모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4. 인권교육 전문강사 전문성 강화 

가.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체계화

o 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2014년 간부직

교육의 높은 만족도는 강사의 전문성이 핵심 요인이었다. 인권교육의 성패

는 강사의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를 체계적으

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o 인권교육 전문강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과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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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인권포럼이나 워크샵 등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

문강사의 전문성과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나. 서울시와 인권교육 전문강사와의 파트너쉽 형성과 전문강사 위상 강화

o 서울시는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성장·발전해 가는데 주

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권강사는 교육을 매개로 서울 시민

과 공직자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방

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선구자이자 동

반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권교육 전문강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인권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o 이에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양성된 전문강사들에

게 교육 수료증만 발급하는데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전문강사로의 위상 변화

가 필요하다.

5.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o 교육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

으로써 교육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권교육이 시민으로 확대되면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o 서울시 인권교육이 중장기계획에 따라 교육이 연차적 목표, 단계적 전략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중장기 게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시에는 서울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도 포

함시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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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권교육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교육 추진체계 안정화

o 현재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1년 단위로 위탁을 통해 교육기관(단체)을

선정해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의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

램 및 컨텐츠 개발 등이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함을 고려하면 서울시에 인권교육 전담기

관을 설치하여 교육 추진체계를 안정화시킴으로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가

는데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o 빠른 기간내에 교육 전담 기관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인권교육전문기관에의

교육을 위탁하고 그 기간을 2~3년 주기로 해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 및 자치단체 인권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사회 

인권단체와의 굳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교육 추진   

o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위원회 및 관련 교육기관, 시민사회의 인권(교

육)단체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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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접)>, 2014.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014.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015.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인권도시 서울 2년, 과제와

전망>, 2014.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및 교육소위원회 각종 회의자료,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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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2013.

(사)인권정책연구소,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I 최종 결과보고서-중점그룹-”,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2014.

(사)인권정책연구소,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I 강의안>, 2013.

(사)인권정책연구소, <2014 서울인권아카데미 I 강의안>, 2014.

(사)인권정책연구소, <간부직 강의안-인권도시 서울의 이해와 비전>, 2014.8.

(사)인권정책연구소,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I 최종 결과보고서-중점그룹-”,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2014.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문

인권교육 온다, <2015 서울인권아카데미 I-통합인권교육 강의안>, 2015.

한국생산성 본부, <2013 서울인권아카데미 II 강의안>, 2013.

한국생산성 본부, <2014 서울인권아카데미 II 강의안>, 2014.

한국정책개발원, <2015 서울인권아카데미 II 강의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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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 활동1)

박김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Ⅰ. 시작하며

‘서울시가 잘 하면 다른 지역에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난

3년 동안 오직 열정과 소명으로 열심히 달려온 것 같다. 무엇보다 섬세하게 때

로는 엄격하게 카리스마로 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위원장님과 인권위원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이 있었고 때로는 형제들과 만남보다 더 자주 만나며

고민하고, 서로 지지하며 보냈다. 이런 시간 때문에 힘든줄도 모르고 활동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때론 서울시에 실망스럽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가?’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열정을 보며 어떤 일정보다 우선으로

시간을 내놓고 활동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족하

다.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하는 후회도 있고... 뭔가를 깨끗하게 마침표를 찍

지 못하고 정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물론, 1기는 무엇을 마

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해놓는 입장이고 다음 위원들이 하셔야 할 몫임

을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시작을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먼저 개인적 역

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서의 한계점과 제한

된 권한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 현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기도 했다. 임

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 그래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소명감’이다. 서울시인

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사회적 약자), 탈시설 모니터링, 인권교육,

인권헌장 제정, UN인권보고서, 실태조사 과제선정 등 다양한 주제의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본 활동보고서에는 탈시설 소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평

가 만을 담았다. 그동안은 ‘무엇이든지 잘 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의 원년 인

권위원들이다’라는 각오의 징을 가슴속에 하나 박고 살았던 시간이었다. 이제 그

징을 빼놓게 되어 홀가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훗날 평가 할 때 노력했

다는 것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1)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사회적 약자)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장애인 탈시설)
교육, 인권헌장 제정, UN 인권 보고서, 실태조사 과제성정 등 필요시 마다 다양한 주제의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본 활동보고서에는 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평가를 정리하
여 담았다. (편집자 주)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198 -

1.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다.

서울시 인권위원들은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부분들에

서 논의를 거듭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부분에서 여러 약자들의

정책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그 중에 장애인 인권정책은 무엇부터 해야만, 서울

시의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되고 평등한 일상이 될수 있느냐를 논의 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의 모든 공공 문화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

장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지역공동체와 직장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과, 그간의 시설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장애인이 자립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페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서

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기게 되었다. (자료집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p11. p14 그림5)

장애계에서는 오랜 세월 견고하고 거대한 장애인시설정책을 벗어나서,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시작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인권위원들은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제는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

작해야 한다는 것에 인권위원들이 동의하였다. 그래서 장애인 탈시설운동을 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임소연 활동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탈시설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받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탈시설로드맵 관련 의견 작성 : 2013년 4월 8일 
작성자 : 임소연 

○ 2008년 탈시설 욕구조사, 2012년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세부욕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년도 
별로 탈시설 장애인 계획을 수립하여 5년 안에 서울시 시설 거주 장애인의 30%는 지역사
회 전환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탈시설 로드맵 필요. 즉 탈시설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수치
화하여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함. 

- 최근 두드러지는 요구는 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과 함께 ② 지역사회에서 더 이
상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 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함. 

- 시설 입소 대기자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구축해야함. 따라서 입소하려
는 사람들에게 집,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더 이상 시설로 입소하는 상황을 막아야함. 

○ 현재 탈시설지원체계가 지체장애인 중심. 이는 모두 아는 사실. 지적장애, 발달장애 비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

--> 이 역시 중심과제로 탈시설 로드맵을 구성해야함.     
임소연활동가(인권과 장애 발바닥 행동) 제안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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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정책 페러다임 전환

장애인 전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중요 인

권정책으로 탈시설 로드맵 구축(자료집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p38~40)을

결정했다.

  m 탈시설 후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

  - 대상인원 : 600명(5년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 자립지원) 
  -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확대(’13년 177개소 → ’17년 202개소)
     저소득 무주택 노인·장애인용 주택 공급(매년 300호씩 4년간 총 1,200호 공급)
       ✓1인 1실의 개별공간과 식사 및 세탁 등 공공 공간 제공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확대(’13년 60가구 → ’17년 70가구)
       ✓2인 이하 75백만원, 3인 이상 85백만원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단계적 증액(’13년 8백만원 → ’17년 15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로 실질적 자립기반 확립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개발, 상담/취업알선 등 강화

(’13년 5,500명 상담 / 1,000명 취업 → ’17년 7,500명상담 / 1,400명취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강화로 재활치료 및 소득보장(’13년 118개소 → ’17년 140개소)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13년 2,300명 → ’17년 2,700명)

서울시는 2013년 8월 4일 시장방침(제220호 인권담당관)을 발표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의 관리에 있는 43개 장애인시설에서 20%의

장애인 600여 명을 탈시설 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표되기까지는 물론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논란이 많았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계획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서울시는 기존의 방식대로 해오던

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고집하였다. 그래서 서울시 인권위원들은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도하거나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라고 강하게 결의를 보여야만 했다. 결국 인권위원들의 활동으로 ‘탈시설 로드맵

구축’이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발표 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기도 했다. 다

른 지자체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다. 지자체가 탈시설 로드맵을 직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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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장애인 정책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시

설 중심에서 탈시설 중심으로 전환이었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결과는 나오기까지 많은 논

의가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서울시와 장애계가 말하는 탈시설에 대한

개념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비와 일상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법인인 경우에도 이들을 자립생활자 600명

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었다(자료집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p39). 반면 장

애계는 자기 돈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자기 일상을 스스로 통제 할 수가 있

어야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장애인이 탈시설 600명

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장애계는 결국 이것이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가 정리 되지 못하고 계획이 발

표 되었다(자료집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p39).

3. 그 외에도 의미 있는 정책들

1) 장애인 편하게 저상버스 타기

이렇게 중점적인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 시켰고 그 외에

도 장애인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서울시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그 중

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콜택시 확대 등 교통시설 정비(자료집 ‘서

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p28~29) 정책은 최근 들어 ‘무장애버스정류장 만들기’

정비계획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제대

로 탈 수 있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휠체어 공간을 만들고, 저상버스는 그 곳에

바로 주차하여 장애인을 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모바일 앱으로

휠체어장애인이 있는 정류장에 저상버스가 들어오는 시간 번호를 알 수 있게 하

고, 장애인이 자기가 승차할 저상버스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면, 기사가 장애인이

있는 정류장 가까이 정차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진척 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성

과라고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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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추진 계획”에 대한 모니터 계획

1. 모니터 개요
 ○ 추진 내용 : 서울시 인권증진계획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 기간 : 2014년 3월 ~ 12월 (1년 우선 추진)
 ○ 모니터 계획 필요성 
  -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 이행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 

및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모니터 계획 
1) 탈시설 계획 이행에 대한 관련 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의 분기별 사업 보고 (예산집행과 

추진사항) 
 : 관련부서의 반기별 보고를 통해 사업의 양적 보고에 대한 모니터 진행 

2)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및 운영자 면담 및 현장 방문 

2)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 AAC 개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대체 의사소통 방안에 관한(자료집 ‘서울시 인권정

책 기본계획’ pp. 33~34) 정책도 현재 청각장애인 수화소통에 대한 지원뿐만

이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체보조기구

(AAC)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되어 지금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최근 실험적

으로 몇 몇의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에 AAC를 부착하고 말하고자 하

는 내용을 인조음성으로 소통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서울시 인권정

책 기본계획의 성과이다.

4. 장애인 소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계획

서울시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서울시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 활동을 하기로 하였고, 그 중에 중점으로 장애와 이주

그리고 보행권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애

부분에서 탈시설은 중요한 정책이어서 탈시설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

에는 박래군 부위원장과 이형석, 박김영희 위원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각 소위원

회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계획서를 인권위원회의에 제출하였다. 아래는

탈시설 소위원회 모니터링 계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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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면담과 운영자 면담을 통해 사업의 질적평
가 진행

 : 체험홈 이용 후 시설 복귀자에 대한 면담도 별도 진행하여 시설복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면담 시 서울시 인권위원과 관련 민간(장애인 인권단체)단체도 위촉하여 함께 진행. 
3) 평가 지표 개발 
 : 관련부서는 사업 추진 평가와 이용자 및 운영자 면담시 활용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고. 

인권위원들이 이를 활용하여 모니터 시행. 
4)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공개 
 : 탈시설로드맵 추진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관련단체(시설+탈시설지원단체+IL센터 등) TFT를 구성하여 년 1회 회의 진행 
 : 사업 추진내용에 있어 관련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TFT를 운영

5. 탈시설 모니터링 계획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모니터링으로 전환 

이후, 탈시설모니터링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 중인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종사

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운영비의 비리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문경란 위원장님이 서울의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을 우리 인권

위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위원들은 모두 동

의 하였지만, 위원들이 따로 팀을 만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탈시설

소위원회가 인강원 문제만을 집중 하기로 했다.(2014. 4. 14.) 탈시설 소위원회에

홍성수 위원과 장서연 위원과 서울시의 박유경씨가 추가 결합하여 논의를 시작하였

다.

6. 인강원사건에 관한 탈시설 소위원회 활동 보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권고

를 하였고, 서울시인권보호관도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검

찰 조사가 시작 된 상황이었으며, 시설폐쇄조치는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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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청의 의지에 달린 것이었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적 방향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탈시설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위원회는 회의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시설 생활경험의 장애인들, 시설 종사자

들, 탈시설 활동가들, 법률가들과 만나 간담회와 미팅을 진행했다.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은 몇 차례 탈시설 전문 활동가들과 장시간 간담회를 하면서 뿌리

깊은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기존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를 독려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무력

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탈시설 소위원회위원들은 인권위원회의 전 위원들의

관심과 지지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인

권위원들은 인강원이라는 시설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인권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대안의 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램이 있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들은

너무나 바쁜 중에서도 소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아래는 소위원회 회의 자료

이다.

 ○ 제1차 회의

- 일시/장소 : ’14.4.28.(월),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문경란 위원장, 탈시설 소위원회 (박김영희, 박래군, 홍성수,

장서연 위원),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염규홍), 김정하

활동가, 박숙경 경희대 교수

- 주 제

▪인강원의 현 상황 공유 및 정책권고 검토의 필요성 논의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서울시 후속조치에 대한 권고 준비

▪5월 9일 임시회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인강원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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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m 현재 인강원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시설거주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 시설 거주인에 대한 욕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m 권고 여부 논의

   - 인강원 대책위는 서울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서울시가 용납하지 않음을 

복지계에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 서울시가 후속조치의 적절성에 한정한다면 신속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음.
기존 관리감독 규정에 의거, 조사과정, 피해자 보호, 비리법인 감사 등에 관한여 어떤 

감독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관할 하의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관리감독 실태와 관련, 유착관계 특별감사, 인
권침해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회의

- 일시/장소 : ’14.5.1.(화) 20:00, 홍성수 위원 교수실

- 참 석 자 : 탈시설 소위원회 (박김영희, 박래군, 홍성수, 장서연위원)

인권담당관 실무자.

- 주 제

▪인강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브레인스토밍

- 향후계획 : 정책권고 검토를 위한 관련 전문가 면담

▪김정하 (발바닥행동 활동가), 박숙경(경희대 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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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자문내용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前 장애인차별조사팀장)
     - 일시/장소 : ’14.5.7.(수) 10:00,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내용 
       ▸ 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심판 전 선조치 진행 필요성 
       ▸ 업무배제 명령 등 명령을 다양화하고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 
       ▸ 공무원 지도·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관리감독의 소홀 문제
       ▸ 지도·감독·조사 과정의 전문성 및 실효성 담보 필요성

  김정하,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 일시/장소 : ’14.5.8.(목) 11:30, 서울시청
     - 주요내용 : 인권침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대응의 문제점 논의
       ▸ 인권침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인권침해 사건 후 법인이나 재단 이사회 압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 관리 감독의 역할이 있는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 

<주요내용 >

 m 현재 인강원의 현 문제점 공유
   -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가 잘 되지 않아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
   - 법인 자체가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구타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난 등 문제가 총체적인 점

 m 정책권고 방향 브레인스토밍  
   - 인강원 관련해서는 금전적 비리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의 필요성, 욕구조사를 통한 

전원조치, 이후 시설폐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즉각적인 대처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에 대한 권고여야 하는지

 m 정책권고를 위해 확인해야할 점  
   - 책임소재의 명확화 : 시설 소재지가 아닌 법인 소재지가 지도·감독하여 지도·감독 관

할 문제 발생 여부
   - 인권침해가 발생시, 각 책임 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 매뉴얼 유무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당시 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배제 등 
   - 피해자지원프로세스
※ 국가인권위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연구 확인 필요
   -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
   - 시설 감시 방안
   - 사회복지사업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광주시(인화학교 문제) 및 서울시(인강원 문제)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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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시설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인권침해 여부나 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점

     - 일시/장소 : ’14. 6.26.(목) 16:00,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박김영희 위원, 김정하 활동가, 인권담당관 실무자
     - 내     용 
       ▸ 성람, 석암, 인강재단 사건 경과 및 주요 인권침해 내용, 각각 사안에 대한서울시

의 대응 방안 논의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일시/장소 : ’14.5.29.(목) 15:30, 서울시청
     - 내    용 : 광주 인화학교 문제 있어서의 조사 방법 및 광주시 대응 방법 
       ▸ 시설 내 인권피해자들의 조사 또는 사법 절차에서 적절한 협력을 받을 권리 보장
       ▸ 장애별 특성에 맞는 조사도구 개발 등의 조사방법 강구가 필요함

<주요내용 >

 m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시 가해자에 대한 낮은 강도의 처벌,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한계, 사회적 정책의 부재 등

 m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무  
   -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의무
      ▸ 사회복지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체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

 m 정부 대책의 한계
   - 불투명성 : 정부의 ‘시설 이용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조사원, 교육 내용, 조사방식이 

불투명함

○ 제3차 회의

- 일시/장소 : ’14. 5.19.(월) 17:00,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탈시설 소위원회 위원(박김영희, 홍성수, 장서연 위원),

박선희 공감 자원활동가, 인권담당관 실무자

- 주 제

▪공감 자원활동가의 리서치를 통한 정책권고 관련 국가제도 (사회복

지사업법, 정부대책 등)에 대한 비판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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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당사자가 진행하는 시설평가 :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설평가는 사회복지기관
장들의 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함

   -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 대책(2012)’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m 정책적 제언
   -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시설이용자 위주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시설의 폐쇄성 및 비민주성 극복
   -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의 필요성
   - 전문적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
   - 분리규칙이나 보호조치, 실질적 형사 법적 절차 지원,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노력

<주요내용 >

 m 인강원 관련 현재 진행사항 파악
   - 현재 서울시의 인강원 관련 조치 : 이사해임권고

 m 정책권고 검토 필요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로 인해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 
   - 인강원의 경우 그 동안 문제가 적폐되었음에도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아웃’의 대상이 

 ○ 제4차 회의

- 일시/장소 : ’14. 6.11.(수) 09:00,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문경란 위원장, 탈시설 소위원회(박김영희·박래군·장서연·

홍성수 위원), 인권담당관 실무자

- 주 제

▪정책권고 방향 논의 ⇒ 인강원 문제,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서울

시의 조치에 대한 보편적 권고로 결정

         ※ 탈시설 소위의 목적은 ‘탈시설 로드맵 모니터링’이었으나 ‘인강원’ 인권침해 문제로 

인하여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할 시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 검토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함

- 향후계획

▪인권침해 사건의 전개 과정, 서울시의 대응 등에 대한 타임라인 정리

▪인권침해 예방 또는 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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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던 점 등 
     - 인권개선을 위한 방향
 ▸ 현 이사회 이사 퇴출 및 개방형 공익이사 도입

▸ 욕구조사 후 거주인 타시설 이동 후 시설 폐쇄

 m 정책권고 방향 확립
   - 시설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론적 접근 : 행정관청의 역할 정립
 ▸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관련 내용
 ▸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사항
 ▸ 피해자 보호지침의 필요성

제5차 회의

- 일시/장소 : ’14. 8.29.(금) 18:00,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탈시설 소위원회(박김영희·장서연·홍성수) 위원, 인권담당

관 실무자

- 주 제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유형 및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관련 논의

- 향후계획

▪지자체의 권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 정리 (홍성수 위원)

▪기존 경과보고 자료 작성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주요내용 >

 m 정책권고 여부 논의
   - 정책권고 외에 모니터링 등 정책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
▸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이 권고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 인강원 관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 : 욕구조사 프로그램 운영, 법적절차 

착실히 진행 등 
     - 정책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나 아직 2~3가지 점에서 미비한 점이 남아 있는 점 : 진정 

접수 의혹 시의 초기 대응,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적극 조치 등 
▸ 선언적 의미로의 필요성: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

적 의미 및 시설 투쟁에 대한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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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권고 검토결과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유무

-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4년 세부사업별 시행계

획에 엄중한 행정처분과 피해자 지원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 사항 조치 (1-3-1)

   - 인권침해 판정시설 

     ▪ 엄중한 행정처분 : 가해자 행정조치 (종사자는 퇴출, 이용자는 분리 수용),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형사고발, 해당법인 경고조치

     ▪ 인권침해취약시설 주의조치 및 종사자 등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시설별 자체 인권침해 개선계획 수립·이행토록 하고 자치구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및 개선

   - 중대·반복적 인권침해 발생시설 

     ▪ 2차례 이상 반복적 인권침해시설, 집단적 성폭력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법인 설립허가 취소

     ▪ 당해거주시설은 시에서 인수하여 시립시설로 전환 추진 또는 타법인 연계

   - 인권침해 당사자들 욕구반영을 위해 인권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장치마련(주거·
취업 정보 등 제공)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1-3-3)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마련

     ▪ 장애인 인권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거주시설로 분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활용 임시거주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2-1-2)

   - 장애인인권침해사례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

     ▪ 대상 :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 행정조치 

        (현행) 시설장 등 책임자 해임명령, 사직처리

        (보완) 가해자 퇴출,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고발, 해당법인 경고 조치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시스템 운영, 상시 신고체계 유지

   - 시설 내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

   - 자치구 내 장애인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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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매뉴얼>

 ○ 장애인 거주시설 조사과정 개괄

   - 조사의 개관

     ▪ 조사의 법적 성격, 주체, 주기 

   - 조사의 절차

     ▪ 조사의 착수, 조사 방법, 조사의 실시 

   - 조사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역할

     ▪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시설조사 의뢰,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참여 요청, 사전면

담·조사계획 참여, 조사원 구성 및 교육, 역할 분담, 현장조사, 조사결과의 보고

   - 조사결과별 대응 방법

     ▪ 인권침해가 확인되어 전원조치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소송 또는 인권위 

진정 지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예방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연계,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 조사시 유의사항

   - 조사과정의 원칙

     ▪ 시설 유형과 시설 이용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조사원 구성 및 의사소통 도구의 

다양화, 이용인, 운영자, 시설환경 3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조사 진행, 1:1 분리 면접

조사 실시, 긴급한 상황(인권침해 등)일 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 성인지적 관점 

유지, 진정인, 피진정인 등 관계인의 인권존중 등 

   - 인터뷰 시 일반적 유의사항

     ▪ 인터뷰 관련 프로토콜 규정

 ○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가이드라인 유무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매뉴얼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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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권고시의 쟁점

 ○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관련
   -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실효성 여부

   -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권침해 적발 시 행정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관련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

   -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 여부

 ○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 존재 여부
   - 인권침해여부 조사 시 또는 인권침해 판단 이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절차 존재 유무

   -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실효성 여부

(참조: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 인강원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진행 상태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권

위원회의 회의에 장애인복지정책과 윤재삼과장으로부터 두 번에 거쳐 서울시

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고 의지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위원회

가 윤과장에게 인강원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조치 되지 않았음을 지

적하였고, 서울시는 바로 피해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책 권고에 대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애매

한 상황에 놓여졌다. 서울시에서 또 인강원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

는 것에 대해 정책권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있고, 인권침해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지자체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이

드라인도 서울장애인인권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느린 동작이긴 하지만 시설거주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폐쇄조치에 대한 서울시의 의사가 있느냐고 인권위원으로서 물어보면 시장

님, 국장님 모두 폐쇄조치하고 싶어도 법적인 상황이 끝나지를 않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결정이 미뤄지면서 인권위가 정책 권고를 낼 시점을 놓쳐버렸다.

2014년 제4차 임시회의록(2014.9.29.)을 보면 인권위원들의 고민이 보인다.

소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보고받으며 인권위원 모두 깊은 고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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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시인권위원회의 인강원에 대한 결정 사항

결국 권고는 미루고 인강원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당시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서 권고가 나온 것 여기에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

가 나오는 것이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인권위원회 권고가 인강원 같은 인권침해가 더 있을 경우를 대비한 권고가

되려면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3) 서울시가 인강원사건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안 한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권고 시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서울

시가 방관하거나 또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권고 시점이

라고 보기 어렵다.

4) 인강원사건 뿐만이 아닌 서울시가 시설인권침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

하는 선언적인 권고를 인권위원회가 하기에는 이미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있다.

5)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매뉴얼에서 아쉬움 점은 인권침해 사

실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 의심되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없다.

이후 소위원회는 단 한차례 회의를 하지는 못하였다. 인권위원회가 인권헌장

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인권위원회와의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

적으로 의욕이 감소하기도 했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단체의 탈시설 소위원회

가 인강원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어서 위원으로의 활동을 등한시 한 것도 있었

다. 그러나 2015년에 위원회에서 탈시설 소위원회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대로 정리 되지 않은 것인데 급하게 인강원의 상황(2015년 2월)을 간단하게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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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위원회 

2014 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 활동보고

2015년 2월 27일 
작성: 박김영희

- 2013년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2014년 3월 서울

시인권위원회 소위원 (박래군, 박김영희 장서연)활동으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서울시인권위원회 정기 회의에 모니터링 계획 안(첨부)을 제출 함. 2014년

6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에 조사요청을 하는 권고가 나왔고 이에 서울시인권위

원회에서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인지하여 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가 탈시

설모니터링도 중요 하지만 현재 소위원회의 여건 상 탈시설모니터링과 인강원

사건 담당까지는 무리가 됨으로 당장 인강원의 인권유린 현안이 우선 되어 소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여 보고 하기로 결정하였음.(홍성수 위원 결합 함)

이후 인권위원회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음.

- 2차에 걸쳐 장애인복지과과장으로부터 서울시의 조치 과정을 보고 받음 우선

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빠른

시일 내 분리조치 할 것을 요청 함. 이에 서울시는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

지에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 받음.

- 수 차례의 장애인 탈시설 활동가과 간담회 세미나를 하였고 소위원의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인강원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는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만한 방안이 있지를 않았음.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지 않

고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

- 거주인의 전원과 시설폐쇄조치 할 것을 위원회는 요구 하였고, 또한 소위원회

활동으로 장애인복지과 과장과 미팅을 통하여 소송 진행과 전원조치와 폐쇄조

치에 대하여 상황 공유하였음.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권위원

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음. 서울시가 빠른 조치

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권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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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강원 상황은 아래와 같음           

1. 2014년 12월 12일 인강원시설폐쇄처분통지

1) 전원현황

- 전원위원회가 전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원진행 중(참고, 전원위원장은 시설

교남소망의 집 원장 황규만 나머지 전원위원도 시설관계자 임) 거주인 66명

중 전원 되어서 현재 54명 남음 (무연고 14명, 연고 40명)

2) 소송현황

- 보조금환수소송 중

= 보조금환수집행정지신청기각

- 이사전원 해임 명령 진행 중

-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형사소송 진행 중

- 인강원시설폐쇄 취소 진행 중

= 시설폐쇄집행정지신청(선고 안 남)

3) 시, 구

- 시, 구의 담당자가가 모두 바뀜

- 현재 담당자들은 사건 파악 및 전원 파악 못 하고 있음

8. 인강원의 현재 상황 

1) 2015년 상반기 인강원측에서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거주인에게 접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도 도봉구도 너무 무력

한 상태를 보였다.

2) 거주인들의 욕구 파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지원 임성택변호

사와 박숙경교수의 법률검토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재활상담을 계획 하였다.

3) 결국 이것 또한 메르스를 핑계로 미루어졌다.

4) 2015.7. 9.~11. 인강원에 2차 출입을 위한 집행을 행동했으나 진입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도봉구청 과장의 제안에 의해 박필숙 원장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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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3인, 서울시 및 도봉구청 공무원, 김동욱 시의원과 유기훈 구의원,

민간전문가 박숙경 교수와 이주언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인강원과 부모 측

은 무연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상담 실시 거부 및 자신들과 협의

하에 진행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2015. 11월 현재 상황>

1) 대표이사 이승헌(서울시에서 추천한 인사)

2) 법원에서 이승헌 대표이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2015년 11월 9일

인강원으로 이승헌 대표와 염형국 이사 서울시 도봉구 활동가들 인강원 진

입 되어 대표이사 첫 업무를 시작 하였다.

3) 아직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형사상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강원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후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시설인권침해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독려하고 사건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

9. 장애인 탈시설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 장애인의 삶의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부모나 형제에게 의존하거나, 시설

입소하거나, 시설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선택은 이것

뿐이기 때문이다. 인강원 문제는 놀랍지도 않다. 너 나 없이 시설폭력에 너

무 익숙해지고 무디어져서... 시설 대응은 언제나 무력감이다. 사회복지사업

법의 견고함, 지자체의 외면, 대책 없는 현실, ‘인권’이라는 것으로 무엇인가

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탈시설 소위원회 위원들은 많이 찾았다. 법적으

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자주 만났고, 통화하고, 현장의 활동가

들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받았다. 위원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 지치려고 할 때 독려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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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원 아끼지 않으신 열정의 문경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러한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는 장애인정책의 ‘탈시설 페러다임 전

환’이라는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서울인권위원회가 귀하게 뿌린 씨

앗이다. 이것이 장애인의 삶의 선택을 다양화 시키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우리 인권위원들은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과 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현장에서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었다. 그리고 아직 인권적이지 않는

도시인권의 길이 멀기도 하고 상처도 많다. 하지만 개인으로는 함께 치열하

게 고민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분들과 서울시인권위원으로 또 탈시설 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었음에 큰 행복이었다. ‘인생이 절반의 실패와 절반

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지난 3년 서울시인권위원으로의 시간은 ‘성공’

으로 남겨졌다. 고맙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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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우 위원





∎학습하며 성찰하는 인권위원회

- 219 -

학습하며 성찰하는 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보고서 - 

양혜우

Ⅰ. 공부모임 

공부모임 시작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어 온 전 국가인권위 직원을 포

함하여, 인권법학자, 인권연구자, 국제인권 전문가, 장애, 이주, 여성, 노동, 시의

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

는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타 분야의 인권의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현안분

석과 쟁점사항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편이었다. 인권법, 인권이론, 인권정책분

야의 전문가들은 분야별 인권의제에 취약했고, 분야별 전문가들은 인권행정이나

인권의 제도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그리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원들

은 서울시인권기본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

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서울시 행정이 인권프레임에 의해 잘 짜여질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인권레짐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의제와 인권담론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결의하고 공부모임을 꾸렸다. 공부모임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되어 임기가 끝난 2015년 12월까지 이어졌다. 공부모임은 크게 ①인권담론

에 대한 독서토론 ②장애, 노동, 이주, 성소수자 등 분야별 의제 ③인권행정과 인

권제도화 ④혐오발언과 혐오세력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공부모임은 책을 선정한 후 한 두 명이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다함께 토론하는

세미나 방식과 각 의제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안을 듣고 토론하는 강연형

태로 진행되었다.

2014년 12월 인권헌장 파행이후에는 ‘혐오’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고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권연구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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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며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펼쳤다. 이후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모아 공

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공부모임에서 다루어진 주제 가운데 노동인권의제는 인권위의 첫 권고로 이어

졌고, 혐오발언(hate speech)에 관한 주제 외에도 지방의 인권행정과 도시인권

에 관한 주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공부모임 내용

공부모임의 내용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1.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의제별 초청강연

일시 주  제     강 사

2013.10.21. 노동인권 : 다산콜센터 노동인권 사례
김 종진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구원)
2013.11.18. 장애인권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및 탈시설 

운동의 역사
김 정하 

(발바닥행동 활동가)
2014. 3.17. 이주인권  Ⅰ : 신자유주의와 이주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2014. 4.21. 이주인권 Ⅱ : 일본지자체 경험을 통해 본 
서울시의 이주정책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10.20. 성소수자와 인권 Ⅰ : 한국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행정영역을 중심으로

정욜
(동성애인권연대 사무국장)

2014.11.17. 성소수자 인권Ⅱ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발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의제별 세미나는 주로 서울시 인권기본계획의 소수자인권 분야를 선택했다

- 가장 먼저 선정된 주제는 장애인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집단으로 거주해

왔던 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사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

록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탈시설 정책은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개혁안으로 장애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

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위는



∎학습하며 성찰하는 인권위원회

- 221 -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할 인권적 요소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김정하 장애인 인권활동가를 초빙하여 장애인 수용시

설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탈시설의 과제와 장애인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

도적 요인들에 대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두 번째 주제는 이주에 관한 내용이다. 그간 서울시의 이주정책은 주로 투

자자나 교수, 엔지니어 등 서구의 고급인력을 염두에 둔 지원 및 협력사업

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 이후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결혼이민

자를 주요정책 대상으로 삼고 이주민을 위한 지원과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이주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온정

적, 시혜적 관점이 아닌 이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민을 거버넌스의 주

체로 삼는 정책을 펴도록 일본의 외국인 정책 참여 사례를 연구하고, 이후

서울시 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을 위한 추진단에 참여하여 그간의 문제의식

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성소수자 인권은 인권위 내부에서도 종종 이견을 보였던 의제였다. 성소수

자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원

순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소수자 이슈를 논하자는 의견과

인권변호사 출신이 시장인 서울시가 성소수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지자체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인권위에서도 성소수

자 인권에 관한 공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류민희 변호사를 초빙하여 성소수자인권의 발전담론과 국제인권수준에서의

성소수자 권리가 어디까지 왔으며 한국과 서울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부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주제가 서울시장권고와 토론회로 이어진 사례는

노동인권에 관한 의제이다. 박원순시정이 들어서면서 서울시는 비정규직 직

원을 정규직화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외주를 주고 있는 서울시 소속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조장하며, 심각한 수준의 감정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을 통제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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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공부모임에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김종진 연구원을 초청하여 다산콜센터 운영시스템과 노

동인권 침해 사례를 듣고, 서울시에게 다산콜센터에서 발생된 인권침해요소

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권고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산콜센터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시의 개선 책무를 더욱 인지시켰다.

2. 인권 일반 학습 세미나

일시 교 재 발제 

2013. 3.18. 인권의 문법 (조효제 著) 조효제

2013. 4.15. 인권의 문법 (조효제 著) 전체토론

2013. 5.20. 인권철학입문 (크리스토프 멩케. 이른트 폴만, 
정미라 주정립 옮김)

양혜우
(서울시인권위원)

2013. 6.17. 인권의 좌표(제임스 니켈, 조국 옮김) 이성훈(서울시인권위원)
이윤상(시민인권보호관)

2013. 7.15. 인권의 좌표(제임스 니켈, 조국 옮김) 양혜우
(서울시인권위원) 

2013. 8.19.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
(빌덴필즈, 박동천 옮김)

백미순
(서울시 인권위원)

2013. 9.16.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
 (빌덴필즈, 박동천 옮김)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

2015. 1.19. 인권의 대전환 : 국가의 적극적 의무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양혜우(서울시인권위원)
염규홍(시민인권보호관) 

인권일반에 대한 공부는 책을 선정하여 발제하고 모두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첫 강의는 인권위원인 조효제 교수의 저서 ‘인권의 문법’으로 저

자 직강이 있었고, 이후 인권철학입문, 인간이기 때문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

인권의 좌표 등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다. 논의는 폭넓게 이루어져 홉스, 로크

루소, 칸트를 비롯 인권개념이 탄생하게 된 사회계약의 사상사적 흐름과, 20세기

전체주의의 발흥과 함께 전례없는 규모의 인종청소, 세계대전과 같은 비합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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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면서 후퇴되어진 인권과 이를 복원하기 위한 유엔과 인권 규범들, 인권에

관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논쟁, 인권과 사회권, 인권과 민주주의 등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바쁜 일정을 쪼개 틈틈이 읽기

에는 책의 내용이 어려웠고, 독서 분량도 한 달에 한권 혹은 두 달에 한권 분량을

읽어야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3.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 

일 시 주   제 발  제

2014. 5.19. 지방정부와 인권 Ⅰ : 도시와 인권이란? 
반란의 도시(데이빗 하비. 한상연 옮김)

홍성수
(서울시인권위원)

2014. 6.16. 지방정부와 인권 Ⅱ : 인권도시 담론 
김형완 

(서울시인권위원)

2014. 7.21. 지방정부와 인권Ⅲ : 마을 만들기와 인권 
-마을 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성미산 마을살이의 이모저모

유창복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센터장) 
2014. 9.15. 지방정부와 인권 Ⅳ : 공간주권 논의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강현수, 김현경, 문재원 외)
문경란

(서울시인권위 위원장)

인권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온 주제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인권행정과 인권

의 제도화, 인권도시 실현이다. 특히 중앙단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권의 책무 주체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서울시

와 같은 도시차원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의 책무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이 더

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단위의 인권보장 논의는 국민국가의 시민권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치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을

도시차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이에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단위의 시민

권을 무력화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권을 재구성하여 국민이 아닌 이주자

에게도 접근이 허용되는 도시시민권에 대해 공부하고, 공간에 대한 주권의 구성원

리인 공공성, 민주성, 인간성, 생태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위해 홍성수, 김

형완위원이 그간 고민해왔던 의제를 풀어내며 인권도시 도시시민권을 확장해 가기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224 -

위한 서울시의 과제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특히 지방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참여

가 인권도시의 핵심 전제라는 것에 주목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유

창복대표를 초빙하여 성미산의 마을공동체 사례와 서울시 마을지원사업의 현황을

숙지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인권위 창립 2주년 기념식 토론회를 열었다.

4. 혐오표현과 혐오세력에 관한 연구 

일시 주      제 발표 및 토론자

2015.5. 18. 무엇이 혐오표현인가? 발제: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토론: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이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2015.6. 15. 혐오표현의 실태와 문제점

발제: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토론:정혜실(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여성들)

2015.7. 20.
유럽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인권적 한계 

발제: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토론:류민희(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영역별 혐오표현 실태▸성소수자 혐오 표현 실태▸인터넷상의 외국인혐오 문제▸여성혐오표현 실태

 
이종걸(친구사이)
정혜실(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여성들)
김영옥(인권연구소 창)

2015.8. 17. 혐오표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발제: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토론: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이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9. 21. 혐오표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인권법적

고찰
발제: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토론: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2015.10.19.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현황과 실태 ▸여성혐오 김영옥(인권연구소‘창’ 활동가)
▸이주민혐오 정혜실(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여성들)
▸장애혐오 박김영희(서울시인권위원)

▸성소수자혐오
이나라(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이종걸(친구사이)
나  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 11.16.

▸운동의 전략과 소수자의 목소리 키우기 류민희(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혐오규제의 규범적 적절성과 기준사례 김형완(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혐오와 인권의 패러다임 담론 및 사례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
▸대학 내 혐오실태 김  호(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습하며 성찰하는 인권위원회

- 225 -

일시 주제  발제 및 토론

2014. 4.12.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운영방안 발제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2014. 6.20.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서울시 적용방안
발제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2014. 8.22. 서울시 민선 6기 시정과 인권행정
발제 : 서왕진(서울시 정책수석비서관)
토론 : 이성훈(서울시인권위원) 
       김종철(서대문구 인권위원장)      

2014. 9.19. 지방정부의 인권레짐

발제 : 김형완 (서울시인권위원)
토론 : 박경신(성북구 인권위원장)
       은우근 (광주대신문방송학과 교수)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인권헌장제정을 반대하며 공청회장을 무단으로 점거, 난동을 부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가해온 혐오세력의 광기를 지켜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며 고통스러운 일

이었다.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 끊는 단식농성장 앞에서의 폭

식투쟁을 벌인 집단들은 또 어떠했는가? 인권위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

해, 관용과 공감이 있어야할 자리에 무차별한 언어폭력과 혐오, 광기가 표

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묵인되는 한국사회 현상을 목도하며 한국사회에 만

연하고 있는 혐오표현의 양상을 점검하고 혐오표현의 개념정립과 해결책

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 년간 공부모임의 주제를 혐

오표현(hate speech)으로 설정했다. 공부모임에는 인권위원과 시민인권

보호관, 장애, 이주, 성소수자, 여성, 법률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쟁점별로 그룹을 만들어 그룹 내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와 발제를 준비했다. 한국사회 만연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혐오 현황을 검토했고, 유럽에서는 혐오표현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각 국의 입법례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고찰했다.      

Ⅱ. 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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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발제 및 토론

2014.10.17. 인권이란 무엇인가?
발제 : 정정훈(수유너머N 연구원)
토론 : 이주영(서울대인권센터 전문위원)
       미  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정훈(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

2014.11.21. 세월호와 인권
발제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015. 1.16. 혐오표현과 인권

발제 :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 박경신(성북구 인권위원장)
       최은아(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
       홍성수(서울시인권위원)

2015. 2.27. 존엄이라는 가치로 본 탈시설 자립
생활운동

발제 : 여준민(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토론 : 명  숙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
       염형국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5. 3.20. 인권의 동력, 연대

발제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토론 : 김영옥(이화여대 여성연구원 교수)
       기  선(인권운동 공간 ‘활’ 활동가)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사무국장)
2015. 4.17. 세월호와 인간존엄성

발제 : 황필규(공감변호사)
토론 : 세월호 유가족

2015. 5.22. 한국의 정보인권의 과제
- 유엔프라이버시 논의와 함께

발제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토론 : 오길영(신경대 교수)

2015. 6.20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참여형 및 체험식 인권 교육을 통해 
- 참여형 인권교육의 장단점

진행 : 인권교육센터 ‘들’ (묘랑, 한낱)

2015. 8.21. 삶의 총체성 : 일상공간의 인권
발제 :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015. 9.18. 청소년 인권

발제 : 공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토론 :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
       따이루(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쥬리(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5.10.16. 성적자기 결정권
발제 :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부소장)
토론 : 권인숙(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교수)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5.11.20. 노인인권
발제 : 김영옥(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토론 : 김세영(신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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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제 장소

2013. 1.4.

-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 소위원회 구성
   보행권:박김영희, 조효제, 이남신,이형석,선상규
   이주:백미순, 장서연, 이성훈, 양혜우 
   인권교육:강남식, 김형완, 박래군, 백미순
   홍보:장서연, 홍성수

서울시 서소문별관

2013.2.21.

- 서울시인권위원회와 서울시와의 관계설정
- 인권위 1박2일 웍샵 준비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역할 배분
- 인권위 공부모임 구성
-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 확보와 정규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
- 인권조례 시행규칙의 문제점 
- 공무원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론 

그동안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인권전담기구와 시민사회와의

네크워크가 붕괴되었다.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담론에 대한 사회적 공론

화를 모색하여 인권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인권활동가와 연구자, 공무원의 참

여를 통해 현장과 이론 행정의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공론의 장을 마

련하고자 인권포럼을 구성했다. 준비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운영위

회의를 통해 세미나 주제와 발제자가 결정되었다. 인권포럼에서는 인권교육, 청

소년인권, 노인인권, 정보인권, 장애인권, 성소수자 인권, 세월호와 인권등 폭넓

은 인권의제가 다뤄졌으며, 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도 함께 전해졌다. 그

러나 아쉬운 점은 기대만큼 발제 준비와 토론이 충실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인

권헌장 파행 이후 서울시인권위의 역동성 하락과 함께 포럼의 동력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포럼의 주동력이 되어야할 인권운동과 이론진영이 계속 손

님의 역할에 머무르며 공론의 장에 나오지 못한 것도 포럼의 운영이 불안한 이

유 중 하나였다.

Ⅲ. 웍크샵

인권위 웍샵 및 간담회는 총 6회 개최되었고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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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6. -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 친목도모

서울시공무원서천연수원

2014. 1.11.

- 울산, 광주 인권위 활동 공유
- 소위원회 활동보고
- 인권단체 교육역량강화 방안
- 국가인권위 사례에 반추하여 인권위의 지속 가능성 모색
- 인권위원회 사무처의 구성의 필요성 논의
- 인권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논의

서울시우면동 인재개발원

2014. 5.9.

- 백서집필계획
- 세미나 주제 설정 및 활성화 방안
- 지자체와 서울시 인권위와의 관계  
-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관계와 대안마련
- 조례 개정을 포함한 장기적 대안마련
-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 사명과 과제 

서울시정연구원

2014. 9.29. -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프레지던트호텔 회의실

2014.12.22. - 위원회 역할과 활동 논의 서울시 서소문 별관

2015. 2.27.
- 소위 활동보고 
- 인권위원회 진로와 방향모색
- 백서발간논의

서울시 NPO 센터

‣ 논의 1 : 소위원회 활동

인권위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

록 감시・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모니터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권

기본계획 중 핵심분야인 소수자인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애인 보행권과 이주

에 관한 소위가 구성되었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지원・자문하기 위해서는 교육소

위가, 홍보를 위해서 홍보 소위가 구성되었다.

소위를 구성한 초기에는 자체적인 모임을 갖고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높은

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서울시에 자문, 심의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초기에 구

성한 소위 활동보다는 서울시의 요구나 시급한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멤버를 교체, 재편성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보행권 모니터링 소위

는 서울시 인강원 사태가 터지면서 박김영희, 박래군, 장서연으로 새롭게 멤버를

재구성한 후 탈시설을 위한 모니터링소위로 전환했으며, 인권교육이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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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권교육 모니터링 소위가 새로이 꾸려졌고, 인권

헌장제정을 위해서 문경란, 김형완, 홍성수, 조효제, 박래군위원이 참여하는 인

권헌장 소위가 구성되었다. 또한 UN인권도시보고를 위한 UN보고서 소위, 백서

소위가 백미순위원 주도로 이루어졌고, 실태조사과제 자문 소위가 한시적으로 운

영되었다. 이주소위는 서울시 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을 위한 추진단 모임에 참여

하면서 모니터링 역할보다는 지원과 협력으로 전환하는 등 초기 설정했던 역할

은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과 과제에 따라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역할조정은

웍샵을 통해 조율되고 논의되었다.

‣ 논의 2 : 지방 자치단체의 인권보장기구 역할과 인권위원회의 과제 

인권위 웍샵 논의사항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 주제는 인권행정의 제도화이

다. 특히 인권감시기구로서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규직화는 회의 때마다 등장한 중요한 화두였다. 특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절감

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느끼며 민주적 민・관 거버넌스 모델

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중지를 모아갔다. 이를 위해 서울시 인권조례와

시행규칙의 문제점 검토와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되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김형완

위원의 활동보고서에 잘 수록되어 있다.

‣ 논의 3 : 인권위원회의 진로와 방향 모색

인권위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사안은 인권위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

시와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유지, 서울시 행정을 바꾸어나가는데 기여해야한다

는 입장과 행정청은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닌 주체로 인권침해 가해자로 볼 수

있는데 인권행정의 거버넌스가 가능하겠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견제와 감시역할

에 더 충실해야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어느 한 가지 기능을 선택하기보

다 비판과 협조의 두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특히 조례상 보장된 인권

위의 시장에 대한 권고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임기

3년 동안 두 번밖에 권고하지 못했고, 인권헌장제정 선포를 촉구하는 두 번째

권고는 임기 끝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가 편의에 따라

권고에 응답하는 것을 보며 인권위의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기능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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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Ⅳ. 평가

인권위원회는 연 4회의 정기회의와 8회의 임시회의외에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저녁 공부모임을 통해 인권담론과 인권행정의 과제, 소수자인권 의제 등을 공부

해 왔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

께 사회현안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인권의제 등을 공부해왔다. 공부모임에는 인권

위원 7~8명을 포함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했고, 혐오발언을 주제로 한 세

미나에서는 시민사회단체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했다. 공부모임의 초기 출

석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두 세 위원만 빠지지 않고 성

실하게 출석한 반면 나머지 위원들은 불규칙적으로 참석하거나 아예 불참했다.

포럼 역시 위원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매월 회의와 공부모임, 잦은 소위 회의와

자문 등으로 많은 시간을 서울시 인권행정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서울시 인권담당 공무원들의 참여 부재이

다. 인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핵심과제로 떠오르

고 있는 인권의제들을 각 인권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행정적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

었는데도 말이다.

세미나와 포럼을 위해서 서울시는 매회 도시락과 발제자 섭외, 자료들을 준비

해 주었고, 외부강사들에게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불했다. 공부모임 중 불편한 점

이 있다면 밤 10시면 어김없이 소등이 되는 바람에 서둘러 논의를 중단하고 퇴

실해야했던 일이나 한겨울 난방이 꺼진 방에서 추위에 떨어야했던 것들이다. 그

럼에도 위원들과 함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각자 살아온 삶의 족적을 나눌

수 있었던 공부모임의 즐거움과,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인권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의 얘기들은 인권위 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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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위원회 역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현재 서울시는 인권행정 실무 전반을 맡고 있는 인권담당관, 개별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조사·구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그리고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는 인권위원회를 기틀로 인권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 분

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울시에서 지난 3년 간 인권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분야별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협력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초기 인권행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5

개 정책 목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고, 인권담당관

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과 핵심 정책목표도 확정할 수 있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것은 서울시가 거의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후 서울시의 인권

정책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수원시 등에 전파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큰 업적은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정립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인권기본개념 정립, 인권인식 개선, 인권감수성 향상 등 교육 내

용을 자문하였고,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으로 효율적 인권교육을 위한 과정을 제

시하였으며, 지속적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여 자문

하는 등 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전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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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진전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취는, 유엔에서 발간한 ‘지방정부

와 인권’ 보고서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되는 등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행

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자 인권개선 권고를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현장방문 등의 다각도의 검토를 거치고 권고 준비하여

2014년 2월 권고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는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감정노동․근로환경 등 6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여

성희롱, 폭언 및 욕설 등 악성․강성 민원 대응 강화 등 합리적 업무조정에 기여

하였다. 위와 같은 인권개선 권고는 행정 주체의 관성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외부

인권전문가의 눈에서 서울시정 중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서울시가 적극 받아들인 민관협력의 좋은 예이다.

이 외에도 충남인권위원회와 업무협력양해각서 체결(’15. 3.), 서울․광주․

강원․충남 인권위원회 간담회(’15. 10.)를 통한 최초로 지자체 인권위원회 간

간담회 추진,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각종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인권행정 발전 도모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

축의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2012년,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시작할 때만해도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실

현되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인권행정 과제는 매우 산적해있었다.

비록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 지난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서울시의 인

권행정이 여느 지자체보다도 활발히 추진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물론 서울만큼 큰 대도시에서 최초로 인권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

움도 분명 존재하였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다수 참여하여 밑그림부터 그렸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다만, 행정의 입장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긴장이 존재했고, 이후 행정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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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사이에 거버넌스와 협력관계에 있어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는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면밀한 접근을 통해 여러 시민에게 다가서

야 함을 알려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여러 시행착오도 분명 존재했지

만, 추후 인권행정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열정적인 활약이 거름이 되어 서울시 인권

행정은 단단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이제까지 쌓아올린 인권위

원회 업적과 더불어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동반자

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인권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

하여 인권정책의 참여와 소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면 서울시 인권행정을

더욱 더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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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 제1기 서울시인권위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 문제의 제기-시민권의 딜레마와 이중과제

주지하다시피 근대는 국민국가의 출현과 함께 했다. 국민국가는 새로이 ‘시민’

을 주권자의 자리에 앉히는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를 해체시키면서 자기 통치기

반을 확장했다. 시민은 ‘자유로운 개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자유로운 개인

중심의 사회란, 자유를 기치로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

회를 말한다. ‘자유로운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경쟁과 효율의 주체로서의 개인

은 있을지언정, 협동과 연대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주체’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

이란 사회적 협동과 연대로부터 일탈된 왜소한 단독자를 의미할 뿐이다. 인간이

본디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대의 주체는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르며,

설혹 실재한다 하더라도 그는 언뜻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고립됨으로 인해

부자유하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비록 형식적일망정 자유권를 중시하고 사회권

을 소홀히 하는 자기모순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민

국가와 사회의 길항역사를 감안해보더라도 오늘날 ‘국가’와 ‘사회’는 본성상 그리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권의 딜레마로 수렴된다.

시민권은 당초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 점에서

분명 진보적이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 권리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반동적이다. 인권이 시민권에 머무는 한,

‘모든 사람’이라는 형용은 사실 현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공의 것에 불과하

다. 더구나 예나지금이나 국가의 관심은 통치와 동원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시민)사회적이다. 현실에서는 개인의 자유마저도 국가의 통치와 동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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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만 보장되기 십상이다.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

으로 국가의 관용만큼 인권이 시혜된다. 법치주의가 근저부터 흔들리는 이 땅에

선 그나마 시민권조차 위태롭기 짝이 없다.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종종

방기되며, 정작 주권자보다 국가(권력) 스스로의 존엄성 실현에 집중한다.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의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는 무력화되곤 한다. 오늘날 국가는 이

상적으로는 인권보호자인데, 정작 현실에선 인권침해의 가장 강력한 장본인이라

는 역설적인 운명을 갖는다.

근대 국민국가는 시민을 끊임없이 동원형 ‘국민’과 파편화 된 ‘개인’으로 해체

시키면서 지배력을 확보했다. 여기서 시민의 국민으로의 편입은 국가의 요구였

고, 시민의 개인으로의 해체는 시장의 요구였다. 자유시장주의가 촉발한 방임형

개인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개인으로의 해체를 극단화시켰다. 이제 시민은

없고 동원형 국민과 무력화된 개인만 존재할 뿐이다. 인권은 애초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협의로는 법치주의, 광의로는 민주공화주의)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창설되었으나,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시민성을 회복하고 시민적 주체로서 제자

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인권은 이중전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해체위

기에 처한 시민사회의 복원을 위해 한편으론 국가에 대해, 다른 한편으론 시장에

대하여 시민권적 보장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즉 불안정한 시민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시민권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

야만 하는 이중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셈이다.

2. 인권보장기구의 창설과 그 특성

계몽주의시대의 1세대 고전인권담론은 수백 년의 부침을 거쳐, 특히 전후 양

차세계대전에 대한 총체적 성찰로서 2세대 인권담론으로 진화하였고, 이에 기반

하여 국제인권레짐이 구축되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전후 야심차게 전개되어 온 국제인권레짐의 원심론적 확장은, 한층 더 개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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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보장 책무체제 강화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인권실현의 내실화를 위해

다시 구심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획,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국가인권기

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경험은 중앙정부 중심

적인 인권적 개입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인권기구가 실효적으로 활동하

기 위한 대전제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기구가 기존 국가기구와

의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예컨대 폴란드의 초대 인권

옴부즈맨이었던 에바 레토브스카(Ewa Letowska)는 “인권기구는 체제가 도저

히 환영할 수 없는 뜻밖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인권기구의 본질로 인하여 어떤

권력에게든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

다”고 하였으며, 뉴질랜드 인권위가 2000년도에 발간한 ‘Consistency 2000’의

표지에 “이 보고서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밝힌 바도

있다. 호주는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자 인권위원회 예산이 40% 삭감되기도

하였으며,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인권기구(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의 폐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명박 정부에

서 독립기구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약 30%에 달하는

인력과 조직을 감축 당하였다. 인권기구의 쓴 소리를 마땅치 않아 하는 국가권력

의 견제는 인권기구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까

닭에 국내적으로도 결국 광범위한 시민적 참여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인권역량만

이 제도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인 토대임이 새삼 확인되었고, 또한 동

시에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에 대한 인권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인권

의 주류화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 각성되었다. 이제 인권의 보장체제는 원

심력적인 확장성과 구심력적인 심화가 교차하면서 보다 내실을 꾀하는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내외로부터 그 효력의 실제화를 위해 종종 권력작용에 의존하

고자 하는 관성을 갖는다. 특히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직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는 그 역할의 대체재로서 국가인권기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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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성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력작용은 본질적으로 인권적

권리구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인권적 권리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적 권리구제와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사전예방적 권리구제로서의 특

징을 갖는다. 사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서사와

맥락에 주목하여야만 인권적 권리구제의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은 실정법적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실

현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충족’이다. 이것을 조효제는 인권

의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3. 지자체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의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또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인권체제는 어떻게 가능

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

람직한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마침 세계적 차원에서도 인권보

호와 인권증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제24차

UN인권이사회(2013. 9.)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정한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27차 UN인

권이사회(2014. 9.)에서는 제24차 결의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시도 이에 참여한 바 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인권과 관련하

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정립과 입법

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중앙집중

적 체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으로 묶여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지방화, 분권화로의 진전은 민주주의의 발전 추세와 맞물

려, 당위론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인

권, 또는 도시에서의 인권과 같은 국제적 흐름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국제적 체제도 국가와 국가 간의 네트워크중심에서 점차 도시와 도시간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 인권도시, 지

자체 인권레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지자체 인권레짐의 확장은



∎ 서울특별시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 243 -

일단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랄 수 있겠다.

지역에서 인권보장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주민주체의 자력화

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도덕성에 기반한 인권중심의 가치

공동체 실현”에 있다. 지역에서 인권중심의 가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국민과

개인으로 왜곡된 ‘시민’을 회복하는 것이자, 동시에 ‘사회(코뮨)의 복원’을 꾀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중앙차원에서 안정화되기 어려운(지속가능성, 접근성, 실효

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인권의 공백을 메우는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체제를 구

축하는 것으로, 이는 역진불가한 인권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권침해의 장본인인 국가로부터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임을 맡기는 딜레마를 극

복하고 완화하는 우회로이기도 하다. 이 구상은 주민참여구조(기획, 입안, 시행,

점검, 평가 등 지자체 업무의 전 과정에 걸친)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인권거버넌

스 창출을 통해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 되는 비전속에

서 실천될 때 비로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확충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제도의 확충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참여에 의해 그 가치가 좌우되기 마련이다. 지자체의 단

체장과 공무원, 지역사회의 관계자 등의 의지와 노력,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실효

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주)민의 인식과 태도, 참여는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결정요인이다.

4.‘생활밀착형 인권’, 인권감수성의 왜곡  

유감스럽게도 지역에서의 인권보장체제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생활밀착형 인

권’이라는 매우 모호하고 정체불명의 개념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주민생활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다 실질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이나 제도, 규범 등을 기

획하자는 취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소위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생활밀착형 인권을 내세우면서 인권을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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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같은 관제주민운동, 또는 시혜성 복지사업의 확대쯤으로 자리매김하는 오

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인권을 행정의 기본가치로 삼

겠다는 것은 “민원 제로 행정구현”,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강화” 따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정은 여전히 시

민대상 관주도, 시민주체의 사상화, 시혜적 행정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 생활밀착인권의 무분별한 남용은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가공권력, 나아가 권

력관계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연성화된 생활준

칙, 윤리규범 쯤으로 탈색시키고 만다.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표현에는, 인권

을 오로지 사적 층위로만 잡아넣어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개인들 간의 이익쟁투를

인권의제로 둔갑시키고 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마치 인권교육보다 인성교육

을 강조하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되면 권력관계는커녕 인권실현의 한 당사자로

서의 책무자는 커튼 속에 숨겨지고, 그야말로 권리들 간의 경합만이 가열돼, 결

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인권 인플레’를 초래함으로써 공동체 파괴적

인, 혼란의 주범으로 인권이 자리를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본디 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권이슈가 사적 공간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이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는 생활

속 인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 관철되고 있는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에 대한 아주 민감한 센서를 가동시킴과 동시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중앙/지방정부)에게, 다음

으로 사회에게 묻는 것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의 복리란, 헌법 제10조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이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실

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국가, 즉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는 당연히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책무가 국가사무이지 지자체

의 사명은 아니”라거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위임한계 내에서만 보조적인 인권

보장책무를 진다”는 식의 인식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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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책무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주업무가 “주민복리 사무

와 재산관리”인만큼 중앙정부와는 달리 ‘인권증진’의 주동력이 될 수 있다. 주민

복리는 안전, 주택(거주), 보건, 위생, 보육, 육아 등등의 업무로 구성된다. 아마

티아 센이나 마사 너스바움의 주장을 빌리자면, 인권침해는 곧 인권주체로서의

역량결핍(또는 상실)을 의미한다. 결핍의 해소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자

체의 인권업무는 대개 ‘결핍에 대한 충족’과 직결되는 범주 속에 있다. 결핍은 인

간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파괴한다. 자존감과 자력화는 인간 정체성

의 핵심요소이다. 자존감과 자력화 야말로 인간존엄성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인데, 이의 실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책임(또는 의무)’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다.

5.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체계 창설과 운영상의 유의점 

그렇다면 중앙정부차원의 인권보장체계와 지방정부차원의 인권보장체계가 그

운용에 있어 어떤 변별점이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인권규범의 원칙

아래 넓게는 시민권의 보장, 좁게는 기본권의 보장을 꾀한다고 할 때, 특히 현금

의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을 감안한다면, 그 활동의 주요한 집중점은 인권옹

호자(HR Defender)로서의 활동으로 모아지고, 이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적이

든, 사후적이든 권리구제 활동으로 나타난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보장체계도

그저 ‘국가인권기구의 지자체 버전’이라고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옹호자’로서의 활

동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다시 말하자면, 지자체가 ‘옹호자’

가 되어 지역주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존중(respect)하고, ‘보호

(Protection)’하며, ‘증진(Promotion)’하는데 주력하면 되는 걸까? 지자체에겐

법적 근거가 없어 권리구제의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제기에는 무엇으로 답

할 것인가. 또 지자체의 인권행정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소위 ‘(인권

적)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보다 더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자체 차원의 인

권보장체계의 사명을 설명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최근 많은 지자체가 저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하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246 -

고, 나아가 인권정책과 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일견 외형상으로는 바람직하고 고

무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심각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레짐의 초기 도입단계이니만큼 여러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 양상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 선

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가 여타 지자체에게 마치 전범처

럼 간주되면서 무차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리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수렴된다.

1)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란, 지자체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존 업무에 부가하여

새로이 ‘인권’이라는 행정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 행정이 법에 근거

한 것이고, 모든 실정법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은 원래 시(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적 명령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많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관계자(심지어 인권단체를 포함해)들이 인권업무를

기존에 해왔던 행정에 새롭게 추가되는 ‘별도의 업무’로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있

다. 그러다 보니 행정청의 자치행정과, 또는 신설된 인권행정전담부서(인권담당

관, 인권팀 따위의)라는 특정부서의 자문기구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결국 인권레짐의 도입이란, 불안정화 된 민주주의체제로 인

해 야기된 이제까지의 권위주의, 관주도주의 등 행정의 일방통행성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행정전반의 철학과 가치를 재정립, 혁신하는 결단이 전

제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비로소 행정의

본질적 사명, 즉 국민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인권기구를 만드는 이유와 그 사명에 대해 새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인권기구를 만들고, 그 본질적 사명은 무엇이며, 이는 행정청의 인권전담부

서와 어떻게 구분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인권기구를 중앙정부든 지방

정부든 행정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



∎ 서울특별시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 247 -

우 이를 충고, 조언,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하는데 있는 것이지, 인권행

정 전담기구를 자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행정을 집행하는 단위와 모니

터링하는 단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권행정의 집행은 당연히 행정청이 맡되,

인권기구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명이 구분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 소속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위에 옵서버(또는 간사)로 참

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행정청 내 인권정책협의회를 주관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의 인권영향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효과를 유인할 수도

있다.

3) 인권기구의 조사권한을 둘러싼 논란이다. 본디 인권기구는 권고기구로서,

행정명령이나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그저 권고일 뿐, 피권고기관 또는 피권고인이 얼마든지 불수용할 수 있는 것이

고, 불수용 했다 해서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권

기구의 조사권이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인권기구가 조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는 동시

에 인권기구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행정적

제재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인권기구의 본질적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4) 인권기구는 말 그대로 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활동을 하는 한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은 제37조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인권기구는 가장 헌법적인

기구이자 헌법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그 정당성을 갖는

다. 따라서 인권기구가 단지 조례에 근거할 뿐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청

이 이의 존폐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248 -

5) 두말할 것도 없이 인권기구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구이다. 인권

보장이란, 첫째 “폭정과 억압”으로부터의 법의 지배에 의한 보호, 즉 법치주의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의 증진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 활동, 둘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

와 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선, 홍보, 협력

등의 인권증진 활동, 마지막으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핍의 해소를

위한 활동(“인권의 웰빙패러다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권적 권리구

제가 사법적 권리구제와 층위를 달리하고 변별화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랄 수

있다. 정의실현을 위한 심판자의 기능은 일회적인 청량감은 줄지언정 선순환적이

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권의 특성에 걸 맞는 새

로운 권리구제의 방법론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예컨대 대안적 갈등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6) 인권레짐은 원칙적으로 규범, 제도, 정책이 ‘성삼위일체’처럼 하나의 유기

적 실체로 구성되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규범만 마련하고 제도와 정책을

소홀히 한다든지, 규범과 제도는 마련했으나 정책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권레짐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크게 훼손한다.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인권레짐

이 이같은 유기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

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규범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각

각을 창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실태조사’와 ‘인권교육’과 ‘주민참

여’의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면 지자체별

특성이 간과되고, 인권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태조사의 결과가 왜곡되게 나타

나기 십상이며,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주)민의

역량강화가 요원해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7) 규범은 제도의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동시에 인권정책의 추진체계가

된다. 제도의 설계는 각 지자체의 콘텍스트(규범, 공무원 및 의회, 시민역량의

수준과 지자체의 지정학적 특성, 단체장의 의지, 기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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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화’가 아닌 ‘최적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지자체 인

권기구가 행정청에 대한 자문역할에 충실하겠다면 인권기구는 이해관계자를 중

심으로 구성하여 인권정책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양상을 선제적으로

최소화시킬수 있으며, 이로써 소모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때 인권

기구는 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영향의 정치’를 통해 인권의 메인스트리밍을 도모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권기구의 창설 목적이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

하여 인권적 모니터링에 충실하려면 인권기구는 ‘워치독(Watch Dog)’의 위상을

확보하고 독립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독임제형(옴부즈만)과 합의제형(위

원회)을 굳이 동시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동시구성을 꾀한다면 두 기구

간의 유기적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실정상 독임제형보다는 합의

제형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인권기구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지에 관해서는 정형화 된 모델이란 없다. 특히나 인권옴부즈만과 같은 독임제

기구와 인권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가 점차 그 형태와 무관하게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옴부즈만 중심의 독임형 기구는 제도와 사람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일정

정도 확보된 토대 위에서나 실효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규범과 제도에 대한 시민적 동의나 합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옴부즈만의 활동

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시민적 신뢰수준이 높다. 이

런 조건에서 옴부즈만은 자기책임 아래 단독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정

에 불복, 저항하거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권력통제(법치주의 실현)의 정도나 법규범에 대한 신뢰수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독임형보다는 합의제형 인권기구

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옴부즈만과 인권위를 양축으로 해

서 복수의 중층적 인권보장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

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라는 가용자원의 한계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두 기구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최선일 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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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창구를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

라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인권

기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인권거버넌스 지향이냐, 모니터링 지향이냐를 가름하

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적 충고와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거버넌스를 인권기구의 기본적 위상으로 상정한다면 기존과 같은 행정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도 얼마든지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럴 때 인권기구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에 합당하도록 사회적 다양성,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

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청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즉 모

니터링기구로서 인권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인권분야를 대표하면

서 그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법치주의

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 법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통적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권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적합한 인권기구는 Watch Dog으로

서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8) 현행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다. 대부분의 지자

체 인권기구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자문기

구로 설치되다 보니 그 권한이나 위상, 역할 수행에 있어 수많은 난맥에 봉착하

고 있다. 인권기구란, 본디 “고도의 전문지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1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동조 2호)하고, 아울러

“주민의 의사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제3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에 근거한 것으로, 그 설

치근거를 확보한 규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116조에 근거

하지 아니하고, 굳이 116조의2를 근거로 인권기구를 단지 자문기구로서 묶어두

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행정편의, 관료중심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되

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자문기구가 아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인권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인권행정의 집행기능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기구가 자문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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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9) 지역인권레짐은 매우 전략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 주체들의

역량과 동원가능한 자원의 수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수

준(=헤게모니)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실현은 일방적인 정당

성의 주창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그 정당성이란, 주체가 소외된

채 외부의 계몽과 강제로 구현되어본들, 그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주체(=시민, 또는 주민)의 자력화’야말로 인권을 스스로 구

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자체 인권기구는 우선 인권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을 인권증진의 주인으로 초대하여 empowering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지

역, 도시공간에서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를 시민 스스로 구현하는데 인권보장의

책무자인 행정청이 그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옹호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을 뛰어 넘

는 고도의 인권정치의 역량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인권의 정치’란, 한마디로 ‘최

고화’가 아니라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백화점식, 인권의제 망라식, 공중전, 이벤트성 행

사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대상별, 영역별 선택과 집중 필요하며, 특히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 능란한 대(지방)의회, 도(시)행정청 공무원 설득 및 역량증진전

략, 여론형성 및 홍보전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10) 지자체인권기구 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지

역, 도시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각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권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권관련 인프라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원동원

의 한계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 인권기구간 협력과 연대의 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전국지자체

인권기구협의회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역/기초 단위를 망라

하는 것은 물론, 합의제와 독임제를 구분할 필요 없이 연대의 폭을 가급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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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간 차등과 왜곡을 해소하고

수평적 연대에 의한 지역인권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인권기구의 ‘유고상황’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기반

으로 국제적 인권도시간 협의체와 같은 네트워크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6. 서울시 인권기구의 분석 및 평가

6-1. 제도 일반

6-1-1. 설치근거(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시 시장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는 2011년 10월 19일 ‘시민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생활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

권조례와 인권헌장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옴부즈맨 임명,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공약하였다. 박원순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에 실무부서인 인권팀을 신

설하는 한편 공약이행에 착수하였다. 또한 서울시 의회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3년 4월경부터 김희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하여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안은 2012년 5월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그해 9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어 9월 28일에 공포 및 시행되

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 서울시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고,

2012년 11월 27일 총15인의 서울시 인권위원1)이 위촉되어 인권위원회의 활동

이 시작되었다. 또한 2013년 1월 공개모집 및 선발과정을 통해 3명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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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시민은 “시에 주소 또는 거

1) 제1기 서울시인권위원회는 문경란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래군(인권활동가), 강남식(젠더), 김형완(인
권거버넌스), 박김영희(장애), 백미순(여성), 양혜우(이주), 이남신(노동), 이성훈(국제인권), 장서연
(성소수자), 조효제(인권이론), 홍성수(인권법), 김영남(서울시의회 의장추천), 김경자(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의장추천), 전효관(서울시혁신기획관, 당연직) 등 총 15인으로 구성,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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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

로 정의하고 있다.

6-1-2. 서울시인권위원회

(1) 권한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에 대한 심의 자문,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 위원장,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한다(서울시인권조례 제14조제2항). 위원회는 시의 자

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

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시에게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제20조제1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서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제15조). 위원자격은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 정부기관이나 비영

리 민간단체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인권의 전문가를 요건으로 한다(제15조제2

항). 다만 위원 중 2인은 서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1인

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시민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혁신기획관)이 참여하며,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자유롭게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

다(제15조제3항). 현재 위원은 15인이며, 여성이 7인으로 젠더밸런스로 보면

47%이다.

(3)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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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6조제2항).

6-1-3. 인권증진업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1)인권교육

서울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제10조제1항), 인권교육체계 마련,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

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인권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과 관련된 조

항은 없지만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인권기구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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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업무 보고 주요 논의내용 기타 의견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

('12.11.27.)

 ○ 인권담당관 사업 업무보고 
 ○ 기본계획 발제(조권중 박사)

○ 기본계획 심의
 - 계획 수립절차 중 실태조사 미흡
 - 심의 12월 or 13년도 여부 논의 
○ 발표시기
 - 가안수준에서 마무리 후 보완 필요 

'12년도
제1차
임시회

(12.11.)

 ○ 13년도 예산 증액 현황 
 ○ 넝마공동체 조사진행  
 ○ 시민인권보호관 채용현황

○ ’13년도 예산 증액 현황  
 - 실태조사 1억 3천(신설), 교육 1억 

2천 및 공모사업 9천만원 증액 등 
총 3억 4천 증액

○ 기본계획 심의 시기 
 - 가안 확정 or 내년 말 수립 논의 
 - 워크숍을 통해 비전, 목표 등 큰 틀 

정리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 전문계약
직화 및 직무 독립성 강
화 방안

○ 용역기간 종료 후 인권정책 
기본계획 반영방안 강구

6-2. 인권위원회 운영 현황 

6-2-1. 회의 개최 현황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2. 11. 27. 제1회 정기회를 개최한 이래 정기회

13회, 임시회 19회, 소위원회 23회가 각각 개최되었다. 소위원회로는 인권헌장

제정 소위,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소위, 탈시설 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가 활동

하였으며, 이외에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소위, UN인권이사회 인권도시 보고서 소

위, 보행권 소위 등의 활동이 추가되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2012 1 1
2013 4 8 5 3
2014 4 6 14 4
2015 4 4 4 1
계 13 19 23 8

6-2-2. 운영실적

(1) 주요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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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분야별 의견 
 - 여성·비정규직·노동 강화, 자치구‧타지

자체 ·국제사회 인권도시 역할필요 

워크숍
예비 소위원회 

('13.1.2.)

○ 기본계획 수립원칙 논의
○ 타 기본계획 있는 분야
 - 인권 분야 정책을 추려 인권 용어로 

재구조화, 인권관점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거나 새로이 추가, 인권적으로 
문제 있는 정책 시정

○ 워크숍 발제
 - 홍성수, 김형완 위원

'13년도
제1차  
임시회/
워크숍
(1.4.)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개선방안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조사결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 인권 메인스트리밍 염두, 실제 실행 

계획에 중점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비전 동의 
 - 구체적 정책 목표 제시 및 기본계획 

완결성을 위한 정책목표별 총론 필요
○ 분과별 중점과제 선정
○ 공청회 개최 결정 및 SNS 활용 홍보 

추진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개선방안
 - 시민인권 조사인력 증원 및 인권센터 

위탁방안 등 

○ 정기회 확정
 - 2/28, 5/23, 9/5, 11/28 

오후 2시
○ 약자 분과 소위 
 - '13.1.21

사회적약자 
'13년도
분과회의
(1.21.)

○ 중점과제 선정 
 - 이주민, 어르신, 여성분야 세부과제 

추가 논의 필요

'13년도
제2차
임시회
(1.24.)

 ○ 2013년도 인권교육 추진계획 
 ○ 인권증진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분과별 소위 개최 중점과제 및 세부과
제 선정 최종 확정 

 - 분과별소위(1.25~30), 위원회 조율
(2.1.~4.), 서울연구원 송부(2.5)

○ 공청회 좌장
 - 문경란 위원장 

'13년도
제1차
정기회
(2.28.)

 ○ 인권증진 지원사업 공모 
 ○ 주거시설 등 행정집행 매뉴얼 추

진 계획

○ 기본계획 세부과제 논의
 - 세부과제 별 5개년 계획에 맞는 목표 

제시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요구 

○ 세미나 정기 개최
○ 위원회 워크숍(4.5~6)
 - 인권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13년도
제3차
임시회
(3.28.)

 ○ 주거시설 등 행정집행 매뉴얼 공
청회 결과 논의 

 ○ 인권교육 관련

○ 인권교육  
 - 교육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 기본계획 세부과제 수립관련 인권위원

과 부서장 회의 개최
 - 이주민(3.6.), 노동(3.12.), 장애인(3.14.)

○ 워크숍 발제
 - 박래군 부위원장, 

홍성수, 김형완 위원

'13년도
교육 소위원회

(4.2.)
○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인권위원

회 위원별 인권강사 추천 

'13년도
제4차
임시회
워크숍

(4.5 .~4.6.)

 ○ 인권교육 추진
 ○ 기본계획 네이밍 및 대표사업 선정

○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논의
○ 기본계획 네이밍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

는 서울, 인권도시 서울의 약속 1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 기본계획 대표사업 선정
 - 인권관점에서 방향을 전환한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 13개 분야 선정

'13년도
제2차

 ○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
 ○ 행정대집행 매뉴얼 

○ 인권행정강령 형식 논의 
  - 선언차원으로 강제성 완화 필요, ○ 행정대집행 매뉴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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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5.30.)

 ○ 인권정책 기본계획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인권교육을 통한 강령 제정 추진 
○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 시장보고회 거쳐 발표 추진
○ 헌장제정 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형완, 조효제, 장서연, 이형석

추진
○ 시행규칙 논의를 위해 안

건 재상정 요청
 

'13년도
교육 소위원회

(5.31.)
 ○ 인권강사풀 분류 기준 등

○ 인권강사풀 분류 기준 등
  - 인권전반을 강의할 일반강사와  

분야별 인권을 강의할 강사 분류  
  - 교육업체에 인권강사풀 50%이상 

활용 추진

'13년도
헌장제정
소위원회
(6.21.)

 ○ 헌장제정 추진시기, 추진단 구성 
등 추진방향 

○ 추진시기
 - 시의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추진방향 : 시민중심
 - 시민이 주체적으로 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 마련 

'13년도
제5차
임시회
(6.21.)

 ○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보고 결과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인권교육 추진사항

○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의 행정지원 

독립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검토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관련
 - 인권헌장 제정시기, 시민중심 

제정방안 추가 논의
○ 인권교육 추진 사항
 - 많은 인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 완화 등을 위해 재공고 추진

'13년도
제6차
임시회
(7.21.)

 ○ 공모사업 및 인권교육 선정 결과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시행규칙 개정안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조사현황

○ 인권교육
 - 2-3과정 통합, 내년도 예산증액
○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직무 활동을 

위한 조치 관련 시민인권보호관 별도 
발제 

'13년도
제3차
정기회
(8.21.)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2차 인권교육기관 선정 및 연찬회 

계획
 ○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시민인권보호

관 활동경과 보고

○ 인권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수립
 - 실태조사 원칙, 기본계획 연관성 등 

홍성수, 장서연 위원 참여
○ 표준강의안 시연회 개최 및 연찬회는 

무기한 연기
○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이행률 확보방안 마련 

'13년도
제7차
임시회
(9.26.)

 ○ 인권교육 모니터링계획 관련 
 ○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이행률 확보방안 
 ○ 인권위원회 활동 등 홍보계획
 ○ 실태조사
 ○ 남산유스호스텔 세계인권선언문 설치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 설문문항 변경필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실태조사 
 - 인권관점에서 초점 명확화 필요, 

인권전문가, 인권위원회 사전 보고 

○ 인권관련 시정 업무 전반 
스크린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
터링 계획 필요

 - 중점사업 위주모니터링 

'13년도
제8차
임시회

(10.23.)

 ○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이행률 확보
방안

 ○ 시정전반 및 인권위원회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방안

○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방안 
 - 보행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이주민 

분야 선정
 - 분야별 소위구성 결과보고서 제출
○ 인권교육 장기계획 수립 
 -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 공모사업 약정해지 관련 
위원회 의견제출

 - 사업약정서 중 ‘정치적 행위’
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

 - 사업약정해지 시 외부 위
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
는 방안 등

'13년도
제4차
정기회
(12.5.)

 ○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문화행사
 ○ 인권교육 모니터링 중간결과
 ○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워크숍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계획

○ 인권문화행사 
 - 인권위 자문 후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 인권교육 모니터링 
 - 강사풀별 모니터링 결과 비교 

○ 공모사업 약정해지 관련 
위원회 의견제출

 - 위원장 대표날인 후 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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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 워크숍
 - 참여자 인권단체, 시민인권보호관 

등 확대, 기본발제 김형완 위원 

○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개
선관련 권고안 작성

 - 초안 작성 소위 운영
 - 외부 전문가 참여

'14년도
제1차

임시회 준비 
워크숍
(1.11.)

 ○ 인권교육 시행 및 모니터링
 ○ 인권위원회 역량 및 위상강화 방안
 ○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 홈페이지 및 인권위원회 홍보방안

○ 인권위원회 역량 및 위상 강화 
 -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및 실태

조사 참고하여 권고사항 발굴 
○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 보행권, 이주민, 탈시설화 해당부서 

업무보고
 -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교육 추가

'14년도
제1차
임시회
(1.28.)

 ○ 인권담당관 현안 업무 보고
 ○ 인권기본계획 핵심업무 보고
 ○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문 검토

○ 인권담당관 현안업무 보고 
 -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증진사업
○ 인권기본계획 핵심업무 보고 
 - 사람 중심의 보행권 등 
○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관련 논의
 - 기자설명회 날짜 확정 등

'14년도
제1차
정기회
(3.6.)

 ○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 업무
보고

 ○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관련 
추진계획 보고

 ○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업무보고

○ 인권정책기본계획 핵심사업 업무보고 
 -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및 이주민 의료

건강 확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패러
다임 전환 등

○ 120다산콜 인건개선 권고 관련 추진계
획 논의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 ’14년도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관련 보고 

○ 2013년 인권교육 평가 결
과보고서 논의

 - 과정 및 평가틀과 내용 
수정·보완논의

○ UN‘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 서울시 활동 성
과 반영 추진

 - 인권활동 현황 및 성과 
정리 후 전문가에게 영
문번역 추진

'14년도
제1차

인권헌장
소위
(3.6.)

 ○ 인권헌장제정 준비단 구성·운영
 ○ 인권헌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인권헌장 권역별 설명회
 ○ 인권헌장 초안 작성방법

○ 제정준비단 구성 방안
 - 소수정예로 구성
○ 헌장초안 작성 논의
○ 권역별 의견수렴 방안 논의
 - 오프라인 및 시장님, 인권홍보 대사 등
○ 제정위원장 위촉 관련
 - 명망있고 실질적으로 헌장제정을 이끌

어 갈 수 있는 인물 추천

'14년도
제1차

교육소위
(3.17.)

 ○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검토

 ○ ’14년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검토
 - 모니터링 결과 내용 세부분석 (전문가 

평가, 설문지, 심층 인터뷰 등)
○ ’14년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 ’13년도 모니터링 사업 검토 토대로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방안 등

UN인권보고서 
소위

('14.3.18.)
 ○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중간보

고서 서울사례 반영 추진

○ 보고서 내용 
 - 서울시의 인권 실행/주류화 추진 상황 및 

배경, 서울시 정책 및 제도, 당면 과제
○ 작성 방안 
 - 소위 위원과 서울시가 함께 작성

'14년도
제2차

인권헌장
소위

(3.20.)

 ○ 헌장 제정의 절차와 일정
 ○ 헌장 내용
 ○ 헌장제정위원회 인선 및 조직
 ○ 인권헌장 홍보 방안

○ 헌장 제정 타임라인 
○ 헌장 초안 작성 
 - 국내외 주요 인권헌장 분류·분석 
 - 준비위에서 인권헌장 초안 작성 
○ 헌장 준비T/F 구성 등
 - 인권헌장제정준비위로 T/F팀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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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8명, 실무형 인선 필요
 - 도시 및 환경 전문가, 사회권 관련 

전문가 섭외 등
○ 시민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
 - 초안 작성 후 이에 맞게 분과 구성
○ 인권헌장 홍보 관련 논의
 - 민간포털 확산위해 저명한 인사 섭외
 - 뉴미디어, 홍보전문가 참여 필요

'14년도
제2차

교육소위
(3.24.)

 ○ ’14년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 1́4년도 모니터링 주요목표선정
 - 업체별 세부평가, 개선사항 발굴 등
○ 모니터링 범위 결정
 - 교육생 전체/부분, 심층인터뷰 대상정
○ 분석모델 개발 검토
 - 설문조사 평가 관련 인권교육 특화 모델 

'14년도
제3차

인권헌장
소위
(4.3.)

 ○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 후보자 
인선

 ○ 국내외 주요 인권헌장 분류 검토 
 ○ 인권헌장 초안 작성방안 논의

○ 헌장제정 준비위원회 후보자 인선
 - 헌장소위 추천 인사, 도시권, 사회적 

경제 전문가 포함
○ 국내외 주요인권헌장 분류 검토
 -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헌장, 광주인권

헌장 등 7개 헌장 구성 체계 및 권리
별 비교 등

○ 인권헌장 초안 작성방안 논의 
 - 수도로서의 대표성, 상징성에 걸맞는 

인권도시로서 솔선수범 의무 규정

'14년도
제3차

교육소위
(4.3.)

 ○ ’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 검토
 ○ ’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
획 논의

○́ 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 검토  
 - 총괄내용 설명 보완 및 중점그룹 설문

지 수정 
○ 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논의
 - 전문가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

'14년도
제2차
임시회
(4.11.)

 ○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관련 보고
 ○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중간보

고서 제출 자료 검토
 ○ ’13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 검토
 ○ 인권담당관 업무 보고 
 ○ 인권위원회 소위별 활동계획 보고

○ 유엔인권이사회 중간보고서 제출 자료 
검토

 - 자료 제출 후 홍보자료로 활용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 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계획, 시민배

심원 모집계획

○ 시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격

리 등 행동 매뉴얼 필요
 -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시

설 인권침해 사례가 근
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모니터링 

'14년도
제4차

인권헌장
소위

(4.17.)

 ○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 시민참
여 분과 구성 등

 ○ 인권헌장 구성체계 및 내용 논의 
 ○ 서울의 특징적인 권리 관련 검토 

방향
 ○ 전문작성 관련 서울의 역사성·특수

성 관련 검토방향 

○ 인권헌장제정위원회 구성 
 - 추천 위원 섭외 조치
 - 시민참여분과에 인권단체 네트워크, 

홍보전문가 등을 섭외함 
○ 인권헌장 구성체계 및 내용 
 - 국내외 인권헌장 권리별 비교자료를 

기초로 전반적 구성 틀 논의
○ 서울의 특징적인 권리 관련
 - 시정운영계획,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분석한 자료 준비

○ 헌장제정 후 시민위원회 
활용 방안 

 - 서울시 인권저변 확산을 
위해 명예시민인권보호
관 등으로 활용

'14년도
제3차
임시회
(5.9.)

 ○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관련 보고 
및 질의응답

 ○ 인권헌장 제정 준비위원회 관련 
논의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 인권헌장 제정 준비위원회 관련 논의 
 - 시민참여분과 구성 계획 등 보고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 인권교육 모니터링,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사업 등 

○ 모니터링 지속 
 -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시

설 인권피해에 대한 모
범적 선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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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제4차

교육소위
(5.28.)

 ○ 인권교육 모니터링 설문지양식
(안) 최종검토

 ○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전 워크숍 
개최 준비 관련 논의

○ 인권교육 모니터링 설문지 양식(안) 
최종검토

 - 교육대상 만족도 설문지(일반/중점) 
양식 및 전문가 평가단/참여강사 모니
터링 보고서 의견수렴 및 최종 확정

○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전 워크숍 개최 
준비 관련 논의

 - 서울 인권아카데미 I/II 추진현황 설명
 - 전문가 평가단 인권/교육 전문가 구성

논의(각 분야별 전문가 3인)
 - 모니터링 사전 워크숍 준비 관련

 

'14년도
제2차
정기회
(6.27.)

 ○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 2014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현황
 ○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관련 
 - 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 모집 현황
 - 시민참여분과 위원 역할 분담 
○ 2014년 인권실태조사 추진현황
 - 진행 상황, 결과 공유 방안 등
○ 인권단체 협력체계 구축 계획
 - 신뢰관계 구축 작업 진행 
 - 인권헌장 의견수렴과 연계방안 등

○ 시민위원회 구성 
 -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상징적 취약집단을 일정비
율로 할당하는 방안 검토

○ 인권단체 간담회
 - 인권헌장 일정에 맞추되, 

인권센터 활동 및 역할 
홍보도 병행

'14년도
제3차
정기회
(8.22.)

 ○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 보고

 ○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추진현황 보고

 ○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검토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
회 운영현황 보고

○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검토 
 - 인권도시로 나아기기 위한 비전수립 

및 분야별 인권 가이드라인, 정책방향 
제시 등

○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관련 
 - 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 구성 결과
 - 시민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결과

○ 소위 활성화 방안
 - 소위활동 활성화 방안 

및 인권담당관의 적절
한 지원 요청

'14년도
제4차
임시회
(9.29.)

 ○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및 
홍보 진행 현황

 ○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보고
 ○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 강조
○ 실태조사 지속성 담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14년도
워크숍
(9.29.)

 ○ 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과제 모니
터링 현황

 ○ 인권위원회 활동 백서 제작 관련 
기획안

 ○ 서울시 인권정책 안정화를 위한 
개선사항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관련 
 - 외국인대표자회의에 대한 인권적 검토 

필요
○ 인권위원회 활동백서 제작 관련 
 - 제작여부 및 방향에 대해 백서 소위원

회를 구성, 논의
○ 서울시 인권정책 안정화를 위한 개선 

사항 논의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위원회 역할논의 

: 독립성 vs 거버넌스
 - 정부와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역할 설정 논의

'14년도
활동보고서 
소위원회
(10.8.)

 ○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방향 
논의

○ 인권위 중간보고서에 대한 검토

'14년도
제4차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외국인’이란 명칭에 대해 추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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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10.27.)

 ○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 현황
 ○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계획
 ○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 

구성·운영 계획

검토해주길 바람
 - 향후 추진 내용 지속적 보고요청
○ 인권단체 간담회와 관련하여 인권단체

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성 
○ 인권비전 학술용역 추진단
 - 시의원 추가
 - 인권위원 참석자 확정  

'14년도
제5차

교육소위
(10.31.)

 ○ 제2기 강사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 제2기 강사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운영
방안 논의 등  

 - 제1기 강사양성과정 성과분석 및 제2기 
강사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 교육생 모집대상 및 선정방법, 과정운
영방안, 수료생활용방안

'14년도
제5차
임시회
(12.1.)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 인권헌장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
과 논의 

 - 안건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서울
시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 

'14년도
제6차
임시회
(12.8.)

 ○ 서울시민 인권헌장 권고

○ 서울시민 인권헌장 권고 내용
 -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절차적 정당성,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내용의 보편타당
성 강조 등

'15년도
워크숍
(2.27.)

○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모니터링 
 - 분야별 과제 모니터링 심화
○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보고서 발간 여부 결정 및 향후 계획 논의
○ 서울시 인권포럼 운영 방안
 - 14년도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5

년에는 더 다야한 시도를 해볼 예정

○ 소위 활성화 방안
 - 소위활동 

'15년도
제1차
정기회
(2.27.)

 ○ 15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 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계획(안) 
 ○「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움 예

산지원 검토 
 ○ 성소수자 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

위 보고
 ○ ‘인권교육 전문가 TF’ 구성계획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

한 비전수립 계획

○ 15년 업무 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 인권헌장 예산 활용 계획 논의  
○ 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 향후 지정 분야 사업에 대한 인권단체

의 의견수렴 및 인권위 자문 우선 실
시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며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 여부는 향후 결정

○ 지난 인권위원회 회의록 
보고 요망

운영 관련 
기획 소위원회

 ○ 2015년 서울시 인권위 활동 관련 
기획회의

○ 지자체 인권위원회 연대 강화 
○ 시민사회 연대 강화
○ 인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5년도
제1차

교육소위
(3.27.)

 ○ 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 및 인권
교육 전문가 T/F 운영방향 논의

○ 15년 인권강사양성과정 준비 방안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사업 추진 시기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검토 

'15년도
제2차
정기회
(4.3.)

 ○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행사 예산 
지원 검토 의견

 ○ 성소수자단체 법인동륵 관련 경위 
보고 

 ○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

○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위 보고
 - 성소자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에

서 법인 등록할 수 있는 방법 적극 검토
○ 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소위에 위임

○ 실태조사 보고서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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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소
 ○ 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

한 비전수립 계획(안)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계획(안)

○ (위원 상정 안건)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안)

 - 인권기구간 연대와 협력 폭 확대 필요성
○ (위원 상정 안건) 타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기획(안)
○ (위원 상정 안건) 혐오표현 토론회 개

최 계획(안)

'15년도
제1차
임시회
(5.8.)

 ○ 15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
원사업 선정 결과보고

 ○ 「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 조사
결과 요약보고 

 ○「미등록 이주아동」학술연구용역 
결과 요약보고

 ○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사항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서 절차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계획(안)
 ○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

론회 개최 계획(안)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 15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보고

 -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효과성 등 
단체의견 수렴을 토대로 질적 평가 방
안 검토

○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사항
 - 작년도 문제점 개선 방안, 금년도 교육 

목표 등 전반적인 교육 계획 보고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 정량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및 핵심과

제에 대한 평가 계획 보고 요청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 조례 18조2항 개정과 관련하여 인권위

원이 제시한 의견을 법무담당관에 제출 

○ 인권위원 해외출장 검토

'15년도
제2차
임시회
(6.3.)

 ○ 15년도 1차 임시회 개최 결과 보고
 ○ 15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

점검 결과보고
 ○ 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

립 연구용역 추진
 ○ ‘인권도시 서울’ 추진계획

○ 15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 권고 내용 및 이행 사항을 널리 시민
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 인권교육 소위와 협의, PPT 시연일정, 

강사풀 명단 검토도 필요

'15년도
제3차
정기회
(7.3.) 

 ○ 서울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
영 추진계획

 ○ '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
링 추진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개선안 논의

○ 서울시 공무원이 인권강사로 양성되도
록 설계

○ 인권교육의 전문성 강화 필요

'15년도
제4차
임시회
(9.3.)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 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 서울시민인권헌장 후속사업 예산 확보 
필요

'15년도
제4차
정기회
(10.1.)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미등록이주아동 보육료지원 추진상황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 시민인권배심제 개선방안
 ○ 4개 광역 지자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계획
 ○ 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등
록이주아동 지원체계를 보다 적극적으
로 추진

○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인권기본조례가 법
률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 필요

○ 지자체 인권기구 및 행정의 협력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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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와 실제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업무와 논의안건 비교 분석

조례 제14조 논의 안건 비고

 1.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기본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핵심사업 업무보고
- 보행권
-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인권헌장 제정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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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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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나 인권
담당관외 부서
가  자문의뢰
한 사항 없음

 정책개선 권고(제17조) 다산콜센터 개선권고,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권고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화, 실효화를 위한 안

건이 많았고, 인권담당관의 업무인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헌장제정과 인

권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이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인권담당관을 제외한 서

울시 각 부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여 심의한 경우

는 없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장애인복지과 등 일부부서가 인권위

의 요청에 의해 현안보고 등을 추진한 사례는 있다. 주로 인권담당관이 보고하는

안건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나 위원이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아직 서울시 인권행정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 활동하

기 보다는 주로 인권담당관의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264 -

울시 인권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여회가 넘는 회의 개최

를 기록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적인 헌신과 사명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서울시 인권행정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서울시인권위의 인적 역량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서울시 인권행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제도적 안정화가 시급

히 이뤄져야 한다.

6-2-3. 제도개선권고

(1) 운영

서울시인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른 지자체 인권위원회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이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가지는 본래의 기본계획

이나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권한으로 볼

수도 있다. 정책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인권옴부즈맨도 가지고 있다. 조

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보호관은 조사결과 시장이 조치할 사항을 센터장

에게 통지시)인권침해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인권옴부즈

맨은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권

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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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고하였다. 상담사들이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 정신적·신체적

위협이 심각하고, 건강권, 인격권, 노동권, 휴식권 침해 등 인권상황이 열악하다

는 이유에서였다.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현장자문 등을 거쳐 전국 최초로 콜

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감정노동·노동환경 등 6

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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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 현재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단계별로 그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 서울시인권기구의 문제점

7-1.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7-1-1. 서울시 전체의 인권자문기구로서의 정체성 미약

안건 중에는 인권담당관을 제외한 각 담당과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권과 관

련된 자문을 요청하여 심의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전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인권의 보

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인권적 고려를 유인하고 있

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물론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위와 위상추락에

따라 이를 지키는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도 인

권과 관련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시 의무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을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7-1-2. 제도개선권고의 체계상 적합성 및 실효성

(가) 체계상 적합성 여부

정책권고권을 심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한 것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구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위원

회는 비상임위원들로 이루어진 기구로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1인 외에는

보조 인력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정책 권고를 위한 조사 및 권고문 작성 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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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고에 대한 이행력 확보수단 미흡

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규정

외 권고사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보고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와 시장 간의 의견조정 과정 등은 어디에도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권고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내용과 같이 정책권고 후 시장의 이행계획 통지,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이유의 통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거부이유의 공표 등이 정책권

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추가되어야 한다.

7-2.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인권센터의 주요업무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같은 조례 제11

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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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

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만 인권센터가 설치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인권기구의 중

요한 사명이자, 전제조건인 독립적 업무수행, 즉 지자체에 대한 watch dog의

역할,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자기성찰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

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고위간부를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진정사

건이 접수되면 상담과 접수창구인 인권담당관(인권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보호관조차도 예비검토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인권기본조례 시

행규칙 제10조제1항), 결국은 이를 통해 곧장 시의 피진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

계자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 진정인의 진정행위가 드러나거나 방해받을 소지

가 있다. 인권센터의 또 하나의 업무인 인권증진업무와 관련해서도 인권담당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지

금과 같은 인권담당관이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은 조속히 시정되어 인권센터

를 조례가 정한 대로 독립시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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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시 인권기구 개선방안

현재 서울시 인권제도는 서울시인권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인권센터 간의 유

기적 연계가 결여되어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조

례에 의해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과 시민

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과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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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대로 가동이 되어야만 인권위원회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인권센터

는 서울시 혁신기획관 산하 인권담당관이 겸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권센터

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역시 시의 공식 직제에 포함되

지 않은 채 임기제지방행정공무원(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총액임금제의 범위 안

에서만 운영되기에 그 직위와 신분의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다. 더구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는 서울시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 간의 유기적 연

계가 매우 미흡하여 서울시 인권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도

를 제고시켜 효과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그 개선의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8-1. 개편의 방향 

서울시 인권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에서 왜 인권제

도를 운영하려는지, 그리고 그 제도운영을 통해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글로

컬리즘으로 표상되는 시대 변화의 추세를 감안하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전략으로서 인권주류화의 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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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지방정부로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면 지자체에서의 인권제도의 안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권제도의 안정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독립성의 강화이다. 지방행정의 자기성찰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시장이나 행정체계의 계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하고, 정례보고서의 발간은 물론 시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권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시 언론에의 공표라든가, 권고 이후 일정 시일 내 이행여부, 이행계획에 대

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2. 단계별 개선 방안

8-2-1. 1단계 : 현 체제 내에서의 개선방안

인권기구의 양 체제인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구조를 변경하

지 않으면서 각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인권기구의 2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독립성 강화방안

(가) 임명절차의 독립성 강화방안(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그 구성원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조직법상 인

권위와 시민인권보호관은 집행부인 시장 소속으로서 시장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 위원은 시

장이 임의로 위촉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기구의 구성원은 의회와 같은 대의기구

에서 임명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나, 현재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위원회와 시

민인권보호관은 시장 소속이므로 의회에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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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

이 안은 두 가지 기구 모두가 인권기구로서 권고권한을 갖고, 인권기구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위해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② 인권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의 추

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인권기구를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운

영하면서 인권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

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임명에 있

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③ 인권보호관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을 서울시

인권기구의 중심축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의 방안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의 조사와 구제 역할을 하고 있어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의회가 임명에 관

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독임제로 운영되어 독립성에 훼손을

받기 쉬우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인권보호관의 해임사유의 명확화

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의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조례

제19조제3항)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해임사유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지방 계약직공무원이므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7조2)의 계약 해지사유를 참고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세

2)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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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유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고도의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성격을 간과하

여 규정된 것으로 그 해임 사유가 너무 완화되어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신

분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

정이나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규정<아래 표 참조)과 비교하면 이는 확실하게 드러

난다. 시민인권보호관의 해임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

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명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임권자와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회가 해임의결을 하도록 하거나, 인권위원회의 해임발의가 있을 경우

에만 시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임권자와 해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옴부즈맨 기구의 해임사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6조제3항, 
제15조제1항)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서울시 학생인권기본조례 제38조제4항)

해임 
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6.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
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
았을 경우

해임 
절차

1.-4.의 사유는 당연 퇴직(자격요건) 1호의 경우 청문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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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기구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대하여 다원

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적

절한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 단체, 노조, 전문가 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

를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를 구성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

다.3) 파리원칙을 구체화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인권기구 등급

기준4)(이하 “ICC 등급기준”이라 한다) 역시 인권기구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ICC 등급기준은 인권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을 사회의 여러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에 여

성참여를 통한 젠더 밸런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 임명절차가 투

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광범위한 협의절차나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

터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5) 구성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젠더 밸런스이다. 특정 성이 과점할 경우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6)

파리원칙이나, ICC 등급기준이 국가인권기구 구성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하더라

도 독립성과 관련된 원칙이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평가

하는 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인권위원회의 구성은 젠더 밸런스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 다양

성 확보방안이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바람직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

용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3)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제1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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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이다. ICC 등급기준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박찬운, ‘스웨덴 인권기구와 파리원칙’, 「법조」통권 680호, 2013.5.
5) 앞의 글, 174면,  2012년 개정된 ICC 등급기준 1.8.
6)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역), 2004.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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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민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의 신설

조례 예시 1

<조례 예시>  

제Ο조(인권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인권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인권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각 호에 서울시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그룹을 명시하면서 사회적 소

수자를 중요 그룹으로 명시한다>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에서 인

권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 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을 각각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

원을 위촉한다.

②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 보장

현재 조례 제15조제2항의 위원 자격요건7)은 인권분야의 전문가(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기구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인권의 전문지식과 관련 없이 사회

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정부 단체, 노조, 철학 및 종교적 사조를 대표하는

자들도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

비율의 할당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③다양성 확보를 위한 성비(젠더 비율) 상한 규정

인권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이 일정비율(보통 2/3)이상을 넘을 수 없

7)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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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진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원성 뿐 아니라 다양성

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당연직 국장위원의 문제

ICC는 “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공무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

야 하며, 특히 정부대표가 조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8)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5조제2항4호는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의결권 관련 제한규정도 없다. 인권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시 소속 공무원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인권관련정책의 논의과정이나 의결시 인권

위원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연직 인권위원

으로서 국장위원제도는 폐지하거나, 위원자격은 유지하더라도 위원회에서의 의결

권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

(2)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의회 및 시장에 대한 보고규정 신설

인권기구는 설립근거 법령에 정부나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

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책임은 보통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로 나타난다.9). 인권

기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의회나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공개되어 그 성과나 활동에 대해 대중으로

부터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위원회든

시민인권보호관이든 그 활동에 대하여 시장이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인권위원회는 애초 심의자문 기구로 설계되었으므로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시민인권보호관의 경우 1년 동안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의회와 임명권자인 시장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 활동을 평가받

는 것이 필요하다.

8) ICC 등급기준 1.9. 
9)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앞의 책, 2004,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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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예시 2

<조례 예시>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와 시장에 대에 특

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시민인권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객관적 외부 평가 실시

인권기구는 기구 설립의 목적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시민들(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10) 이러한 방법의 하

나가 시민으로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제도화된 평가시스템이 없으면, 업무처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유인이 없

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도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에 의한 환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민인권보호관의 업

무는 시민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있고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업무의 성격상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게 가능하므로, 시민들로부터의 평가절차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

이의신청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는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보

호관이 하고, 결정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서 하거

나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3)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인권위원회는 정책권고 후 후속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17조는

“시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계획의 통보절차나, 불수용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가

10) 앞의 책,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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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법 제25조와 같은 불이행이유에 대한 설명과 불수용 이유에 대한 언

론공개와 같은 설득적 절차규정이 조례에 도입되어야 한다.

조례예시 3

<조례 예시>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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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1항에 따른 권고의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
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8-2-2. 2단계 : 기구체계의 변화를 통한 안정화 방안

직접민주주의든, 참여민주주의든, 주민참여 구조(학습과 참여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지역에서의 인권레짐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조례로 서울시 인권기구의 설치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나, 이왕이면 조

속히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인권기구가 설립 운영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례 설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 지위에서 감시

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인권기구는 (예방적)권리구

제의 사명을 맡는다. 인권기구는 합의제 위원회이거나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

독임제기구일 수 있다. 합의제 인권위원회인 경우는 지방정부(행정부)와 지방의

회(입법부) 구조 밖에 두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 기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구 조직을 대표(혹은 옴부즈맨)가 구성하도록 하여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따른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그

에 상응하는 권위의 수준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의 인권기구의 형태는 합의제

인권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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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의제형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기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합의제형 인권위원회를 둔다. 이 인권

위원회는 인권옴부즈맨을 겸임하며, 인권침해사안 등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권

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산하에 조사팀을 둔다.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합의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시장에게 권고한다. 또한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적 기술지원 목적의 방문조사, 정기적인 실

태조사를 실시한다. 현단계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문화, 정치적 안정성 및 다양

성의 확보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이러한 합의제형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에 걸 맞는 형태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결정에

일정 정도의 무게를 줄 수 있다.

(나)위원회의 구성

위원 총수는 홀수로 하되 위원장 포함 9인 내지 11인이 바람직하다. 위원장

은 상임,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5년(또는 6년) 단임제로 한다. 위원장

의 직위는 실국장회의 참석(인권적 정책기획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이 가능해야

하므로 실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부여한다. 위원은 시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시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

하여 시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다)위원회 보좌기구로서 인권센터

인권센터를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위원회 조례”라 함) 제10조11)의 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조례 제10조 단서에 인권위원회를 추가하여 예외적 사무기구 설

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 또는 인권조례에 “인권센터는 위

원회 조례 제10조의 사무기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생각해

11)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

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 277 -

볼 수 있다. 인권센터는 크게 인권보호팀과 인권증진팀으로 구성하고 현재의 시

민인권보호관을 조사관(또는 팀장)으로 배치한다. 과도적으로 인권센터를 민간위

탁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인권보호팀은 인권침해조사

를, 인권증진팀은 정책과 교육 홍보를 담당한다. 필수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민

간 인력으로 충원(과도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충원)하며 적절한 수의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 받아 운영한다. 인권센터장은 인권위원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및 정보공유를 가능

하게 한다.

9. 맺음말

지난 2012년 11월 27일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만 3년의 활동을

마치고 2015년 11월 26일로 임기를 공식 만료하였다. 초대 서울시인권위는 당

시 이명박 정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외적 위상추락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특별한 주목과 기대를 받았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체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에서의 지자체 인권기구의 모범사례로서 서울시인권위

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

라 서울시인권위는, 우선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지난 3년여 동안 총 5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여타 자문기구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적극적 운

영실적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상임 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뛰어 넘는 위원회의

열의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대목이다. 물론 서울시 인권위원 모두의 각별한 사명

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문경란 위원장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기반

한 리더십이 크게 작용하였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서울시인권위가 사실상 수립, 확정한 것을 비롯

하여, 연인원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서울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비록 좌초는 되었지만 서울시민인권헌

장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 방식과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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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였고, 인권포럼과 월례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 전반의 인권역량

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권고와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선포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인권위는 충청남도인권위원회 등 여타 지자체인권

기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에서의 전국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를 강구하고

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밖에도 이주민 대상 사법 통번역사 양성, 돌봄노동자

건강과 직무실태에 대한 지침서 제작, 신촌연세로 보행권회복 프로젝트, 시민인

권배심제도입, 공무언인권행정강령제정 등등 수많은 의제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서울시행정에서의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위계적으로 복속되어 있

는 점과 인권행정의 규범적 근거가 인권기본법과 같은 법률이 아닌 단지 조례로

확보한 한계, 또 그 조례조차도 인권행정의 현실과 실제를 규범문으로 제대로 확

보하지 못한 점, 특히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에 따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의욕만큼의 결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가 서울시인권위 운영상의 쟁점으로 늘 부상하였

고, 그런 만큼 모든 성과와 한계도 그 범주 안에서 생성되었다. 예컨대 거번먼트

(통치)에 익숙한 기존 행정의 관행과 거버넌스(협치)로 유인하려는 서울시인권

위의 노력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긴장과 갈등이 잠재,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다. 이를 돌파하려는 노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다소 긴장과 갈등을 감수하

고라도 ‘계몽과 지적’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이른바 ‘충격요법’이 불가

피하다는 입장과 인권의 주류화는 결국 주체의 자력화에 있는 만큼 서울시행정

청과의 협력적 관계가 불가피하며, 서울시행정청을 인권증진의 주인으로 초대해

야 한다는 성찰적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요컨대 서울시인권행정의 실현을 위해

우선 당장의 시급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고, 이 과정

에서 야기되는 행정청과의 갈등과 긴장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자라면, 후

자는 인권인권의 주류화는 단박에, 초고속으로 성취될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첫술

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비록 답답하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미루고, 우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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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교차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본질적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서울시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워치독(Watch Dog)에 자기사명을 둘 것

인지, 아니면 협력적 인권거버넌스로서의 역할수행을 기본사명으로 삼을 것인지

에 따라 그 바람직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지자체 인권레짐은 이

제 막 창설, 도입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권도시의 선례가 있다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도 있고, 또 “인권은 콘텍스트가 곧 텍스

트”라는 현장성과 구체성의 역동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 인권위의 전범이 될 수

없었다. 이제 초대 서울시인권위 활동을 토대로 지역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해답을 구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

험의 축적, 사려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

계를 창출하는 한편, 동시에 여타 지역 인권기구와의 네트워킹, 나아가 유엔인권

이사회를 비롯한 세계인권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그 상이 갖춰질 것이라

믿는다. 초대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이 모든 성과와 한계를 온전히 제2기 위원회

에게 유산으로 넘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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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인권도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유엔이 인권도시에 관심을 보인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국가간 기구인 유엔은

보통 외교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국제조직이기에 지방정부를 위한 별도의 제

도나 정책이 없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부 또는 하위범주로 간주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유엔의 인권이사회가 2015년 9월 제30차 회기에 산하 인권자문

위원회에가 준비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인권

도시는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의 일부로 유엔 이사회의 인권의제로 정식 데뷔한

셈이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한국정부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2013년 한국정

부는 인권이사회에 자문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인권 역할에 대한 조사연구를 요청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2014년 첫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최종보고서에 해당한

다. 유엔의 관례에 따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국

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의견과 정보

를 취합하였다.1)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5월 광주에서 두번에 걸친 국제 인

권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이 워크샵은 광주광역시

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5월 개최한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중 한국인권재

단과 유엔 자문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전세계의 대

부분 인권도시 대표단과 유엔 인권전문가가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이 포럼은 자

연스럽게 인권도시 경험과 담론의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을 비롯

한 국내의 주요 인권도시 관계자 또한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번 보고

1) 초안 작업반은 인권이사회 24/2 결의에 따라 질문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부했고 22개국, 20개의 
국가인권기구, 10개의 NGO, 12개의 지방정부, 그리고 3개의 국제적, 지역적(regional) 기관으로부터 
총 67개 질문서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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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이 포럼에서의 논의와 한국 등 포럼에 참가한 국가와 도시의 경험이 적

지 않게 반영되었다.

“지방정부와 인권” 유엔 보고서 (A/HRC/30/49)는 먼저 지방정부의 정의를

내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인권 존중, 보호, 실행 의무에서 서로 공통적이면

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당면한 과제를 규명하고 이어 지방차원에서의 다양

한 인권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그리고 특별히 인권도시의 개념과 이행원칙을 소

개하고 지방에서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루고 보범 사

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몇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인권 도시”개념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인권도시를 ‘인권의 지방화를 목표로 국제

적으로 개발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도시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며 인권 원칙에 의해 도덕적, 법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도시’를 인권도시라고 소개하였다. 더 아나가 보고서는 ‘인권도시 개념이

1997년 국제인권시민연합(PDHR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이라는 비영리 국제단체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에서 규범적 개념

으로서 발전되었다.’고 소개하였다.

인권도시의 정의과 개념 및 특성에 대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11년 5월 17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광주인권선언문에서는 인권도시를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

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 도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 사

회,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인권기준과 규범에 기반을 두고 연대의 정신으

로 모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협조하는 지역적 맥락에서의 공유

된 인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은 민

주주의, 참여, 책임 있는 리더십, 투명성, 책무성, 비차별, 역량강화 및 법치주의(rule

of law)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권도시의 개념은 특별히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의 모든 행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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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제를 위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이

고 독립적인 인권보호와 모니터 제도(mechanism)의 중요성과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간,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4년 5월 17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광주인권도시 이행원칙에서는 인권

도시의 이행원칙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비차별과 적극적 우대조치, 사회적 포용과 문화

적 다양성, 참여민주주의와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사회적 정의 및 연대와 지속성, 정치

적 리더십과 제도화, 인권주류화,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조정, 인권교육과훈련, 인권구제

에 대한 권리의 원칙들을 채택했다.’

 
한편 보고서 제62항에서 인권도시 사례로 한국에서는 서울과 성북구, 광주와 충남이

언급되었다.

‘대한민국의 몇몇 지방정부와 도시들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권도시운동을 선

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과 아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첫 번째 인권도시이고 성북구는 서울 같은 대도시 내에서의 자치구(district

city)로써, 충청남도는 도농 복합 도시와 같은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에서 인권도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소개하였다.

서울은 보고서 제63항에서 보고서에 언급된 도시 중 가장 상세하게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 또한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2012년에 시민의 인권 증진 및 보

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시정부 내에 인권부서 설치, 인권 정책, 시민인권보

호관 설치를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주거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주거

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만들었다. 다른 인권 조례로 장애인 인권 증진

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가 있다. 인권 메커니즘으로는 인권 교육 프로

그램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인권부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민배심원제가 있다. 인권 실행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는 모든 행정에서 인권을 주류화

하기 위한 서울시 인권기본계획이 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단체들의 지원과 활동과 공무

원 인권교육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286 -

 

보고서는 결론 및 권고사항에서 다양한 제안을 하였는데 아래에 한국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추려서 소개 한다.  

먼저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과 독립적인 정보제공, 지방정부 성과 평가 역할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지방 공

무원의 경우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 유지를 통해 의사소통과 협력

을 위한 잘 발달된 채널을 갖추는 것이 인권 거버넌스에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세계도시지방자치단체연합(UCLG)같은 국제 도시 네트워크가 툴킷

개발과 연구, P2P(peer-to-peer)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행을 위한 커뮤니티

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의 향유에서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의 증진과 부패

철폐를 위한 통합된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부정부패를 인권의

문제로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권고로 지방정부가 유엔의 인권제도에 참여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사례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

안과 결의안을 지방정부에게도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인권을 위한 이행원칙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그러한 이행원칙 제정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과 기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

지고, 유엔의 인권제도인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조약기구의 권고들을 국내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강력한 도구

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 채택 이후의 과제로 이행원칙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제안은 보통 유엔의 인권 의제 발전 단계에 따른 것으로 보통 실태와 현황

파악에 근거하여 도전과 과제를 찾아내고 이후 보다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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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 규범을 제정하고 이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과 같인 제도를 구축한

다. 인권도시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 현황파악 단계에 넘어 규범제정으로 접어들

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행원칙 제정 과정에서 한국 등 외국의 다양한 경험이

적절히 반영되어 인권도시 확산에 한국의 인권도시가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

도록 한국정부의 역할을 다시 기대해본다.

보고서에서 보듯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서 지방정부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 모델은 한국을 넘

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서울

시는 서울시 인권위와 함께 향후 인권도시를 서울시의 국제협력 의제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의 행정에 유엔의 인권 기반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권이 행정의 전 과정에 녹아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적으

로 일부 사업과 정책에 인권지표와 인권영향 평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지난 3년이 인권위원회와 인권전담 담당관실, 보호관 등 제도적 기

반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질적 효과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

기,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서 해외의 다양한 경험을 배우고 서울시의 경험을 정리해서 외국과 공유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추진할 예정인 지방정부와 인권 이행원칙 논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2016년 한국 정부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인권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맡는다. 즉 유엔에서 개발과 인권분야의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 유엔은 1996년에 이어 20년 만에 제3차 주

거(HABITAT)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11번은 도시화와 주거를 다루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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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서 개최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서울시는 ICLEI 동아시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은 도시와 주거가

인권과 지속가능개발의 프레임 속에서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다. 서울시의 인권도시는 좁은 의미의 인권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및 도시 차원

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만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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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거버넌스 소회

김경자, 김영남, 박래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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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니

김경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시의원)

처음 2014년 7월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이 시작된 후 소관위원회에서 각기

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선택하여 요청하여

적극적의지로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위원회중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각종 공공시설, 청사 등 건물을 짓거나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

직한 활동은 개개 시민의 인권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다양성을 인정받도록하는

것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되어 자발적

으로 선택하여 참여하였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인

권정책이 사실상 후퇴되었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는데 각 분야의 정

부 인권 정책이 사실상 후퇴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박원순의 서울시 인권위원회

가 그 대체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완하리라는 기대와 욕심 때문이었다. 또한 상임

위에서 사전 보고 받은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서 가장 함께하고 싶은 분들

이 참여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서울시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고민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기쁜 일이었다. 선출직 지방의원인 나는 선거가 끝난 후 위원회 안배를

하게 되어 인권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었고 나는 임기중 중간에 참여하여 일

년여를 함께했다.

내가 참여한 2014년 10월은 나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는 시기

였고 연이어 다음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다. 그런

시기적 요인은 아쉬운 부분을 만들었다. 그것은 서울시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과

정의 마지막 단계에 참여함에도 시간적 문제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가

장 힘든 시기에 중재자로서 정무적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

다. 일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고개를 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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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인권헌장 시민위원회의 시민 한분 한분은 지금 이 시대 서울에 살고 있는 소

시민이자 깨어있는 시대의 위대한 리더들이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서울시민 인권 헌장은 시민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모은 서울 시

민의 행복 설계도였다.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계 분들의 폭력적 반 인권적 행태로 인권헌장의 제정 회

의가 마무리 공청회 등에서 번번이 폭행당하고 방해당함에도 무력한 서울시를

보며 속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은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넘어서 서울시의 위상을

낮추는 결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권헌장을 마무리하고 서울시민의 기본 인권 정책

의 방향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뛰어난 인권 전문성과 철학을 갖춘 인권위원들

의 성과로 남고 그 과정에 참여한 서울 시민들의 업적이라고 본다. 인권헌장의

제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모아 인권 지표를 마련한 것이며 인권위원들

은 이를 충실히 마무리 했으나 일부 생각이 다른 분들의 방해로 서울시가 공포

를 하는 형식적 절차만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만

들어 그 결과를 갖추는데 서울시가 절차적 미숙함을 보였지만 성정체성의 다양

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여타의 인권 기본 방향은 서울시민 모두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본다.

또한 관행적 행정 과정에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공공 영역의 인권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 수시로 모이고 학습하고

공유하며 생각을 모으던 모습들을 과연 일반 시민들은 알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바치시며 활동하는 인권위원들의 순수하

고 열정적인 모습들은 보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지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다듬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공무원들의 사고와 업무 행태와 비교하여 월등

하게 앞서가는 전문적 인권과 열정적 활동으로 서울시 인권관련 부서를 사실상

이끌고 방향을 잡다보니 수시로 순환 보직하는 공무원들이 따라오기 힘들어 하

고 부담스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때로 기본 방향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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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못한 서울시 인권행정의 방향을 잡고 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는 성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인권헌장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런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지표석을 만드는 과정에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였음을 감사드린다.

함께 한 시간중 많은 과정이 끊임없이 주저앉고 싶은 순간임에도 묵묵히 시민

의 인권을 고민하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신 문경란 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

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님, 강남식 교수님, 박래군 위원님, 박김영희 위원님, 백

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소장님, 홍성수 교수님, 양혜우 위원님, 이남신 위원

님, 이성훈 위원님, 장서연 변호사님, 김영남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 이시대의

보물 들 이다.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대한민

국 인권을 위해 고생하셔 달라는 염치없는 주문을 드린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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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회

김영남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서울

시의 인권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인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체가 되는 시민의식이나 지방정부

행정의 우선순위에 인권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고 이권 앞에서 인권은 뒷자리로 밀려나기 십상

입니다.

지방정부도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인권관련 사안에서 민주적 절차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

권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서울시 공무원과 관할 기관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공무원들의 업

무 속에서 자연스레 인권이 최우선 가치로 녹아들기 위해 인권교육은 계속 서울

시와 시민사회의 역량이 투여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안들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 인권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서울시가 이해하고 존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인권헌장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의 권고에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 한 서울시의 태도는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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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시의 인권사안에 대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

센터 등이 힘을 합쳐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수립해놓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간다면

서울시의 인권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

및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인권의 경우 등 각기 존재하는 위원회와도 협

력해서 특히 취약한 인권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도 중, 장기적으로 노력해갈 필요

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잘 한 사례에 대해 널리 알려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인

권위원회의 다산콜센터의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권고를 수용하여 일상생활 현장

에서 빈번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

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대한민국 대표의 인권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다른 인권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인권포럼 등의

방법으로 인권행정과 인권도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도해가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활약에 인권위원회의 협력은 매우 필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 1기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끝납니다. 지방정부에서 인권에 관한

민관의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나가기를 기원하며, 1기 인권위원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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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실험, 그리고 가능성 

박래군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인권중심 사람 소장)

같이 못한 미안함

3년의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돌아볼 때 드는 첫 감정은 미안함이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지만,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없었다. 나

는 불성실 위원이었다. 가급적 회의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워낙 바쁜 현

안에 묶여 있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바쁘게 진행되는 일에 대응하기에

급급했던 상황들이 이어졌고 그만큼 위원회에서 역할은 더더욱 해내기가 힘들었

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서울

특별시에 인권행정의 숨길을 불어넣어야 한다, 서울이 바뀌면 전국이 바뀐다는

게 1기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가진 기본 자세였다.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3년

의 시간을 숨 가쁘게 뛰어왔던 게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였다. 서울시 인권위원

회의 성과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남다른 책임감과 열정으로 뛴 결과였다.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1기 위원회)는 2012년 11월 27일 서울시장으

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위촉장

을 수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활동을 해 오신 분들로 구성한 만큼, 서울

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위원회는 출발에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

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위상이 추락했던 사정으로 기대가 컸고, 위

원들의 구성에서 다양한 인권현장에서 활동해온 실력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포진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의 국가인권위원급이라는 세간의 평판이 그런 기대

의 반영이었다. 거기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의 의지도

실렸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에 따라서 인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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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이 신설되었고, 직원들이 배치되었다. 인권센터는 인권담당관이 대신하여 아

직까지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립은 되지 않았지만, 2013년 1월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임명되어서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인권행정을 위한 기본 꼴을 갖추었다.

인권조례만 제정해놓고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 등 조례에 규정된 기구들을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서울시는 최소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행정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갔다.

1기 위원회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인권담당관과 직원이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인권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었다. 직원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

는 없었고, 인권감수성은 제로였다. 인권에 반하는 내용의 안건들이 버젓이 올라

올 때도 있었다. 매번의 회의는 길었고, 치열했다. 초기에 매번의 회의는 4시간

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런 과정이 위원회의 위원들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인권담당관실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이기도 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원들의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위원회를 대하

는 태도도 달라졌다. 하나하나의 안건을 만들고 다듬고 수정하는 어려운 과정들

은 회의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어지는 소위원회 회의, 워크숍 등만 아니라 수시

로 많은 미팅들이 이루어졌다.

인권위원들은 매번의 회의 때마다 수많은 안건들을 검토해야 했다. 인권기본

계획은 제출된 안을 처음부터 손을 다시 봐야 했다. 그래서 2013~17년간의 인

권기본계획은 발표가 늦어졌다. 그만큼 치열하게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들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내용을 수정했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그렇다.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 기관들의 공무원들을 합쳐서 5

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집단을 교육한다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의지만 충만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의지를 갖춘 건 다행이 아닐 수 없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일

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과정에도 1기 위원들의 노력은 각별했다. 직접 교육 내용에 대해서 검

토하고,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워크숍을 열면서 마련해갔다. 교육에도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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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모니터링도 직접 맡아서 해냈다. 이런 과정이 1기 위원회 기간 내내 계속

됐다. 하지만 1기 위원회 약 절반의 전반기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열정에 따라서

인권담당관과 직원들도 함께 호응하면서 초기의 어려움들을 극복해갔다. 서울시

를 인권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경주될 때 1기 인권위원들은

나름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비상임 심의·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인

권행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항한

서울시 인권레짐은 삐거덕거리기도 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국

에서 기대를 넘어서 주목받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갔다. 전국 지자체 인권레짐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될 수

는 없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시민인권헌장 제정

2014년은 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단연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지자체 선거가

있기까지는 위원회 내부에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준비를 했다. 헌장을 제정

하되 몇몇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잘 만드는 헌장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예전

에는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민인권헌장을 만들고자 했다. 시민인권헌장 제정

위원회는 시민위원들과 전문위원들로 구성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위원들이 처

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만들어냈다.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내용의 배치와 문

장 구성 등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냈다. 신청한 시민들 중 150명을 지역과 성별,

연령대별로 추첨에 의해서 선정했고, 30명의 전문위원들을 포진시켰다. 제정위

원회 위원장으로 전 국가인권위원장이셨던 안경환 교수님이 맡아주셨고, 부위원

장은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시민위원들은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민인권헌장을 스스로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냈

다. 토론을 하다 보니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시민 위원들이 인권

교육을 요청해서 그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깐 처음에는 인권의 개

념조차 희미했던 시민위원들은 점차 서울시가 인권도시가 되기 위한 요소들을

찾아갔고, 토론에 의해서 정리해갔다.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인권교육의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밟아서 제정되는 시민인권헌장이라면 이전의 다른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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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시민인권헌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헌장의 존재조차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헌장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 과정은 얼마나 아름다웠

는가. 자발적이고 열의로 충만한 시민위원들의 모습, 다른 생각들을 경청하고 함

께 제안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민주주의 교과서 안에만 있던 숙의민주

주의의 모델이 현실에서 규현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나만의 과장된 인식일까.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시민인권헌장은 토론이 회를 거듭할수록 꼴을 만들어갔다.

그렇지만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은 아름다운 과정만 있지 않았다. 시

민인권헌장을 파탄내기 위해 벼르고 있던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했고, 그들은 시

민위원들의 토론과정에서,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광역토론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인권헌장에는 당연히 차별금지 원칙이 들어가게 된다. 차별금지

원칙이 빠진 시민인권헌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었다. 보수기독교계 세력들은 시민위원들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정체성’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우겨댔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정체성이 제외된 시민인권헌장? 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의 내내 막무가내로 이 부분

을 물고 늘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광역토론은 이들의 방해로 회의가 겨우겨우 진

행되었다. 막바지에 공청회는 아예 이들의 방해 책동으로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공청회장을 장악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고, 공청회 사회

자인 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렸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그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어서는 사회자의 멱

살을 잡고 마이크를 뺏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서울시은 이런 그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서 방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태도가 변해갔다. 서울시로서도 난감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그러지만 서울시장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념이 부족했다. 시민인권헌장 제정 막바지 과정에서 보수 기독교 목사들을 만

난 서울시장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애에 대한 찬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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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묻는 것부터 잘못이었는데 여기에 그대로 반대라고 답한다는 것은 무엇

을 말할까? 사람의 정체성을 찬성이냐 반대냐로 답할 수 있다니, 너무 어처구니

가 없었다. 그 일을 전후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은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시민인권헌장 제정위원회 활동에 비협조 또는

적극적인 방해로 태도를 돌변했다. 그들의 방조에 의해서 공청회는 난장판이 되

었으며, 마지막 시민위원들의 토론회장에서 거수로 차별금지조항에 성정체성이

그대로 있는 원안을 표결 처리하게 되자 이를 적극 막아 나섰다. 갑자기 전원합

의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는 토론을 진행하

던 헌장 제정위원회 문경란 부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기까지 했고, 마지막 회의

에서 시민위원들의 절대 다수에 의해서 이 조항이 채택되자 사실과 다른 보도

자료를 내고 시민인권헌장을 제정 사실 자체마저 부인하려고 했다.

결국 서울시장은 애초의 약속대로 시민들의 힘으로 제정된 시민인권헌장의 선

포를 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초유로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고, 이에 그동안 시장에 우호적이던 시민사회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상

황이 벌어졌다. 결국 시민인권헌장은 시민위원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갖고 선포하

는 것으로 끝났다. 시민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각자 갹출을 해서 비용을 마련하

고 자료도 만들어서 2014년 12월 10일 역사적인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헌장 제

정 과정에서 참여한 시민들에 의해서 서울광장에서 선언되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마지막 회의 참석

하지만 서울시장이 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은 일의 악영향은 대단했다.

역시 서울시만 바라보던 각 지자체들은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면서 차별 사유에

성소수자를 넣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였다. 아니 포기했다. 서울시도 못한 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변명을 하기에 딱 좋은 구실이 생긴 셈이었다. 전

국의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사업들이 유보되거나 폐기되었으니 말이다.

너무도 아쉬운 것은 당시에 그대로 서울시장이 선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인권의 역사에서 한 걸음 진전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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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생각하면 다른 일들보다 먼저 떠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막바지의 그날들은 좌절과

절망, 분노의 나날이기도 했다. 1기 인권위원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심각하게

전원 사퇴를 고려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어려운 고민 끝에 서울시 인권위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았다. 당장의 분노나 절망감보다는 서울시에 인권행정을 뿌리내려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 모든 수모를 이겨내고라도 견디어야 한다는 의지들이었다. 냉랭해진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마음 아팠지만 그것조차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가장 열정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었던 위원장의 고민이 가장 컸다.

누가 그때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온전히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나는 세월호 참

사 1주기 추모행사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지난 4월은 무척이나

힘든 나날이었다.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지난해에 제정된 특별법을 무

력화하기에 혈안이 되었고, 보상금을 풀어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모욕했다. 유가족들이 삭발로 항의하고 도보

행진을 한 뒤에 세월호 참사 1주기는 추모가 아니라 격한 싸움판이 이어졌고,

이 싸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내면서 몸도 힘들

었지만 마음은 더 없이 힘들었다.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인권위원에는 눈 돌릴

겨를조차 없었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이런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

다. 그런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 진행되었고, 이런 나를 서울시 인권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원순 시장도 공격했다. 문경란 위원장이 퀴어 축제

에 참가해서 축사를 한 것도 막말이라면서 역시 임명권자인 박원순 시장을 공격

했다. 대권을 꿈꾸는 시장에게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존재였

을 것이다.

그리고 7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날 자정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구

속되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과 서울구치소에서 보낼 때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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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구속 110일이었던 11

월 2일, 나는 갑자기 감옥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법원이 보석을 허락해주었기 때

문이었다. 그리고 11월 23일 1기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들 대

다수와 인권담당관과 직원들, 시민인권보호관들이 둘러앉았다. 위원들이 갹출해

서 떡도 만들어 나누고,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작은 선물을 나누어주었고, 돌아가

면서 소회를 나누었다. 누구는 눈가에 눈물이 번지기도 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왜 안 그러겠는가. 오로지 열정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서울

시에 인권행정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마치 상임위원들처럼 뛰었던 나날들이 주

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잖은가.

위원회가 출발할 때 기대감을 담아 축하해주었던 시장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

았고, 수고했다는 어떤 말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2기 위원회의 임기가 시작

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2기 위원들에게 인권위원 위촉을 해서 2기 위원회

가 출범한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이대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좌초하고 말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가능성을 남긴 1기 위원회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3년의 노력은 무슨 대단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가

능성을 남겼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에는 인권특별위원회가 설치되기

는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미흡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인권의식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 정

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 정

부가 인권 후퇴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작

용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언론 환경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지

역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취약집단의 조직적인 요

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민간인권단체들의 지자체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다.

그럼에도 1기 위원회는 많은 가능성을 남겼다. 먼저 비상임 심의·자문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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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제대로 구성이 되면 공무원을

선도하고 행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거대한 서울시의 행정

을 3년 만에 바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권교육이나 행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

대로 짚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인권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고,

어쨌건 행정과정에 인권적 마인드를 반영하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다. 또

한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권고가 갖는 효과는 대단했다.

위원회 1호 권고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권분야에서 지자체가 중앙행정, 입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도적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된 공무원 인권교육도 인권행정의 역량을 축적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

지 않을까. 그 외에 성과와 한계를 짚을 것은 많을 것이다.

지금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가능성으로 남았다. 인권도시라는 지향도 가능성으

로 남아 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라는 인권도시 서

울의 지향을 이루기에는 3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 지향

으로 가는 첫발을 디딘 것이고, 초석을 다진 것일 뿐이다. 그에 대한 성과와 한

계를 넘는 일은 이제 뒤를 잇는 2기 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 몫이고, 인권공동체

의 몫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몸담고 있지는 않아도 인권도시 서울을 향한 노

력에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느 날 누가 보더라도 서

울은 인권도시로 잘 성장했다고 할 때 1기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쏟았던 열정과

헌신을 누구라도 기억해준다면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한 사람의 위

원으로 참여했다는 뿌듯함으로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자료  정리 : 이경원, 박유경, 백미순, 양혜우 

•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 인권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 인권위원회 회의요약

• 인권위원회 권고문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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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진 소 속 비 고
(임기)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장

(12.11.27.~15.11.26.)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부위원장

(12.11.27.~15.11.26.)

강남식 한국양성교육평등진흥원 교수 (12.11.27.~15.11.26.)

백미순 (전)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2.11.27.~15.11.26.)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사 (12.11.27.~15.11.26.)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2.11.27.~15.11.26.)

장서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12.11.27.~15.11.26.)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2.11.27.~15.11.26.)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12.11.27.~15.11.26.)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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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진 소 속 비 고
(임기)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2.11.27.~15.11.26.)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2.11.27.~15.11.26.)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2.11.27.~15.11.26.)

김영남 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시의회 추천

(15.2.27.~15.11.26.)

김경자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천)
시의회 추천

(14.9.29.~15.11.26.)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위원

(14.8.22.~15.11.26.)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위원

(12.11.27.~14.6.30.)

이형석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강동)

시의회 추천
(12.11.27.~14.6.30.)

선상규 환경운동연합 대표
시의회 추천

(12.11.2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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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12년 

제1차 정기회 
2012.11.27.

1.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2012-1정-1) 
2.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2012-1정-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 자문 (2012-1정-3)

2012년
제1차 임시회 

2012.12.11.
1. 2013년도 인권담당관 예산 증액 현황보고 (2012-1임-1) 
2.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관련 조사 진행사항 보고 (2012-1임-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 심의 (2012-1임-3)
4. 시민인권보호관 채용보고 (2012-1임-4)

2013년 

제1차 임시회
2013.01.04. 1.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논의 (2013-1임-1)

2013년
제2차 임시회

2013.01.24.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선정 (2013-2임-1)

2013년
제1차 정기회

2013.02.28.
1. 2013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2013-1정-1)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추진 (2013-1정-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1정-3)

2013년
제3차 임시회

2013.03.28. 
1.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관련 (2013-3임-1)
2. 인권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 (2013-3임-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3임-3)

2013년
제4차 임시회

2013.04.05.
~ 04.06.

1. 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 논의 (2013-4임-1)
2.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2013-4임-2)

2013년 

제2차 정기회
2013.05.30.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3-2정-1)
2.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 추진 (2013-2정-2)
3.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2013-2정-3)
4.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2013-2정-4)
5.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2013-2정-5)
6. ｢인권정책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2013-2정-6)

2013년
제5차 임시회

2013.06.21.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보고회 및 정기회 조치사항 보고 (2013-5임-1)
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2013-5임-2)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방안 (2013-5임-3)
4. 인권교육 추진사항 (2013-5임-4)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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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13년 

제6차 임시회
2013.07.19.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심사결과 (2013-6임-1)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2013-6임-2)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2013-6임-3)
4.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2013-6임-4)
5. 인권침해 상담 신청 및 조사 진행 현황 (2013-6임-5)

2013년 

제3차 정기회
2013.08.21.

1.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3-3정-1)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2013-3정-2)
3.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가단 연찬회 추진계획 (2013-3정-3)
4.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경과 및 개선점 (2013-3정-4)

2013년 

제7차 임시회
2013.09.26.

1.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2013-7임-1)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2013-7임-2)
3.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계획 (2013-7임-3)
4. 남산 유스호스텔 세계인권선언문 설치 추진현황 (2013-7임-4)
5. 인권정책 홍보 추진계획 (2013-7임-5)
6. 2013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3-7임-6)
7.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7임-7)

2013년
제8차 임시회

2013.10.23.

1.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임8-1)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2013-임8-2)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정 심의‧자문 등 역할 제고 방안 (2013-임8-3)
4.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3-임8-4)
5. 서울시 인권증진 지원사업 ‘남산 인권숲’의 지원 해지에 관한 건

(2013-임8-5)

2013년
제4차 정기회

2013.12.05.

1.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2013-4정-1)
2. 인권강사 양성과정 위탁업체 선정결과 (2013-4정-2)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실적 중간보고 (2013-4정-3)
4. 인권교육 중장기 실행계획 워크숍 추진계획 (2013-4정-4)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 (2013-4정-5)
6.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안 관련 (2013-4정-6)

2014년
제1차 임시회

2014.01.28.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논의 (2014-1임-1)
2.「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계획 (2014-1임-2)
3.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관련

(2014-1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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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14년
제1차 정기회

2014.03.06.
1. 2014년도 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2014-1정-1)
2. 120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관련 (2014-1정-2)
3. 2013년도 인권교육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논의 (2014-1정-3)

2014년
제2차 임시회

2014.04.11. 

1. (사)인강재단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2014-2임-1)
2. 2014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4-2임-2)
3. 인권보호를 위한「시민인권배심원」모집 계획 (2014-2임-3)
4. 20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완사항 (2014-2임-4)
5.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중간보고서 설문 관련｣ ‘지방정부와 

인권’질의에 대한 답변 계획 보고 (2014-2임-5)
6. 인권위 소위원회 활동보고 (2014-2임-6)

2014년
제3차 임시회

2014.05.09.

1.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인권개선 권고 이후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14-3임-1)
2.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2014-3임-2)
3.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보고 (2014-3임-3)
4.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4-임3-4)

2014년
제2차 정기회

2014.06.27.
1.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보고 (2014-2정-1)
2.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2014-2정-2)
3. 2014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현황보고 (2014-2정-3)

2014년
제3차 정기회

2014.08.22.

1.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 플랜 보고 (2014-3정-1)
2.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추진현황 보고 (2014-3정-2)
3.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검토 (2014-3정-3)
4. 2015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검토 (2014-3정-4)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14-3정-5)

2014년
제4차 임시회

2014.09.29.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운영 및 홍보 진행 현황 (2014-4임-1)
2.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2014-4임-2)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2014-4임-3) 
4.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2014-4임-4)

2014년
제4차 정기회

2014.10.27.

1.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14-4정-1)
2.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 현황 (2014-4정-2)
3.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계획 (2014-4정-3)
4.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계획 (2014-4정-4)
5.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 구성·운영 계획 (2014-4정-5)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316 -

 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14년
제5차 임시회

2014.12.01. 1.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 (2014-5임-1)

2014년
제6차 임시회

2014.12.08. 1.「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파행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안 

(2014-6임-1)

2015년
제1차 정기회

2015.02.27. 

1. 아파트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관련 진정서 처리결과보고:노동정책과, 
공동주택과 배석 (2015-1정-1)

2. 2015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2015-1정-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5-1정-3)
4.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자원사업 추진현황 (2015-1정-4)
5.「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 예산지원검토 관련 (2015-1정-5)
6.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관련 경위 (2015-1정-6)
7. 인권교육전문가 T/F」구성계획 (2015-1정-7)
8.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 (2015-1정-8)

2015년
제2차 정기회

2015.04.03.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행사 예산지원 검토의견 (2015-2정-1)
2.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경위 보고 (2015-2정-2)
3.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고소관련 (2015-2정-3)
4.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2015-2정-4)
5.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안) (2015-2정-5)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2015-2정-6)
7.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 (안) (2015-2정-7)
8.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기획(안) (2015-2정-8)
9.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2정-9)

2015년 

제1차 임시회
2015.05.08.

1. 15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15-1임-1)
2.「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 보고 (2015-1임-2)
3.「미등록 이주아동」학술연구용역 결과 요약 보고 (2015-1임-3)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사항 보고 (2015-1임-4)
5. 서울시 인권위 활동결과 보고서 절차 관련 보고 (2015-1임-5)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2015-1임-6)
7.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1임-7)
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2015-1임-8)



∎ 인권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 317 -

 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15년
제2차 임시회

2015.06.03. 
1.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2015-2임-1)
2. 2015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15-2임-2)
3.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015-2임-3)
4.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5-2임-4)

2015년
제3차 정기회

2015.07.02.
1.「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현황 (2015-3정-1)
2.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5-3정-2)
3.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 (2015-3정-3)
4.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자원사업 추진현황 (2015-3정-4)

2015년 

제3차 임시회
2015.09.03.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항 보고 (2015-3임-1)
2.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회의 결과 보고 (2015-3임-2)
3.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보고 (2015-3임-3)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보고 (2015-3임-4)
5.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추진현황 보고 (2015-3임-5)
6. 20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2015-3임-6)

2015년
제4차 정기회

2015.10.01. 

1.「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보고 (2015-4정-1)
2.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2015-4정-2)
3.「2015년 서울 인권아카데미Ⅱ과정」표준강의안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 교육소위의 검토관련 보고 (2015-4정-3)
4.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2015-4정-4)
5.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2015-4정-5)

2015년
제4차 임시회

2015.11.23. 1.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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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2년 제1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2.11.27.(화) 16:00 ~ 19: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참석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위원 12인·서울혁신기획관

안  건
1.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2012-1정-1) 

2.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2012-1정-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 자문 (2012-1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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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2012-1정-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 문경란 위원장
- 박래군 부위원장

2.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2012-1정-2)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편성 현황과 인권담당관을 구성하는 인권
정책팀, 인권협력팀, 인권보호팀의 주요 담당업무가 보고되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
는 인권담당관의 주요업무와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및 자문이 이루어졌다. 
인권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첫째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 직무수행, 둘째 서울시 인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셋째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넷째 시․자치구 공무원과 출
자․출연기관 직원인권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추진, 다섯째 서울시 인권행정강
령 개발, 마지막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위원회 의견

공무원 인권교육의 주체와 강의운영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조항을 설치예산 보다 적은 예산이 인권교육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한다. 또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권강사도 중요하니, 인권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길 바란다.  

시민인권보호관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 할 대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 자문 (2012-1정-3)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은 서울연구원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인권전문가회의, 시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인
권단체 인터뷰 및 인권활동가 초청 워크숍을 통해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안)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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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조사와 해외사례의 분석을 근거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아래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
    - 시민참여보장, 시민인권의식 고양 등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 
이와 같은 정책목표아래 실･국･본부별 추진 정책과제로 13개 분야 47개 사업을 발굴

하였다.
기본계획(안)은 심의절차를 걸쳐 확정, 발표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 위원회 의견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이주, 장애인 그리고 비정규노동 분야의 인권개념 및 구체적 
인권개선정책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두르지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계획안의 미흡한 부분을 발전시켰으면 한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내년
도 실국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마련한 인권정책의 방향을 중심에 놓고 심의한 후 발표하고, 세부사
항은 지속적으로 보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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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2년 제1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2.12.11.(화), 09:00 ~ 13: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5층 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환·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이형석·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인권혁신관

⦁서울연구원 조권중 박사

안  건

1. 2013년도 인권담당관 예산 증액 현황보고 (2012-1임-1) 

2.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관련 조사 진행사항 보고 (2012-1임-2)
3.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2012-1임-3)

4. 시민인권보호관 채용보고 (2012-1임-4)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2년 제1차 임시회

- 325 -

▣ 회의결과

1. 2013년도 인권담당관 예산 증액 현황보고 (2012-1임-1) 

 1차 정기회에서 인권위가 요청한 인권교육예산의 확충을 반영하여 2013년 인권담당
관의 인권활동 지원 및 인권교육사업 예산이 증가되었다. 애초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7개 분야에 438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779백만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활동 지원예산에 90백만 원이, 인권교육에 120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130백만 원이 새롭게 추가로 편성되었다.  

별첨자료:

첨부1. 인권담당관 ‘13년도 예산증액현황

2.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관련 조사 진행사항 보고 (2012-1임-2)

2012년 10월 서울시는 강남구에 영동5교 하부공간의 정비를 요청하였고, 이에 강남구
청은 영동5교 하부의 정비를 위해 영동교 아래 거주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주거지를 철거
하였다. 넝마공동체는 강남구청이 실시한 강제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국
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서울시 인권센터(인
권담당관)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였다. 조사신청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채용되기 이전
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인권보호팀장과 2명의 조사팀원, 그리고 조사에 전문성 및 객관성
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명이 추가로 참가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조사신청
인과 참고인 등 15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강남구청에 행정대집행 관련 자료의 사
본을 의뢰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긴급구제 신청 조사 자료 사본의뢰는 거부되
었다. 추가로 2명의 전문가에게 ▷ 무단점유지에 대한 야간 동절기 철거 인권침해 여부
(고은태 국제엠네스트 前 한국지부장)▷ 일시 무단점유자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의 인권
침해 여부(이준일 고려대 헌법학 교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조사팀은 강남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 등 피신청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12월 
20일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인권보호팀은 대체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희망온돌과 연
계하여 긴급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갈등조정담당관이 넝마공동체 구성
원의 주거마련을 위해 강남구, 주택부서 등과 협의하고 있다.

3.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2012-1임-3) 

인권위원회 각위원들이 임시회 개최 이전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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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위원회 의견

첫째, 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절차와 관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등 큰 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하다. 외부 전문가들과 웍크샵을 개최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가안을 수립한 후,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서울연구원(학술용역 주
체)은 워크숍 개최 이전까지 인권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
재 마련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해 주길 바란다. 

⦁워크숍 개최일정: 일  시 : 1월 4일(금) 09:00 ~ 21:00

둘째, 비전 관련:

 m 비전 재검토 필요 
 m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은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는 서울’ 로 수정함을 검토
 m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 “다문화주민” 권익 보호 → 다문화주민보다는 이주민이

란 용어가 모든 이주민을 포괄이므로 “이주민”의 인권증진으로 변경 검토

셋째, 정책목표 및 분야 관련:

 m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조성 →‘친화적’이 ‘지향적’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정책 
의지를 표현하므로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변경 

 m ‘도시 주거환경 보장’→ 정책적 지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인권중심 도시 환경 조성’
으로 변경

넷째, 수립원칙 관련:

 m ‘인권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보완
    - 부연설명으로‘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인권내용을 수렴’한다는 내용 

추가
 m 현재 기본계획(안)처럼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종합적 청사진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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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인지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보완·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이 좋은지 검토가 필요 

다섯째, 추진과제 관련: 

 m 포괄성과 구체성에 있어 추진과제간의 층위가 불일치 
 m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주민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① 이주민 아동 교육권 확보 ② 이주민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립 공

동체 지원(거주 밀집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③ 미등
록 이주자들에 대한 거소신고와 복지 서비스 지원 

 m 여성 관련 사업이 폭력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정책 
추가 필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관련된 정책 및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필요
 m 장애인 등 약자 인권증진 정책 보완 필요 
    -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혼자 사는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안전 서비스 필요
    - 자치구 운영 체육문화시설을 장애인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 필요
    -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승하차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
 m 비정규직 및 노동인권 관련 
    - 노동분야 및 비정규직 분야 과제 부재 
    - 노동권 분야에서 입찰기업 인권서약서 시행을 과제로 정하는 것의 적절성 
    -‘근로자’라는 명칭은 ‘노동자’로 변경 필요 
    - 비정규직을 정책목표인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의 한 분야로 포함하여 대책필요
    - 비정규 노동자, 재소자,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개설
    -‘인권가치 및 문화확산’을 위해 노동법 등 노동인권 교육 추가 
 m 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별도로 기획·지원부서도 인권증진을 위해 참

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인권감수성 교육 필요 
 m 서울시의 정보화 네트워크, SNS 상에서 도시인권과 관련한 소통의 장 구축 
 m 인권도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고유 사업 필요 
 m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들에게 인권시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함 
 m 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연도별 실행계획과 소요재원에 관한 내용이 없음 
 m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부재 
 m ‘국제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서울’에 관한 사업내용 부재 
 m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내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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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m 전체 추진과제 중 실·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인권적 관점을 조정하는 사업

과 신규사업을 구분할 필요 
 m 자유권 분야와 관련한 시정 추가 검토 

4. 시민인권보호관 채용보고 (2012-1임-4)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인권보호관 채용결과가 보고되었다. 총13
명의 지원자 중 3명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되었다. (시간제 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 
2년 계약)

시민인권보호관 주요경력

이윤상
-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
- (현)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염규홍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장
- (현)주식회사 인디플러그 이사

노승현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 (현)법무법인 아성 사무장

❊ 위원회 의견

시민인권보호관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들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
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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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자 료

[첨부 1]

인권담당관 ’13년도 예산 증액 현황

사 업 명 기 편성액 증액 요구액 총예산액

시민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437,865 341,410 779,275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17,000  90,000 207,0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9,180  39,180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26,350  26,35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80,260 120,910 201,170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인권조형물 설치  90,775  90,775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39,300  39,300
세계 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45,000  45,0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신규> 130,500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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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1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1.04.(금) 09:00~ 20:45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소담 난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 연구원 조권중 박사, 관련 공무원

안  건 1.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논의 (2013-1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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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논의 (2013-1임-1)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워크숍을 열어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원칙 및 정책목표, 그리고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 위원회 의견

 기본계획 수립 원칙 관련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수립하며, 추상성을 확보한 
청사진과 메인스트리밍 방식의 실행력 있는 계획 구성

  ○ 조례상 기본절차인 실태조사와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실태조사 : 기본계획 용역 실태조사(서울시민의 인권․권리에 대한 인식조사)가 
미흡하므로 ’13년도에 실태조사 실시하여 보완

    - 공 청 회 : 인권단체, 시의원, 공무원, 인권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가안 확정 후 실시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시민 참여
       ∙ 서울시 홈페이지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게시 홍보
       ∙ 시장님 계정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 관심․인지도 확대
       ∙ 서울시 인권위원회 계정 신설 : 시장님 계정과 연계 홍보
    - 자 치 구 : 기본계획 관련 의견 수렴   
 기본계획 비전 체계 관련

 ◇ 현 기본계획 체계 : 비전 -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사업계획

  ○ 현 계획에 기본계획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었으므로, 기본계획 서두에 ｢정의｣ 부분 
보완

  ○ 각각의 정책목표 아래에 ｢총론｣ 포함
    - 현 정책목표가 추상적이므로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 서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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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과제, 사업계획에 현실적으로 미포함된 부분이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정책과제, 세부사업 등 보완 기술

  ○ 정책과제 ⇨ 중점과제, 지속과제로 구분
    - 정책과제 중 5년 동안 주력해야 할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

    중점과제 - 사업계획

◇ 변경 기본계획 체계 : 정의  - 비전 - 정책목표 
(총론 포함) 지속과제 - 사업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관련

  ○ 비    전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정책목표 : 2개 추가하여 5대 정책목표로 변경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선정 

  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제    안 과   제

 • 비정규직 고용과정 및 차별 해소

 • 이주민 권리확대 및 역량 강화

 • 성소수자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

 • 여성(취약) 안전망 구축

 • 장애인 인권보장(접근권&이동권)
 • 청소년 보호 지원 및 노동권 보장

 • 아동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 철거민, 노숙자, 노점상의 삶의 안정성 확보

➡

선정 보류
- 분과 회의를 통해 선정 후 

전체위원회에서 재논의
- 분과회의 참석대상: 분임 위원, 

공무원, 인권 단체, 전문가 등
- 회의 내용 : 중점/지속과제 구분 

및 선정, 과제 실행력 확보 

방안(이주민, 장애인 이동권 등 
부서 확정, 예산 확보, 사업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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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선    정

 • 모든 공공기관 내 on-line 인권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 신규 공무원 임용시 필수 인권교육 

 •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공모 필요 

    ① 시나리오 ② 앱 개발 ③ 인권게임

 • 대중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노인정 등 

 • 서울시 주제별․영역별 인권대사 임명

 • 교통방송을 통한 인권 캠페인

 • 의무교육 수준의 공문서 양식, 언어사용 

인권친화적 언어 민주화 (인증 제도)

 • 서울도서관 인권자료 모음 코너 운영

➡

① 인권 교육 실시

② 시민참여 인권 콘텐츠 개발 공모

③ 인권 관련 홍보

 • 의무교육 이수자 수준의 언어 민주화

 • 교통방송을 통한 인권 캠페인

전체적인 틀만 확정, 
 세부적 내용․표현 등 보완

  ②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   
제    안 선    정

<도시>
 • 모든 시민의 이동권-접근권의 보장

 • 자살 예방 시스템 확립  

    ex) 독거노인 말벗 도우미 시스템 등

 • 도시공간의 인권화(인권 기억의 공간) 

    ex) 박종철 역 등

<주거> 
 •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 강제퇴거 최후수단으로 

 • 상가 임대인의 권리 강화 

➡

<도시> : 선정 보류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보완하여 

재논의

<주거> : 제안대로 선정
 ○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 강제퇴거 최후수단으로 

 ○ 상가 임대인의 권리 강화 

  ③ 인권가치 문화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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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권제도 기반 구축 : 
제    안 선    정

 • 인권보호관 위상/기능 강화

 • 인권조례 개정/보완

 • 서울시 행정부 내 인권 협의기능 강화

 • 인권센터 업무 제도화

 • 인권보고서/ 인권헌장 발간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 공무원 인권역량강화

 • 산하기관 인권보호 여부 파악 시스템

 • 계약/입찰 시 인권 고려

 • 유엔글로벌콤팩트/ISO26000 가입 적용

➡

① 인권행정 강화
 • 인권보호관 위상/기능 강화

 • 인권조례 개정/보완

 • 서울시 행정부 내 인권 협의기능 강화

 • 인권센터 업무 제도화

② 인권을 고려한 계약입찰

 • 계약/입찰 시 인권 고려

 • 유엔글로벌콤팩트/ISO26000 가입 적용

세부적 표현 보완

  ⑤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제    안 선    정

<시민사회>
 • 인권정책 분야별․주제별 정책협의회

 •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시민인권보호관․NGO간 인권침해상담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국내>
 • 구청과의 협력관계

 • 광역, 시도와의 협력관계 

   -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등

 • 정부부처(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협력

<국제>
 •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방문연수 등)

 • UCLG와의 협력 강화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여 

 •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ODA) 

 • UN과의 연계

➡

<시민사회> : 제안대로 선정
① 인권정책 분야별․주제별 정책협의회

②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③ 시민인권보호관․NGO간 

인권침해상담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국내>
④ 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운영

<국제>

⑤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구축

⑥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ODA) 

세부적 표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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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향후 일정

  ○ 분야별 소모임․소회의 개최 : 1월 중순
    - 중점과제 선정(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
    - 기 선정된 분야는 세부적 표현 및 내용 보완
  ○ 인권위원회 개최 : 1. 24(목)
    - 분야별 소모임 결과 논의하여 가안 확정(중점과제 최종 확정 및 세부사업 검토)
  ○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 2. 15(금)
  ○  인권위원회 개최 : 2. 28(목)
    -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반영하여 기본계획 1차 확정
  ○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 배포 : 3. 6(수)
    - 기본계획 수립 관련 미비한 점은 반드시 명기 후 대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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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2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1.24.(목) 14:00 ~ 17: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 연구원 조권중 박사,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안  건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선정 (2013-2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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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정책목표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1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장애인
장애 환경 개선

∙장애 없는 시범거리 조성
∙무장애공원 인증
∙저상버스 등 교통시설 정비
∙청각장애인 문자서비스
(병원 진료 등)

2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주거 지원 및 체험홈 확대

3
이주민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및 
사회서비스권 확대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건소 무료서비스

4 이주민 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주민 간담회 정례화 
∙이주민 인권전담기구 설치
∙이주민 통합센터 설립
∙이주민 실태조사

5 여  성 여성 안전망 구축

∙1인 여성가구지원
(싱글 여성전용 임대주택 건립)

∙여성 돌봄노동자 권리 확대
∙여성폭력예방 부처간 TF 구성
∙여성, 아동 안전지역연대 구축
∙성희롱예방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 등

6
노  동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소년 노동권 보호

7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 회의결과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선정 (2013-2임-1)

앞서 이루어진 워크숍에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에 이어 분과별 소위원회
에서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선정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 
소위원회의 논의가 보고되었고 다시 한 번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에 논의 된 중점과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서울연구원(학술용역 주체)은 이 확정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추진일정 : 분과별 소위(1.25일~30일), 위원회 조율(2.1일~4일), 서울연구원 송부(2.5일)

❊ 위원회 의견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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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정책목표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8 성소수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성소수자 혐오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인권교육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 종합계획 

수립시 성소수자 관련 사항 반영

∙자살예방, 인권법률 상담 네트워크 구축

9 어르신
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복지대책

10
어린이
청소년

아동권리보장과 폭력 예방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2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주  거

재개발시 강제퇴거 개선

13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14 상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

15

도  시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공공시설 접근권

∙보행권

16 범죄, 질병,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    ∙질병     ∙재난

17 광장의 권리 확대
∙집시법의 예외지대 광장 신설

∙광장조례 개선(다수 공동 집회)

18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일상 속에 스며드는 인권 도시

∙역사적인 인권 장소 상징화

19

인권가치 

문화확산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

20 인권 친화적 행정언어 체제 구축

21

시  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민대상 

인권교육

22 교통방송을 통한 인권 캠페인 추진

23 시민참여 인권 콘텐츠 개발, 공모

24 인권 자료실 개관 - 추진방안 검토

25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  권

행  정

인권행정 강화 - 중장기 추진

26 인권실태조사 실시

27 일  반

행  정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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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정책목표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28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국  내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29 국  제

사  회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30

시  민

사  회

시민사회와의 인권정책협의회 정기 개최

31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중장기 추진

32 시민인권보호관,NGO간 

인권침해상담 협력체계 구축

33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ODA) -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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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1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2.28.(목) 14:00 ~ 17: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

이남신·이성훈·이형석·장서연·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 연구원 조권중 박사,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안  건

보
고
안
건

1. 2013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2013-1정-1)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추진 

(2013-1정-2)

심
의
안
건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1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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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2013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2013-1정-1)

서울시는 인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인권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권관련 단체 전문성을 제고하며 ▷인권운동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기획하였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공모를 통
해 채택된 인권증진활동 수행단체에 최고 20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
시는 이를 위해 20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공모 대상: 사업수행이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이 있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인권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공모 인권증진활동 분야: 자유제안분야, 시 지정분야

분야 사 업 내 용

자유

제안분야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市

지정분야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중점 실행사업

    ① 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양육 등에서 겪는 문제점 개선사업 및 

산전‧산후 정보나 의료서비스, 부부․자녀갈등 상담지원 등

    ②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포함)의 언어, 민사소송 등 문제해결 지원사업 병원

진료, 법원, 경찰서 등 통역 동행사업, 소송법률 지원 등 

    ③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간병인, 가사도우미, 아이돌보

미 등에 대한 건강서비스, 상담지원 등

    ④ 조기퇴직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사업

재취업 교육, 정신건강(갈등, 소외감 등)서비스, 여가활용 프로그램 

제공 등

 시민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문화 조성 지원사업 

    ① 서울지역(남산 옛 안기부 터 포함)인권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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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현재 이 사업이 공모 할 수 있는 단체의 신청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등록단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증진활동의 주체들이 단체
형식을 갖추기는 어려우나 인권증진활동의 결과가 서울시민이 수혜로 이어지는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서울시 등록단체로 제한하여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재고가 필요
하다. 검토하여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추진(2013-1정-2)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침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한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와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 행정대집행 준수 원칙을 반영하여 작성될 것이다.

    - 강제철거는 거주민이 퇴거 절차가 완료한 이후에만 실시
    - 퇴거 거주민에 충분한 또는 진솔한 협상 기회 제공 및 보상
    -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사전고지
    - 공무원 입회하에 철거 및 철저한 관리
    - 겨울철,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 합법적 보상(구제)책 제공 및 법정에 보상책 요구시 법적 지원 제공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 법규정이 반영된다.
    - 퇴거 거주민(세입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 정보제공 및 사전고지/퇴거절차 완료 후 행정대집행
    -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 대설, 강풍, 한파 등 재해발생 시기와 동절기 등 부

적절한 시기의 행정대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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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1정-3)

지난 1월 24일 개최 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평가하고 기본계획
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사회 협력체계 구축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제도 기
반구축과 관련된 세부사항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특히 노동 분야, 여성 분
야, 이주민 분야, 장애인 분야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보완 :  3.4.~3.15.
  ‣ 기자설명회를 위한 사업 네이밍, 홍보계획 :  3.18.~3.22.
  ‣ 기자설명회 :  3월말

❊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
나, 실제로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시간상의 제약과 
인권정책 세부과제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대한 인권담당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원들이 제시 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한 제안이 세부과제 수립 시 반영되지 않았으
며 공청회 자리에 기본계획의 세부과제가 완성되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인권
도시 서울을 위해 인권정책의 청사진과 실행력이 제고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 
전체의 의지와 열의가 요구된다. 

또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을 해봐야 할 것이다. 참여는 시민들이 인권을 익히고, 삶 속에 각인되게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뿐 만 아니라 시민 참여
를 통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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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3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3.28.(목) 14:00 ~ 19: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홍성수 위원, 서울혁신 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 연구원 조권중 박사

안  건
1.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관련 (2013-3임-1)

2. 인권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 (2013-3임-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3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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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관련(2013-3임-1)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행정대집행 인
권매뉴얼이 관련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그 초안이 작성되었다. 서울시
와 인권재단 사람은 공동주관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에 관해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이
루어진 논의 내용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인권메뉴얼이 보고되었다.

별첨자료

첨부1.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2. 인권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관련 (2013-3임-2)

서울시 공무원 등의 인권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의 선정방안으로서 서울시는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안을 보고했다. 교육생들이 두 개의 기관 중 원하는 교육기관
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확보 하려는 
취지이다.  

❊ 위원회 의견

⦁인권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인권 각 분야별로 전문교육단체를 선정하는 안
과 전 분야를 아울러 종합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안
의 실현가능성과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서울시의 안처럼 위탁교육기관의 응모자격조건을 전문교육단체로 제시할 경우 인권
교육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전문교육단체들만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관
련된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단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내용이 전적으로 위탁교육기관에 위임되어서는 곤란하다. 인권교육을 실
시하는 초기단계인 만큼 서울시도 교육내용과 교육플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위탁
교육기관과 협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문경란 위원장과 강남식, 김형완, 백미순, 홍성수 위원이 참여하는 교
육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인권교육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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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2013-3임-3)

2월 28일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이 보고되었다. 새로 보고된 기본계획(안)은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이주, 장애인, 노동 분야 실무부서장과의 간담회, 위원회의 시장면담결과에 의한 따른 지
시전달 및 부시장 연석회의, 그리고 주무팀장 회의를 거쳐 총 54개 사업 중 51개 사업을 
보완하여 마련되었다. 

❊ 위원회 의견

⦁기본계획(안)의 구성체계와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논의와 함께,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그리고 인권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기획된 세부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
하였다. 

⦁핵심사업 및 기본계획 표제어의 선정을 위해 워크숍을 열어 논의하기로 하고, 시민
인권보호관에서도 핵심사업과 표제어에 대한 검토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F기타 위원회 의견 

4월 5, 6일 이틀간 열리는 워크숍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김형완, 박래군, 홍성수 위원이 발제를 맡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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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자 료

[첨부 1]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
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이 매뉴얼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
한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
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
체나 그 기관을 말한다.
2.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인 
시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고 그 비
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은 물론, 임시생활
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한다.
4. “소유자 등”이란 주거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거나 소
유자의 동거친족 외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철거 등 대집행의 요건 및 협상기회의 제공) ① 소유자 등이 주거시설 등에 대하
여 철거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한하여 그 철거의 의무를 대
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소유자 등에게 충분한 협상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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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퇴거 절차를 준수하여
야 하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대집행 계고 통지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철거 전 
통지 기간을 참고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 및 인원을 공개하여야 하고 아울러 해당 토지 주거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예방교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철거의 주의사항) 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
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철거 절차시 소유자 등의 재산상 손실이나 비용 부담이 최
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시 반환이 용이한 유체동산을 먼저 
반출하여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 현장관리 감독)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현장 입회 책임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청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고, 여성 거
주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성 공무원 또는 여성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제조치)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기와 시점 규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동절기, 일출 전
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주거 및 생계지원)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노숙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 법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어 노숙인이 
될 위험에 처한 소유자 등에게는 주거 및 생계대책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4차 임시회

- 349 -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4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4.05.(금) 15:00 ~ 2013.04.06.(토) 12:00

장  소 서천연수원 시청각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박김영희·백미순·양혜우·이형석·
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안  건
1. 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 논의 (2013-4임-1)

2.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2013-4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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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 논의 (2013-4임-1)

이제까지 이루어진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향후 활동방향을 둘러싼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담당관 업무를 주로 심의하였으나, 인권조례에 의하면 인
권위원회의 역할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법규를 심의·자문하도록 
되어있어 인권담당관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인권담당관에서 위원회 
회의의 안건을 선별적으로 상정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주요 사안별로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갖고 서울시를 지원하는 역할과 견제하는 역할을 공히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고민 속에서 위원회가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펼쳐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별첨자료:

첨부1.정부 위원회의 기능과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과제, 홍성수 위원

2.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2013-4임-2)

인권위원회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에 두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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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정부 위원회의 기능과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과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지방)정부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조 (board governance), 위원회 공화국?
- 의의: 토론과 타협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 업무협조 강화, 부서간 장벽 허물기, 외부

전문가 전문지식 활용, 지지/정당성 제고, 책임의 분산, 정책의 질 향상
- 기능: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심사, 조정, 자문, 의결
- 성격: 전문성, 대표성, 협의/조정
- 단점: 의사결정 지체, 기밀유지 어려움, 비용 소요, 시민참여보다는 전문가나 사회경

제적 권력계층이 주로 참여, 무책임성
- 종류(성격): (정책)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예: 금감위, 공정위)
- 종류(구성): 순수민간위원회, 민간인-공무원 합동위원회, 행정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 서울시 인권위원회: 민간의 인권전문가들이 서울시 인권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심

의·자문하는 합의제 기구

2.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위원회의 성격상 수동적, 소극적, 사후적인 자문에 그칠 가능성이 항상 있음. 회의 
당일에 처음 제출되는, 당장 실시되어야 하는 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
실상 어려움.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중요함 (e.g. 인권종합기본계획, 인권교육)
2) 대부분의 의제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처리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후속 이행이 체크되지 못함. 후속 이행 상황까지 검토할 만큼 위원
회의 물리적 역량이 갖춰져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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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사안별로 
위원(소위원회)에 후속이행 점검을 맡기는 방안 검토.

3) 서울시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은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되
어 있지만, 문제는 수많은 법규/정책 중 어느 것이 인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누가 어
떻게 선별할 것인지가 문제. 인권위원들이 심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인권담당관이 선별한 의제만 선택적으로 심의하거나, 인권담당관이나 시민인권보호
관 사업만 심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은 인권담
당관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도 무수히 많음. 
→ 의제들이 인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서울혁신기획관이나 간사인 인권담당관이 ‘선별’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선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인권담당관 업무가 아닌 것
을 포함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법규들이 인권담당관에 의해 1차
적으로 검토되고, 필요하면 인권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성북구의 경
우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특정한 요건을 갖춘 정책은 반드시 인권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1) 공무원 자체 평가, 2)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분석, 3)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도입한 바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참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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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
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
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
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
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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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
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
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
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
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확정 전
3.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
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권고)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권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
게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및 사업
의 인·허가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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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등)

①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구청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
으로 밝혀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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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2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5.30.(목) 14:00 ~ 18: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백미순·선상규·양혜우·
장서연·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안  건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3-2정-1)

2.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 추진 (2013-2정-2)
3.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2013-2정-3)

4.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2013-2정-4)

5.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2013-2정-5)
6. ｢인권정책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2013-2정-6)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2차 정기회

- 357 -

▣ 회의결과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3-2정-1)

서울시는 인권관련 단체의 전문성 제고와 인권운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였다. 총 43개 신청단체 중에서 시가 
지정한 지원분야에서 3개 단체, 자유제안 분야에 6개 단체가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결과 시 지정분야인 ‘여성장애인 인권증진 분야’는 선정되지 않아 2차 지원사
업을 추진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 지원예산 : 80백만원
  - 사업분야 : 2개 분야(자유제안․市 지정)

분야 사 업 내 용(예시)

市
지정분야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중점 실행사업
 ①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결혼․출산․육아 지원 사업
 ②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사업 

자유
제안분야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
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첨부자료

별첨1.2013년 1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결과

2.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 추진 (2013-2정-2)

서울시는 모든 공무원이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인권존중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행정강령을 제정하고자 한다.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지향적인 서울시 조직문화 형성
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의 증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다. 강령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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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구     성 : 총론, 일반(전문 및 10대 행정강령), 권리별 행정가이드라인 등
    - 일  반 :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침
    - 권리별 : 일반강령을 모델로 권리별 (사회보장권, 주거권, 환경권 등)업무특성

을 반영한 행정가이드라인  
인권행정강령은 한국인권재단의 학술용역을 통해 만들어진다.

❊ 위원회 의견

강령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등과 같은 인권적 제정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인권헌장과 병행하여 논의하거나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수립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2013-2정-3)

 넝마공공체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대집행과정에서 행정청으로부터 발
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작성이 추진되었다. 인권매뉴얼은 전문가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한 토론을 거쳐 작성
되었으며, 더불어 시민단체 및 25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별첨자료:

첨보2.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비교안

❊ 위원회 의견

현재 제시된 매뉴얼의 제11조는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금지 시점을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휴일/공휴일도 금지되어야 한다. 

4.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2013-2정-4)

서울시는 인권도시 서울과 서울시민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
장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인권헌장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한다.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
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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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은 시, 의회, 인권위, 자치구, 시민의 참여 속에 공동으로 제정하여 사회적 합
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향후 추진을 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단을 구성
할 것이다.  

추진일정(안)
추진단 구성논의 추진단 출범 초안 마련 시민의견 수렴

6월 7~8월 11월 8월~11월 

1차 초안 논의 
토론회

인권도시 선언 의견수렴 헌장 제정

11월 12월 14년 1월~2월 14년 3월

❊ 위원회 의견

서울시는 인권헌장 제정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형식이 시민 참여를 보장
하는데 가장 적절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들러리성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참
여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재미있는 교육과 결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개
발이나 온·오프라인을 포함하는 참여 통로 확보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 인권
위원회는 김형완, 문경란, 이형석, 조효제, 장서연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권헌장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5.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2013-2정-5)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13년 1월 공포되었으나, 인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 한 후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을 
추진한다. 

❊ 위원회 의견

김형완 위원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발표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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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권정책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2013-2정-6)

지난 임시회에서 논의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한 보안사항과 행정 1·2 
부시장단 보고회에서 나온 수정사항 등이 반영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대한 심의 결
과, 주요 수정부분은 다음과 같다.

❍ 신규사업 : 3개 사업
   -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 어르신 학대 예방사업 확대,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 증진
❍ 통폐합 : 2개 사업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 사업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 사업

장애없는 시범거리 조성

인권조례 및 시민인권보호관 홍보 강화

➡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홍보

교통방송 인권캠페인 추진

이로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5가지의 정
책목표 아래 18개 분야의 28개 중점과제와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사업소요예산
은 아래와 같다.

 ❍ 소요예산 : 총 9조 8,150억 원
(단위:백만원)

분     야
(정책목표)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9,815,053 1,186,213 1,654,971 2,366,001 2,309,210 2,298,659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1,383,744 221,898 286,821 326,548 276,791 271,686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8,345,328 953,317 1,353,969 2,022,342 2,011,962 2,003,739

인권가치 문화확산 60,869 6,058 8,819 11,677 16,049 18,266
인권제도 기반구축 24,709 4,930 5,276 5,350 4,304 4,849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403 10 86 84 10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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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돌봄서비스 종사자 권리확대’ 사업의 확장과 ‘인권피해자 등 치유지원 과제’체계 조
정이 필요하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서울시 정책에서 가지는 위상과 
의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기자설명회 등과 같은 기본계획 홍보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행력 확보방안과 함께 기
본계획 실천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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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2013년 1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결과

 총  괄

구 분 선정단체(개) 지원금액(천원)

계 9 116,600
市 지정분야 3   46,000

자유제안 분야 6   70,600

 市 지정분야 : 3건

연번 분야 단 체 명 사 업 명

1 외국인 근로자 인권증진 (사)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 전문사법통역 아카데미 &다언어 
정보센터 구축

2 돌봄 노동자 인권증진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3 인권문화 조성사업 (재)인권재단사람

서울시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기
행과 인권콘서트

4 여성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대상 없음"

 자유제안 분야 : 6건 

연번 단체명 사 업 명

1 (사)언론인권센터 일탈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2 (사)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발달당애인의 당사자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3 홈리스행동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연구

4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

알바인권 보호를 위한 상권중심의 지역협력방안

5 (재)한국인권재단 생활속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권교육

6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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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수정안

비고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
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
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
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이 매뉴얼과 다른 내용
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 적
용한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
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
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
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
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을 말한다.

2.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
방인 시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
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
여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
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
방인 시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
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
여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
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
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
로 가옥은 물론,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등 일체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
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
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물론,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
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한다.

4. “퇴거”란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내보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 등 물
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인권단체 추
가 의견 반영

[첨부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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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수정안

비고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4. “소유자 등”이란 주거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거

나 소유자의 동거친족 외의 점유자가 있

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

우 거주민들에게 강제 퇴거 시기에 대한 사

전고지를 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권

고/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도

시개발법 제38조)

제3조(철거 등 대집행의 요건 및 협상기회의

제공) ① 소유자 등이 주거시설 등에 대하

여 철거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다

른 방법으로는 의무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

으로 인정될 때 한하여 그 철거의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소유자 등에

게 충분한 협상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요건명시

제4조(협상기회 제공)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거주자들에게 충분한 협상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유엔 사

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

제4조(사전고지)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하

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퇴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대집행 계고 통지

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철거 전 통

지 기간을 참고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

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고지절차명시

제5조(정보공개)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시 대집행의 절차에 따른 내용 뿐

만이 아니라 용역업체 대표 성명과 동원 인

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토지, 주거 등

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모든 거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도

시개발법 제3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3조)

제5조(정보공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

대집행 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 및 인원을 공개하여

야 하고 아울러 해당 토지 주거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2차 정기회

- 365 -

공청회 제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수정안

비고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제6조(인권침해 예방교육) 행정청은 행정대집

행에 앞서 이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예방교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를 예

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퇴거절차) 행정청은 거주민에 대한 퇴거

절차를 완료한 이후 강제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시개발법 제

38조)

제7조(철거의 주의사항) ① 행정청은 행정대집

행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철거 절차시 소

유자 등의 재산상 손실이나 비용 부담이 최

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

정대집행시 반환이 용이한 유체동산을 먼저

반출하여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 현장관리 감독) 행정청은 행정대

집행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현장 입회 책임 관리 공무원

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

반논평 7)

제8조(공무원 현장관리 감독) 행정청은 행정대

집행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현장 입회 책임 관리 공무원

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청은 어린이, 어

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을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고, 여성 거주민

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성 공무원 또는 여

성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청은 어린이, 어

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 등

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고, 여성 거주민

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성 공무원 또는 여

성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제조치)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과정에

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조치 등 피해

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

공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제10조(구제조치)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의 행

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

료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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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수정안

비고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제11조(시기와 시점 규제) 행정청은 행정대집

행 할 경우 동절기, 밤, 새벽, 악천후 등 인

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에 하여서

는 아니 된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유엔 사

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2/도시개발법 제38조의2)

제11조(시기와 시점 규제)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을 행정대집행 할 경우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시기와 시점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생존권 등 보장) 행정청은 주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거주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

및 주거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

원회 권고/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제1차, 제2차,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도시개발법

제5조, 제3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제30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제30조2, 제31조)

제12조(주거 및 생계지원) 행정청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

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노숙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 동법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어 노숙인이 될 위

험에 처한 소유자 등에게는 주거 및 생계대

책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행가능한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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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5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6.21.(금) 13:30 ~ 15:3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선상규·양혜우·이남신·
이형석·장서연·조효제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안  건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보고회 및 정기회 조치사항 보고 (2013-5임-1)

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2013-5임-2)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방안 (2013-5임-3)

4. 인권교육 추진사항 (2013-5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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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보고회 및 정기회 조치사항 보고 (2013-5임-1)

지난 정기회에서 모아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세부조정사항이 반영되어 기본계획안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시장보고회에서 기본계획의 면밀한 실행을 강조한 의견 
등이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시달되었다. 계획안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제시 의견 조치 내용

1 인권정책협의회 등 기본계획 실
행력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평가계획 “인권보고서 발간” 과제에 포함
 - 과제명 변경 : 기본계획 평가 및 인권보고서 발간

2

‘여성’분야 수정 필요
- 당초 워크숍에서 제안한 과제

로 조정

- ‘여성폭력 유관기관간 협력체
계 활성화’ 과제 추가

○ 과제 조정
 - 가정내 영유아 돌봄 ⇒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권

리 확대

○ 과제 추가
 - 여성폭력예방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3 ‘인권피해자 등 치유지원 과제’ 
체계 조정

○ 체계 조정
 -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의 인권피해자 등 치유지원 

과제를 ⇒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와 ‘인권을 기억
하고 배우는 도시’로 분리 조정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위원회의 최종 감수를 마친 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
정책 기본계획의 홍보가 추진 될 것이다.  

    - 시 보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기본계획 수립 홍보
    - 서울톡톡(인터넷 신문), 서울사랑(잡지) 등에 기사 게시 추진
    - 주요 일간지 등에 인권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기고 추진
이후 실‧본부‧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시·자치구에 

기본계획의 사업을 안내 및 홍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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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시설물 관리사업을 수정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다.  

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및 개정 (2013-5임-2)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가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13.1 공포)을 검토하여 작성된 개정안
이 보고되었다. 검토된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어 : 신청인에 대한 정의 ‘자신’을 ‘피해자 자신’으로 수정 보완
  - 민원관련 부서 간 인권침해사항 접수처리 일원화 근거 규정 마련
  - 신청의 취하 방법을 ‘서면 및 구술’과 ‘보호관의 대신작성’ 및 전화방법 등으로 다  

양화하여 신청인의 행정불편 최소화
  -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사건조사 방법을 ‘진술 또는 서면’에서 ‘녹음･녹화 및 전화․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으로 조사 방법 보완
  -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준수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친절 안내와 성실

한 응대규정 신설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원사건 담당보호관이 아닌 다른 보호관이 처리토록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을 ‘주민등록 번호’

를 ‘생년월일’로 개정
별첨자료:

첨부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위원회 의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
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사무전결규칙을 검
토하여 인권센터 사무를 시민인권보호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방안 (2013-5임-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제정 시기 그리고 추진전략 전반을 보고하였다. 
별첨자료:
첨부2.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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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제정의 관건이 될 시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헌장제정 추진단을 
구성해야 하며 이 속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장치,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방향과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 한 후 심의하기로 하다.

4. 인권교육 추진사항 (2013-5임-4)

서울특별시는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서울시 공직자의 인권교육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인권교육 실시계획이 마련되었다.

구분
방 
법

교육
회수

교육
인원

강의방법 비  고

647 78,334

의
무
교
육

서
울
시 

본청

4급
이상

- 2
(2시간) 231 ∘강의식(명사초청) ∘사업소 등 4급이상 

포함

5급
이하

중점
그룹

60
(3시간) 1,737

∘체험식(사례연구,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인터뷰, 
역할극/시뮬레이션 등)

∘인권관련 업무 비중
이 높은 부서(복지, 
주택 등)

일반
그룹

60
(2시간) 1,912 ∘토론․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일반행정업무 부서

시의회, 
직속기관사업소 등

- 200
(2시간) 6,122 ∘토론․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전부서

소방재난본부 - 100
(2시간) 6,585 ∘토론․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전부서

투자・출연기관 - 100
(2시간) 20,529 ∘토론․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희망기관

복지
시설

- 100
(2시간) 11,143 ∘토론․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희망시설 

권
장
교
육

자치구 - 25
(2시간) 30,075 ∘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희망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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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인권교육 시행 위탁기관의 선정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
며, 교육기관이 선정된 후 구성되는 강사진을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에 위탁 교육기관 선정 후 강사 연찬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내용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권교육 관련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 부위원장, 강남식 위원, 백미순 위원이 참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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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검  토  의  견

개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서울특별

시 인권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
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받거나 조
례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
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피해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서

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받거나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
한 사람을 말한다.

‘자신’은 문맥상 ‘피
해자 자신’이 맞음

제3조(신청방법)
①~④ (생략)

제3조(신청)
①~④ (현행과 같음)

<신규> ⑤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민원관련 부서는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할 경우 센
터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민원관련 부서 간 
인권침해사항 처리 
일원화 필요

제8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보호관이 조사
결과를 센터장에 통보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
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보호관이 조사결
과를 센터장에 통보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
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
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
화통화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청사건 취하 형
식의 다양화로 신
청인의 행정 불편
을 최소 하고자함.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보호관은 신청 접수
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예
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보호관은 신청 접수
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예
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한 후
사건 조사를 진행한다.

보호관 조사의 독립
성을 고려할 때, 의
무적 성격의 ‘제출’ 
보다는 사건 조사의 
방향을 알려주는 ‘통
보’ 적 의미가 적절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④ 보호관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서
면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서
면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르고, 진술 청취를
녹음 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

사건의 조사 대상
에 신청인이 “피해
자”가 아닐 경우를 
명시하고, 사건조
사에 있어 불필요

별 첨 자 료

[첨부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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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검  토  의  견

개   정   안 사   유

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 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
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 행정 및 조사인
력 낭비를 막고 조
사의 효율성과 신
속성을 위함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규> ⑦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하는 인권센터 직원,
조례 제20조제4항의 조사인력(이하 “보호관 등”
이라 한다)은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이
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건조사에 있어 
비밀엄수 준수, 신
청인 등에 대한 인
권 존중, 친절 응
대 등을 규정할 필
요

⑧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신청인 등이 이
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② (생략)

제12조(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별지 제17호서
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
여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
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별지 제1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원 사건 담당보호관이 아닌 다
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한 이의
신청 결과를 제1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사건의 조
사 처리 주체가 시
민인권보호관임을 
명시.

제13조(보호관 협의회)
①~③ (생략)

제13조(보호관 협의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보호관의 직무, 조사
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보호관의 직무, 조사
결과 및 시정권고, 이의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 사항 항목 추
가 필요

기타 별지 서식(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2호, 제16호, 제17호) 상의 주
민등록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변경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반영,
국가인권위원회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당
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기타 별지 서식 중 일부 내용 수정. 붙임 <현행> 및 <수정> 표 정정의 필요성이 
있는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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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방안 

 추진방향

  m 인권헌장 제정 추진방안 인권위원회 자문('13.6.)  
    - 제정추진 체계 논의, 제정시기, 추진전략, 위원회 역할 등 논의
  m 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헌장제정 추진('13.7.~)  
    - 의회, 자치구, 인권단체 등 참여 협의 추진('13.7.~)
    - 헌장제정 공동추진을 위한 제정추진단 구성('13.9.) 
    - 초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13.9.)  
  m 각계각층의 시민이 인권을 배우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 100인 위원회 등 서울시민 인구비례, 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추진단 구성 
    - 공청회, 토론회, 청책워크숍,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 추진 
  m 해외사례 연구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학술용역(서울연구원) 추진
    - 8월말 학술용역 심사를 거쳐 9월중 계약 추진

 쟁점사항

  m 헌장제정 시기 
    -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제정 완료
    -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현재부터 추진하되 선거 후 제정완료 및 공포

  m 시민참여를 충분히 확보하는 효율적인 추진방안 
    - 의회, 자치구, 인권단체, 시민 참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성 논의

  m TF 구성 등 인력확보 방안 강구 필요 (현 헌장 담당 1명)  ※ 복지기준선 7명 추진(팀장 1, 직원 6명)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5차 임시회

- 375 -

 추진체계(안)

제정 추진단 : 시, 시의회, 자치구, 인권위, 인권단체 등 참여

▸ 시의회, 자치구, 인권단체 참여 논의 추진(7월~)

▸ 구성방법 및 추진방안 논의 필요  

학술용역

▸ 몬트리올 등 헌장제정 해외 인권도시 사례 연구 

▸ 광주, 성북 등 타 시도 사례 연구 등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정 실무위원회 : 추진주체별 대표단 구성

▸ 구  성 : 전문분야 등 고려하여 15인 이내 

   - 구성안 : 인권위원회(3), 시의회 대표(3), 자치구(2), 인권단체(3), 시(1)

▸ 역  할 : 초안 마련, 시민참여, 제정 추진 등 논의 

사회적공감대형성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100인 타운미팅, 토론회, 청책워크숍, 공청회 등 개최

▸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시민참여 채널 개설 지속적인 의견수렴 추진 

헌장제정

▸ 제정 추진단 등 각계각층 참여자 헌장 낭독 등 제정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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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6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7.19.(금) 14:00 ~ 17: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김형완·박김영희·선상규·이성훈·장서연·조효제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심사결과 (2013-6임-1)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2013-6임-2)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2013-6임-3)
4.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2013-6임-4)

5. 인권침해 상담 신청 및 조사 진행 현황 (2013-6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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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2013년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심사결과 (2013-6임-1)

인권단체 전문성 제고와 생활 속 인권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심사가 마루리 되었다. 총 20개 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심
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지정한 분야
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에 신청한 3개 단체와 자유제안에 분야에 신청한 2개 단체에 총 
58,400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되는 단체와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 지정분야 : 총 3건

  ○ 여성장애인 인권증진 : 2건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1 (사)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가족해체와 차별에 따른
장애여성을 위한 인권솔루션 사업

20,000 14,100

2 시각장애인가족회
시각장애여성!

행복한 삶으로 거듭나기
13,482 8,000

  ○ 새터민(북이탈주민) 인권증진 : 1건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1 콩반쪽나누기운동(HBSM) 2013 영화로 만나는 인권클럽  
북이탈주민 문화적응 프로젝트Ⅱ

19,924 12,000

 자유제안 분야 : 총 2건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1 서울YWCA 영화를 통한 청소년 인권감수성 높이기
프로젝트 - 청소년, 인권에 눈뜨다

14,500 13,000

2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난민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치유와 자조모임 조직

18,000 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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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인권단체의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에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 지원사
업이 인권단체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 할 것을 요청한다.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2013-6임-2)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위탁기관 선정결과가 보고되었다. 서울시 인권교육은 다음
과 같이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구   분 합 계
서울인권아카데미Ⅰ

(시 본청)
서울인권아카데미Ⅱ

(사업소)

서울인권아카데미Ⅲ
(투자․출연기관 및
시 위탁 복지시설)

교육횟수
<1회당 2시간> 300회 127 93 80

예산액(천원) 150,000 63,500 46,500 40,000

입찰결과 서울인권아카데미I 과정은 응찰되었지만, 나머지 2개 과정은 미입찰되었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들은 서울인권아카데미I 과정에 응찰 한 2기관 
중 재)한국인권재단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향후 계획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 등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
하는 것이며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Ⅲ 과정」운영 기관을 재공고하여 선정하는 일이
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아 재공고를 할 
경우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 위원회 의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Ⅲ 과정」을 통합하고 교육 횟수 등
을 조정하여 입찰 재공고를 한 후 교육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올해의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강사 연찬회 준비에도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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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2013-6임-3)

서울시는 인권위원회와 헌장제정 소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시장보고회의(7.11)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원칙을 마련하였다. 헌장제정 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제
정 초기부터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헌장 제정 필요함을 역설하며 제정 시기에 얽매
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자문하였다. 이에 인권헌장제정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참여모델을 개발하여 축제 형식으로 제정 ▷｢도시인권｣이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헌장제정 추진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헌장 제정 
절차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이라
는 큰 틀의 추진방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4.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2013-6임-4)

인권위원회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상담이나 접수통지 등
의 업무(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를 인권센터에서 수행함으로 인해 조사의 독립성
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이 보고 되
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재 조직체계상 과 단위 이상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어서 
문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부서에 발신하는 등의 사무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권
센터를 경유하여 행정처리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는 
조사과정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위임전결규정 정비를 통해 조사과정의 모든 문서행위 즉, 
기관에 자료 요구, 참고인 출석 요구, 각종 보고서 작성 및 결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단
독으로 기안, 전결하고 있음을 밝혔다. 단지 서울시는 문서가 과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민인권보호관의 문서가 부서 문서함에 모아져 있어 과 직원이면 누구나 목록이나 내용 
등을 볼 수 있는 한계를 인정했다. 

❊ 위원회 의견

과 소속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문서열람 시 암호입력 등 열람
제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기본조
례 개정과 결부되어 있음으로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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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침해 상담 신청 및 조사 진행 현황 (2013-6임-5)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상담 신청 및 조사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상담 및 조사 현황 < 2013. 7.16. 기준 >

구  분

상담 건수 조사 건수

계

방문 / 전화 전자민원

계 조사중 완료
소계

조사
의뢰

상담
종결

소계
조사
의뢰

상담
종결

타기관
이첩

합  계 110 68 16 52 42 11 13 18 28 12 16

m 조사 진행 : 12건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차별(3) : 결정문 작성
 - 심리 상담 대상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 결정문 작성
 - 서울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차별 : 결정문 작성
 - 서울시의 민간단체활동가에 대한 강사료 지급 차별 : 결정문 작성
 - 구청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부서변경 등 인권침해 : 조사결과 보고서
 - 산하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 관련기관 자료요청
 - 복지도우미 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 배제 차별 : 결정문 작성
 - 서울시 출연기관 내 용역업체 상사에 의한 욕설 등 인권침해 : 조사결과보고서
 - 서부이촌동 도시개발지역지정에 따른 인권침해 : 신청인 조사
   < 피신청인 이의신청 >
 - 시 위탁업체 내 직원간의 성폭력(4건 접수) : 이의신청인 조사
  m 조사 완료 : 16건 (취하 1건, 각하 4건, 기각 3건, 인용 8건)
   <인용 사건 >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 강남구청 권고 이행 거부
  - 전과를 이유로한 공무직 임용차별 : 사과조치 및 복직(임금지급) 등 이행, 신원조

사 규정 미이행
  - 서울시 위탁업체내 직원 간 성폭력 : 이의신청 진행
  - 65세 이상 화교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혜택 차별 : 이행기간
  -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4건 병합 처리) :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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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언론담당관과의 홍보협
조를 추진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당부서를 설득하고 협의를 요청
하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 등 
사전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해당부서의 권고 이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은 7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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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3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8.21.(수) 14:30 ~ 18: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1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이형석·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3-3정-1)
2. 서울시 인권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 (2013-3정-2)

3.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가단 연찬회 추진계획 (2013-3정-3)

4.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경과 및 개선점 (2013-3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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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3-3정-1)

서울시는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
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인권실태조사의 실시는 서울특별시 인
권기본조례 제7조,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
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에 근거한다. 실태조사는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인권
단체, 사업부서에서 제안한 13개 실태조사요구 대상 중에서 3가지 대상이 선정되어 인권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연 
번

과 제 명 실태조사 필요성 제안자(단체)

1
건설공사 현장 
노동 인권 및 

안전권 
실태조사

최근 건설공사와 관련된 안전사고로 아까운 인명을 잃
는 사고가 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가 확실해
야 하는데 건설 공사의 특유의 하청, 재하청 구조 속
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조사가 
필요함

중부대학
  강현수 교수

2
서울시내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실태

시설보호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기타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보고가 수시로 나옴

이러한 시설보호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물리적 환경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 모색 필요

서울시 인권위 
  홍성수 위원

3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시설에 입소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노인 요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어르신의 정보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서울형 안심요양원제도 검토 및 
안심하고 늙기 위한 필요한 인권정책 개발 검토 필요

동대문노인종
합복지관 한국
노인인권센터

❊ 위원회 의견

⦁실태조사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전략목표, 중점추진과제를 고
려해서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 실태조사의 주제선정 과정에서는 이 점
이 간과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제선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2013년도 실태조사는 이
미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되, 타 실태조사와의 차별성, 조사대상의 구체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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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활용성 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조사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2014년도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의 추진원칙과 우선순위, 인권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실태조사의 기본원칙을 미리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실태조사 기본원칙을 만드는 작업에 홍성수, 장서연 위원이 참여한다.

2.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3-3정-2)

｢2013년 서울 인권 아카데미 II 과정｣을 위탁할 교육기관이 선정되어 보고되었다. 앞서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되었듯이, 인권 아카데미 II와 III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두 과정을 통합하였고, 이에 맞추어 하나의 위탁교육기관이 선
정되었다. 

구 분 당   초 변   경

교육대상

○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 과정  
 - 서울시 산하 사업소
○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Ⅲ 과정 
 - 투자출연기관, 시 위탁 복지시설

○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 과정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시 위탁 복지시설

교육횟수 ○ 총 173회 (40~50명 이내) ○ 총 135회(60명~80명 이내)

사업예산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 과정 : 46,500천원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Ⅲ 과정 : 40,000천원

○ 서울 인권 아카데미 Ⅱ 과정 : 86,500천원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 된 심사위원들은 입찰에 응한 2개의 업체 중 한국생산성본
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별첨자료

첨부1. 2013년 인권교육 일정 현황

❊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교재개발과 강사양성, 그리고 인권교육 모니
터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위원들이 
공람 할 수 있게 하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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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가단 연찬회 추진계획 (2013-3정-3)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하
는 연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연찬회를 기획하였다. 연찬회를 통해 
▷서울시 인권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서울시 공무원 및 시 산하 직원 인권교
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서울시 인권교육 과정에 적극적 참여 당부 및 협조를 요청
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교육기관의 선정이 늦춰지면서 8말에 시작
되는 인권교육을 앞두고 애초 기획되었던 연찬회를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시기를 놓치
게 되었다. 

❊ 위원회 의견

인권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공유,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성, 표준강의안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이 워크숍으로 연찬회를 대체한다. 선정된 인권교육 위탁기
관별로 표준강의안(PPT) 시연회를 갖고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4.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경과 및 개선점 (2013-3정-4)

시민인권보호관의 7개월간의 활동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첫째,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제
상 부서화’ 방안과 ‘합의제 행정기관’설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기구개편이 독립
성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보였다. 더 나아가 두 방안은 모두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민인
권보호관의 운영기간이 초기단계인 현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보
호관 제도운영의 경험이 축적되고, 독립성 침해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논의
를 진전시킨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두 번째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시민인권보호관 관련 조
항이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상충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오해하게 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현재 인권보호팀이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
며, 시민인권보호관은 향후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첨부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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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차기 회의 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이행률 확보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다 (시, 시민
인권보호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기본조례 상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관련 심의 
내용 등 인권기본조례와 불합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송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인권보호관과 그 결정권고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
록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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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2013년 인권교육 일정 현황

과정명
(교육대상)

구 분
교육시기

8.30.~9.31. 10.1.~10.30. 11.1.~12.31.

아카데미Ⅰ과정
(본청공무원)

중점그룹
(8개)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정책실

도시안전실

교육 횟수 총 42회(4시간)

일반그룹
(16개)

교육협력국(1회)
푸른도시국(2회) 

기술심사담당관(1회)
마곡사업추진단(1회)

대변인, 시장실/부시장실
비상기획관(각1회)

도시계획국(3회) 정보화기획단(2회) 감사관(2회)
재무국(4회) 시민소통기획관(3회) 기획조정실(4회)

소방재난본부(5회) 행정국(7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5회)
교육 횟수 총 43회(2시간)

과정명
(교육대상)

구분
교육시기

9.9.~9.30. 10.1.~11.15. 11.16.~12.31.

아카데미Ⅱ과정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담당 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업소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교육 횟수 총 73회(2시간)
담당 기관 투자․출연기관(17개소) / 시 위탁 복지시설(67개소)
교육 횟수 총 6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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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시민인권 보호관의 의견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시민인권보호관 관련 조항이 서울시 인권기본조

례와 상충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오해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7조(상담 및 구제기관)와 제58조(상
담 및 구제절차)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어린이･청소년 관련 상담 및 구제를 
모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어린이청소년담당관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정
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담당관실에 어린이·청소년 인권구제 긴급 핫라인 설치 
요구를 함)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7조(상담 및 구제기관) ② 시장은 서울
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인 이상을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제58조(상담 및 구제절차)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
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시민인권보호관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권을 규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45조(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②항 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
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
소년 인권조례 제59조 규정(준용)에 따라 인권기본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
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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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7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09.26.(수) 14:00 ~ 17: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장서연·조효제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2013-7임-1)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2013-7임-2)

3.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계획 (2013-7임-3)
4. 남산 유스호스텔 세계인권선언문 설치 추진현황 (2013-7임-4)

5. 인권정책 홍보 추진계획 (2013-7임-5)

6. 2013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3-7임-6)
7.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7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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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2013-7임-1)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생 설문평가와 강사․교육이수자 심층면접을 실시하
고 현장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세부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구분 현장평가 설문조사 심층면접

구 성

▪인권전문가 3명
▪교육전문가 3명
▪퇴직공무원 3명

▪연구원 5명 ▪진행자(책임연구원)1명
▪연구원 3명

역 할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심층인터뷰 및 분석

운 영
▪평가반 10회 운영

  - 3인1조(인권/교육/퇴직)
▪교육생 설문(3,000명)
 - Ⅰ,Ⅱ과정별 각 1,500명

▪인터뷰 30회 

  - 강사(10명)
  - 교육이수자(20명)

방 법 ▪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인터뷰(IDI) 
기 간 ▪2013. 9. ~ 12월 ▪2013. 9. ~ 12월 ▪2013. 10. ~ 12월

수 행

기 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

  (설문지 개발 및 분석)
▪전문 조사업체

❊ 위원회 의견

⦁설문조사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점에 관한 문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 대상 설문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한다.  

⦁인권교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인권교육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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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2013-7임-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등과 같은 조치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제시된 방안은 첫째,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사항의 이
행 및 개선 현황을 시장과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사항의 이행 과정을 월별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피권고기관이 시정·권고조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이
행되지 않는 권고사안, 정책적 제도적 변경을 요하는 사안은 피권고기관과 인권담당관, 
그리고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하여 이행협의모임을 갖는다.  

별첨자료:

첨부1. 2013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및 수용 현황

❊ 위원회 의견

피권고기관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조치를 불수용할 경우
를 대비한 방안에 대해 차기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계획 (2013-7임-3)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인권의식의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침해 사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결정·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민참여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시민참여배심원들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
사하는 사건 중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주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배심절차를 개시하
고 평결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권한을 기속하지
는 않지만 최대한 존중된다. 배심원은 시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는 25개 자치구의 추천, 각 인권분야별 시민단체 및 학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들로 이루
어진 100명의 시민배심원단과, 인권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배심원단을 구성해놓
고 각 사건마다 무작위로 시민배심원 6인, 전문가배심원 5인을 선정하여 배심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392 -

4. 남산 유스호스텔 세계인권선언문 설치 추진현황 (2013-7임-4)

역사가 서린 장소에 세계인권선언문을 설치하여 시민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인권문화를 
확산하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남산 유스호스텔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남산공원 내 옹벽 83.4m에 세계인권선언문 전문과 조문을 음각으로 새기게 된다. 세계인
권선언문 전문은 우선 한글로 새겨지고, 선언문 1조는 5개 국어로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새겨질 계획이다.

❊ 위원회 의견

선언문 1조를 유엔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설치하
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5. 인권정책 홍보 추진계획 (2013-7임-5)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권고,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인권위원
회,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사업 지원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권정책에 대해 시민
이 쉽게 이용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화방안은 첫째, 서울
시 홈페이지 내 인권페이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권정책 추진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최상위 메뉴로 확대 개편하고, 인권침해 결정례 자료실의 운영, 인권단체 주
소 링크 추진 등 콘텐츠 정비‧확대가 이루어 진다.  

두 번째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
여 시민소통의 창구로 활용한다. 

세 번째로, 서울시가 보유한 옥외광고물과 서울시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자치구 반상
회지 등과 같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인권정책 홍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위원회 의견

홍보물에 사용되는 언어를,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보호대상자 등, 인권적 관점에서 
민감하게 선택하거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나나나 
인권서울’을 홍보 시 부각시키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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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3-7임-6)

서울시는 앞서 개최된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 노동 인권 및 안전권실태
와 아동인권실태,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내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실태조사와 노인요양시설의 실태조사는 내부 의견수렴과
정에서 관련부서의 실태조사와 중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중첩을 피하고 가
장 취약한 분야를 집중조사하여 내실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건설공사현장 노동인권 및 안
전권 실태조사만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실태조사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시행되며, 연구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규모 조사 및 분석 : 이주 및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포함

-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신체·정신적 건강 등 인권상황 조사
-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 대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조사
- 안전사고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사례, 국내 정책 분석 연구
- 이주 및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실태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인권위원회의 장서연, 

홍성수 위원은 인권담당관과 인권정책팀장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
친 바 있다. 실태조사 추진원칙,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실태조사 우선순위를 아우르는 가
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의견이 제시 될 것이다. 

❊ 위원회 의견

실태조사내용의 방향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술용역 발주 전에 관련 전문가
와 인권위원회의 사전보고 및 심의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 

7.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7임-7)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이 보고되었다.
별첨자료:

첨부2. 2014년도 예산 계획(안)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394 -

별 첨 자 료

[첨부 1]

2013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및 수용 현황

<'13. 9. 10. 기준>

연번 사건목록
조치결과 
통지

(이의신청일)
대상기관

수용
여부

수용 내용

1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 차별

'13. 2.28.

조직담당관
일부
수용

‘신원조회 규정’ 개정건의

인사과 수용 ‘사회통념’ 관련 전부서 공문시행

서부공원사업소 수용 ‘사과’, ‘체불임금정산’

2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

'13. 6. 7.
('13.8.7 . 
기각)

시민봉사담당관 수용
‘위수탁협약의무위반 업중경고’, 

‘직원관리 만전’

㈜엠피씨 수용
‘성희롱예방교육, 공식적 사과, 

피해자 회복 조치’ 등 권고사항 수용

3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차별

'13. 6.28.

교통정책과
조건부
수용

‘시의 정책적 결정’, ‘타기관과 협의’

서울메트로 ″ ″

도시철도공사 ″ ″

4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13. 7. 3.

교통정책과 수용 ‘CCTV설치예산 미편성’

서울메트로 수용
‘인권교육실시’, ‘임의조작방지마련’,

‘전동차내 안내방송실시’, 
‘자료제공 기준마련’

도시철도공사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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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4년도 예산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 2014 요구
추가요구
(예 정)

비고
(실링초과예산)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779,865 719,946 653,464 1,373,410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48,336 207,764 256,100

인권헌장 제정추진단 운영 - 23,400 158,800
인권헌장 사회적 공감대 형성 - 9,736 31,964
인권보고서 발간 등 - 15,200 17,0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9,180 45,480 23,800 69,280
회의 개최 및 운영 39,180 30,600 21,000
인권행정 워크숍 - 5,280 1,800
민관협력 네트워크 - 9,600 1,00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45,000 45,300 44,000 89,300
자문위원회 운영 - 1,500 3,000
토론회 개최 15,000 -
인권문화 확산홍보 - 20,000 30,000
인권문화 행사 운영 30,000 23,800 11,000

서울시민인권실태조사 131,000 92,250 - 92,250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30,000 90,000 -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운영비 1,000 2,250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26,350 37,520 - 37,520
인권침해 조사 참여 인력 수당 지급 12,000 15,000 -
인권침해 조사 전문가 의견 등 사전검토 수당 4,000 4,000 -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 8,420 -
조사 신청서, 결정서 등 발간 4,350 5,060 -
출장여비 6,000 5,040 -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 12,800 12,800
배심원 참석수당 - 10,800 -
참고인 수당, 자료집 등 - 2,000 -

인권감수성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201,260 201,260 367,900 569,160
서울인권아카데미 201,260 175,460 346,900
인권교육전문인력양성 - 15,600      

21,000
기타(업무추진비) - 10,200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7,000 237,000 10,000 247,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200,000 230,000 10,000
선정위원회 운영 등 7,000 7,000 -

※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실링초과 예산’ 미확보시 ‘14년도 사업차질 예상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396 -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8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10.23.(수) 14:00 ~ 17:3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
장서연·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임8-1)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2013-임8-2)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정 심의‧자문 등 역할 제고 방안 (2013-임8-3)
4.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3-임8-4)

5. 서울시 인권증진 지원사업 ‘남산 인권숲’의 지원해지에 관한 건

(2013-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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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2014년도 예산 계획(안) (2013-임8-1)

지난 임시회에서 2014년 예산 계획안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부
시장 조정회 결과 변경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별첨자료:

첨부1.2014년도 예산 계획(안)

2.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방안 (2013-임8-2)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시정·권고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권고기관
(부서)의 이행율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7차 임시회에
서 제시된 것을 보완하여 보고되었다.
 실효성 확보 방안

❍ 시장 대면 보고 : 상･하반기 2차례 시정･권고 이행 및 수용 현황
    - 시민인권보호관 참석하여 직접 보고
❍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등의 이행 조치결과 관리카드 작성
    - 정책특보와 분기별 면담 실시 : 시정･권고에 대한 배경, 의의 등 설명
    - 일부수용, 불수용, 사건중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권고 사안과 정책적, 제도적 

변경을 요하는 사안은 필요시 피권고기관(부서)과 이행 협의
      이행 협의 모임 참석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피권고기관 (부서장)
    - 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기능 활용 : 미이행 부서장 등을 출석시켜 이행 독려, 

필요시 시장에게 정책 권고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정 심의‧자문 등 역할 제고 방안 (2013-임8-3)

이 안건은 아래 제시된 문제의식을 가진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발의로 안건상정되었다. 
서울인권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는 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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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문을 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정보도 없고 스크린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인권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
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요약하면 조례에 제시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시스템이 마
련되지 있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서울시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
다 서울시가 행하는 인권관련 시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인권위 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보의 제공과 공유를 통해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시정전반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초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추진개요

○ 제공자료 : 인권 관련 사전 인지된 법규 제정, 정책 시행 등의 자료
    - 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법규 제‧개정 자료
    - 주요 시책 시행 관련 기자설명회 자료 등 주요 보도자료  
    -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한 자료 
○ 제공시기 : 매주 1회, 수시 ※ ‘13.11월부터 시행 
○ 제공방법 : 이메일, 우편, 회의 개최 시 자료 제공  

 실행방안

○ 협조공문 시행(전부서) : 인권위원회 자문을 위한 인권관련 주요시책 자료 제출 
    - 주요 기본계획, 인권관련 법규 제‧개정, 인권관련 행사 등 제출(인권담당관)
○ 자체 정보 수집 : 인권담당관

1부시장 산하       : 인권정책팀

총괄수합 및 검토 정보제공
➡ ➡

2부시장, 정무부시장 : 인권보호팀 인권정책팀 인권정책팀

사업소, 투자기관 등 : 인권협력팀

4.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3-임8-4)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을 공
유하고,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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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논의 결과 인권담당관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인권위원회
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를 하고, 인권위는 모니터링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티터링을 시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 위원들은 선정된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가 모니터링의 구체
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다. 더 나아가 소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를 내도록 한다.  

선정된 중점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주제는 보행권, 탈시설 로드맵, 이주민 분야이다.  

5. 서울시 인권증진 지원사업 ‘남산 인권숲 콘서트’의 지원해지에 관한 건 

(2013-임8-5)

인권위원회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추진한 ‘남산 인권 숲 콘서트’가 정치적인 행사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철회된 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위원회 의견

‘남산 인권숲 콘서트’는 ‘인권기행’과 함께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울시
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남산 인권숲 콘서트’의 “국정원
이 납치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또는 “실종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
니다” 와 같은 일부 홍보 문구가 정치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지원을 철회하였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단체가 준수하도록 한 지원 약정서 제3조의 ‘공익추구 정치적 활동
이나 영리적으로 오인 받을 활동을 일체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행사의 취지가 과거 남영동 등 고문이 자행된 곳에서 문화행사
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함으로써 이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러한 인권행사
가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 없다면, 자선활동 외에 인권활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공모사업 지원약정서 제3조의 ‘정치적 활동’의 기준이 모호하여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원철회 대상 정치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원철회 결정 과정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관련 의견서’를 박래군 위원이 작성하여 담당부서
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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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2014년도 예산 계획(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3
2014 
요구액

1차 
조정금액
(예산과)

부시장 
조정금액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779,865 733,246 464,306 899,870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57,136 57,136 193,000
인권헌장 제정추진단 운영 - 32,200 32,200 134,400
인권헌장 사회적 공감대 형성 - 9,736 9,736 38,600
인권보고서 발간 등 - 15,200 15,200 20,0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9,180 45,480 40,140 70,000

회의 개최 및 운영 39,180 30,600 28,260 51,600
인권행정 워크숍 - 5,280 5,280 7,080
민관협력 네트워크 - 9,600 6,600 11,32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45,000 45,300 45,300 45,300

자문위원회 운영 - 1,500 1,500 1,500
토론회 개최 15,000 -
인권문화 확산홍보 - 20,000 20,000 20,000
인권문화 행사 운영 30,000 23,800 23,800 23,800

서울시민인권실태조사 131,000 92,250 92,250 92,250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30,000 90,000 90,000 90,000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운영비 1,000 2,250 2,250 2,250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26,350 37,520 27,520 37,520

인권침해 조사 참여 인력 수당 지급 12,000 15,000 9,000 15,000
인권침해 조사 전문가 의견 등 사전검토 수당 4,000 4,000 4,000 4,000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 8,420 6,920 8,420
조사 신청서, 결정서 등 발간 4,350 5,060 2,560 5,060
출장여비 6,000 5,040 5,040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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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배심원제운영 - 12,800 11,800 11,800

배심원 참석수당 - 10,800 9,800 9,600
참고인 수당, 자료집 등 - 2,000 2,000 2,200

인권감수성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201,260 205,760 190,160 343,000

서울인권아카데미 201,260 175,460 175,460 298,100
인권교육전문인력양성 - 15,600 0 30,200
기타(업무추진비) - 14,700 14,700 14,700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7,000 237,000 0 107,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200,000 230,000 0 100,000
선정위원회 운영 등 7,000 7,000 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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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3년 제4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3.12.05.(목) 14:00 ~ 17:3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
이남신·이성훈·이형석·장서연·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2013-4정-1)

2. 인권강사 양성과정 위탁업체 선정결과 (2013-4정-2)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실적 중간보고 (2013-4정-3)
4. 인권교육 중장기 실행계획 워크숍 추진계획 (2013-4정-4)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 (2013-4정-5)

6.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안 관련 (2013-4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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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2013-4정-1)

서울시는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인권의 소중함
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인권도서 전시,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인권 특강, 인권음악회, 인권학습체험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위원회 의견

서울시가 다른 문화행사들과 차별화해서 인권시정이라는 총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인권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2014년도에는 인권위원회 자
문을 통해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노동인권, 장애인권, 그리고 어려움
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빠져있다. 내년에는 문화프로그램과 함
께 서울시 인권행정의 의지가 담긴 정책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단체 등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와 홍보가 요구된다. 

2. 인권강사 양성과정 위탁업체 선정결과 (2013-4정-2)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정｣이 운영되며, 양성과정을 위탁·운영 할 교육기관으로 인권정책연구소가 선정하였다. 
25명 내외의 교육생이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인권강
사 양성과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2014년 1월 25일 까지 매주 화·목요일 (19~20시)
에 열리며, 교육내용은 인권의 이해, 서울시 인권행정의 이해, 강의 교수법 그리고 시강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은 시범 강의평가를 통해 선발하여 2014년 초 보수교육을 실시
하고 하반기부터 서울시 강사로 활동하게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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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실적 중간보고 (2013-4정-3)

그간 진행되어 온 인권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었다. 
중간평가는 교육생과 강사, 그리고 현장평가단(인권·교육전문가 및 퇴직공무원으로 구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이루어 졌고, 현장 참관평가도 진행되었다. 

구  분 현장평가단 교육생 설문평가

운  영

․총 16회 실시
 - 인권전문가 3회
 - 교육전문가 8회
 - 퇴직공무원 5회

․교육생 3,036명
  - 중점교육(4시간) 367명
  - 일반교육(2시간) 2,649명

만 족 도
평가점수

․ 59.9점 
 - 교육내용․수준 : 54.7점
 - 인권강사 : 59.4점
 - 교육환경 : 65.6점

․ 79.8점 
 - 교육내용․수준 : 79.2점
 - 인권강사 : 83.2점
 - 교육환경 : 77.7점
 - 참여유도 : 76.0점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인
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2014년 인권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된다. 

❊ 위원회 의견

인권교육 평가시 중점교육 대상자와 일반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서 인권교육기관별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인권교육기관의 강사들과 
인권위원회의 추천강사들간의 비교평가 또한 요구된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현장평가단을 대상으로 평가의 목적, 평가해야 할 내용과 같은 
전반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4. 인권교육 중장기 실행계획 워크숍 추진계획 (2013-4정-4)

인권교육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논의를 위해「서울시․인권위․현장실무자」워크숍을 개최
하여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워크숍을 통해 올해 인권교육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전략적인 중장기 교육 실행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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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연차별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12월 19일 9시부터 15시 까지 열리며, 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인원위
원회 교육소위원회 위원 5명과, 위탁교육기관 관계자와 인권교육강사 8명, 그리고 인권
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이 참석하게 된다. 

❊ 위원회 의견

위크숍에 인권교육강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될 것이며, 직접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
이 없을지라도 인재개발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같은 공무원교육 전문기관에서 참여
해 주시길 요청한다. 

인권교육 추진방향과 교육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발제가 필요하다. 이에 김
형완 위원이 인권교육 계획 5개년의 기본 틀거리와 핵심 쟁점, 외국사례, UN의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기로 한다.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계획 (2013-4정-6)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2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
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
한다”에 의거 시민의 권리와 시의 책임을 규정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된다. 인권
헌장이 시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되도록 기획된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위원회가 만들
어지고, 이 위원회가 인권헌장 제정과정을 총괄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시    민
(100인 공개 모집)

전   문   가 
(인권분야, 직능대표, 종교계 등 30명) 서  울  시

첨부자료:

별첨1.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계획과 홍보 및 의견수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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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권고안 관련 (2013-4정-6)

위원회는 다산콜센터 종사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권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
고 이남신 위원이 작성한 권고안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위원회 의견

•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하는 권고이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위원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사안이 서울시의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비슷한 업
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므로 세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 콜센터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이 고용구조와 연결되어 있고, 고용구조가 감정노동 상
황을 훨씬 악화시키고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인권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인
권위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산콜센터의 인권상황에는 감정노동, 여성,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들이 중
첩되어 있고 이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권고하는 것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인권의 
문제로 드러나고, 인권측면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정책 권고를 할 때 나름대로 상세하게 실태를 서술하고 권고
하는 이유를 밝히며 국내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할 것이다.

• 일정 상 초안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주말까지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논의 
된 수준에서 고용구조의 언급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추상화 
수준을 달리한 복수안을 위원회 회람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원회는 문경란 위원장을 비롯하여 백미순, 이남신, 장서연 위원이 참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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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계획과 홍보 및 의견수렴계획

❶ � 전문가�위원�구성�및�운영

  구성방향

   ○ 구성방법, 자격 등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

   ○ 사전에 위원 역할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긍심 및 책임의식 고취

   ○ 인권 분야, 직능대표, 종교계 등 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  

  구성개요 

   ○ 구    성 : 각 인권분야 전문가 30명 내외

   ○ 구성방법 : 인권위원회 등 추천 

   ○ 운영기간 : '14. 7월 ~ 12월

   ○ 역    할 : 헌장안 마련, 헌장 제정과정 전반 자문‧의결 

    - 헌장안 틀, 구성, 전문에 포함해야할 가치, 내용 등 자문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홍보방법 등 
    - 해당 분야의 대표로서 참가하며 각 분야 의견수렴 활동 전담 

   ○ 운영방법 : 전체회의 참석 및 분과 소위원회 장으로 활동

    - 헌장안 작성 분과, 사회적 약자 분야, 소통 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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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 

헌장 구성 등 자문

(8월)
소위원회 및 의견수렴

(8월~10월)
초안 작성

(9월 ~ 10월)
수정안 작성

(11월)

헌장 틀, 구성 논의

의견수렴방법 등 

초안 방향 제시

소위원회 의견수렴

각 분야별 유사 단체 

등의 의견수렴

의견 수렴 결과반영 

초안 작성

제정위에 초안 상정

초안 의견수렴 반영 

수정안 작성  

제정위에 수정안 상정

❷ � 시민�위원�구성�방법

  시민위원 공개모집 

  ○ 모집인원 : 100명     

  ○ 신청자격 : 인권기본조례 제2조 정의 (시민)

    -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 서울소재 학교 학생 포함

  ○ 신청기간 : '14. 6월 중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신청

  ○ 주요역할 : 위촉식 및 전체회의 참여 

  시민위원 구성방법 

  ○ 선정기간 : '14. 7월중 

  ○ 선정방법 : 공개추첨  ※ 인터넷, TV로 공개

  ○ 구    성 : 세대, 지역, 계층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인터넷 공모를 원칙으로 각 구별로 4명씩 선정
    - 남･여 비율 (5:5) 과 연령대별 (만35세 미만, 만35~49세, 만50세 이상) 로 안분
    -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참여 보장
         ※ '14. 4월 기준 연령대별 인구분포도에 의해 위원수 배분(최저․최고 연령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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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원 참여 독려 방안 

  ○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인정(위촉장, 헌장 기념물 등에 이름 새기기) 

  ○ 인권헌장 제정 세레모니(타종행사 등) 참석 기회 제공 

❸ � 인권헌장�제정위원회�운영

  추진방향  

  ○ 헌장 제정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민주도 제정체계 운영 

  ○ 다양한 시민층에서 자발적으로 헌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 마련

  운영개요 

  ○ 기    간 : '14. 8월 ~ 12월

  ○ 대    상 : 시민 위원, 전문가 위원 등 130명 

  ○ 운영방법 : 전체회의(3회) 참석 및 소위원회 활동 

  ○ 소위원회 : 전문가 위원(소위원회 장으로 사전 지정)과 시민위원 참여   

    - 전문가 위원 분과별 지정, 시민위원 활동 분야 사전 선정
    - 논의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회의 원칙 
       ※ 오프라인 회의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인권헌장 토론회를 겸한 지역별 토론회

로 개최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전체회의 

   ○ 기간/장소 : '14. 8월 ~ 12월(총 3회), 시청사 다목적홀  

   ○ 회의내용 : 헌장 추진방향, 초안, 헌장 제정 의결 

   ○ 운영방법 : 테이블 별 토론 진행 ※ 전체회의 온라인 등을 통해 중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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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체회의(8월)

추진방향 의결 -
2차 전체회의(10월)

초안 의결 -
3차 전체회의(11월)

- 수정안 의결 -

헌장안 구조, 헌장 작성방법,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민참여 방안 및 계층 권리
별 의견수렴방향 등 

소위원회 의견수렴

각 분야별 유사 단체 등의 
의견수렴

헌장 확정 결정 

헌장제정 선포식 논의

❹ �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추진방향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많은 시민이 참여한 인권헌장 제정을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 마련 

  인권헌장 제정 선포식

  ○ 일    시 : '14. 12월중
  ○ 장    소 : 보신각(종로구 관철동 소재)
  ○ 참    석 : 헌장제정 참여 시민 등 200명 
  ○ 내    용 : 참여자 헌장 교차 낭독 공연 등 
     - 온라인 상 전시된 작품 전시, 공연 라이브 등 부대행사 
     - 참여시민 이름/ 아이디 전시, 댓글 화면 표출 시민참여작 wall 제작 전시 등
     - 보신각 타종행사 개최    ※ 종교계 타종행사 동참 유도  

  인권헌장 제정 기념 콘서트

   ○ 일    시 : '14. 12월중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    석 : 헌장제정 참여 시민 등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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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헌장 제정 백서 발간 

  ○ 제정위원회 위촉식, 전체회의 등 헌장제정 전 과정 기록 
     -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여 인권헌장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 
  ○ 헌장제정 위원회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제작 
     - 자문단, 헌장제정 위원회 참여시민의 수기, 그림 등 게재  
        ※ 인권헌장제정 백서는 ｢서울시민 인권보고서｣에 포함하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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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계획

  온라인 활용 의견수렴 

  ○ m-voting 시스템 활용(‘14.7월~8월)
     - 시민제안 기능을 활용하여 자유 의견 수렴 
     - 헌장 제정 인지도 제고 및 슬로건 공모 
        ※ 5문항 이하 단순 의견 선호도 표시 

  ○ 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14.10월~11월) 
     - 헌장안 조항별 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수렴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활용, 정보제공 및 토론의 장 마련 

  인권헌장 설명회 개최 (‘14.6월~11월)
  ○ 인권명사 토크쇼 형식으로 개최하여 시민이 쉽게 참여하는 학습의 기회 제공 
  ○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 의견 개진의 장 마련 

  인권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기관 의견수렴 (‘14.10월~11월)
  ○ 인권헌장 초안 등 자료집을 우편, 메일 등으로 송부 

  세종문화회관 등 시 산하기관과 연계방안 마련 

  ○ 인권콘서트 관람 신청과 연계하여 헌장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헌장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콘서트 관람 신청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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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

  홍보방향

  m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 인권헌장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m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권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전환과 인권정책 필요성 공감 분위기 형성 

  추진내용

  m 인권헌장 제정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 운영
    -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예 : 슬로건, 내가 생각하는 

인권 등)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 추진  
  m 제정위원회 모집 홍보를 위한 인쇄 홍보물 제작  
    - 포스터 제작 부착(시청, 자치구, 유관단체 등)
    -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스크린도어, TV, PDP 등), 홍보물 부착
  m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 인권헌장 제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페이스북 운영
    - 시 보유 SNS(트워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및 서울톡톡, 라이브서울 등 적극 활용
  m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티스트 연계 홍보 
    - 아티스트가 인권을 주제로 웹툰, 일러스트, 음악 등 작품 제작 ⇒ 온라인 공유 
    - 작품에 대한 댓글 작성, 작품 게시글 전파, 2차 창작 등 시민 참여를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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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1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1.28.(화) 14:00 ~ 16: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장서연·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보도환경개선과, 보행자전거과

안  건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논의) (2014-1임-1)

2.「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계획 (2014-1임-2)
3.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관련 

(2014-1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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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논의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논의) (2014-1임-1)

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사업,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
사업,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진행상황 및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보고되
었고 위원들과 담당공무원간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별첨자료

첨부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사업

첨부2.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

첨부3. 보행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계획 (2014-1임-2)

인권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목표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시민의 인권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는「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안이 보고되었다. 이번 회
의에서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인권헌장 제정준비단을 구성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시    민
(100인 공개 모집)

전  문  가 
(인권분야, 직능대표, 종교계 등 30명) 서  울  시

인권헌장 제정준비단
(인권분야, 시민참여, 홍보 등 7명 내외)

인권헌장 제정준비단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구성되는 2014년 6월까지 사
전준비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 과제는 아래와 같다. 

    ○ 국내외 인권선언․인권헌장 등 자료 분석
      - 광주 인권헌장, 성북구 주민인권선언,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등
    ○ 헌장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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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장의 명칭, 전문, 헌장에 수록되어야 할 권리, 권리 이행 등
    ○ 헌장제정위원회 구성방안
      - 헌장제정과정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위원 구성방법, 자격 등
    ○ 시민참여모델 개발
      - 단계별 시민참여의 범위․방법․수준 등, 시민참여위원의 역할 등
    ○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등
      - 시민위원에 대한 인정감 부여방안 등
    ○ 온라인 플랫폼 구성
      - 콘텐츠, 디자인, 게시 자료 등
제정준비단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헌장제정 소위원회 3인, 인권단체 활동가 1인, 학계

대표 1인, 홍보 및 SNS 전문가 1인,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정
준비단은 월 2회 정례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는 헌장 제정 소위원회에 김형완, 조효제, 홍성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서울 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된 논의는 제정준비단에 일임하며, 인권위는 진행상황

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의 명칭을 서울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로 변경할 것

을 제안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고, 서울 시의회도 참여 통로

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3.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관련 (2014-1임-3)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집필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권고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의가 이루어진 것과 쟁점이 되었던 것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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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동의된 안건으로는 
⦁ 인권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권고안은 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고 모든 위원들의 이름을 날인하기로 
한다.

⦁ 다산콜센터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서울시는 간접고용의 실질적인 사용자 위
치에 있으며,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권고안에 명확히 기술해야한다. 

⦁ 인권위원회는 2월 5일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발표
하며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다.  

쟁점 사항은  
⦁ 권고문을 ‘주문’의 형식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의견과 권고안에 얼마나 구

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1)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서울시의 책
임을 명백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안은 서울시, 민간업체와 노동자들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2) 다산콜센터 상담종사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인권적인 노동
통제와 과도한 성과 경쟁을 야기하는 민간위탁, 즉 간접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으로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명시해야한다는 의견  3) 
직접고용방식은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열어두는 등 다양한 층위의 개선안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방어권강화 등과 같이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구조개선과 같은 내용은 장기개선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이 그것이다.

(결정) 모든 위원들의 오늘 회의의 의견을 참고하여 1월 29일 자정까지 권고안에 대
한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여 권고안 집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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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사업

 현황 및 문제점

  m『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개선되어 왔으나, 

  m 보도의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
      ※ 2013년 보도 침하․파손 건수 19만여건 발생

 추진방향

  m 대중교통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보수․정비
   - 노후 파손․침하된 보도블록 교체 및 평탄화 작업 지속 추진
   - 보도 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및 보도 턱낮춤 철저

 추진실적 (2013년)

  m 똑똑한 보도공사 길라잡이「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제작 배부(3월)
   - 보도 설계시공 매뉴얼을 자치구 공사감독 및 사업체에 제작․배부하여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각종 기준을 철저히 숙지
하여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13. 3월 매뉴얼 발간 배부 (책자형 2,000부/ 수첩형 900부), 매뉴얼 관련 ‘보도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제작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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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민「거리모니터링단」운영 활성화 추진
   - 활동방식 :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보행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바로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접수 후 현장확인하여 정비조치
                   ※ `12. 3월 웹사이트 개설, `13. 8월 앱 개발

   - 요원선발 : 646명 온라인 공모방식 (`12년 424명 선발)
   - 활동실적 : 18,490건의 보행불편사항 접수받아 17,619건 처리(처리율95%)
                   ※ `12년 1,151건 신고접수 처리하여 전년 대비 10배 증가

  m 노후 및 침하․파손 등 보행불편 보도블록 유지관리 보수정비(상시, 자치구)
    - 자치구 특별순찰반 및 정비반 운영 : 19만여건 순찰 적출 후 정비
    - 보도 턱낮춤(점자블록 정비 병행) 실적 :  1,166개, 4,948m 정비 
 

< 보도턱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 전후 사진 >

양천구 신월로(정비전) 양천구 신월로(정비후) 관악구 봉천로(정비전) 관악구 봉천로(정비후)
 

송파구 송파대로(정비전) 송파구 송파대로(정비후) 마포구 증산로(정비전) 마포구 증산로(정비후)
 

구로구 도림천로(정비전) 구로구 도림천로(정비후) 양천구 목동서로(정비 전) 양천구 목동서로(정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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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분야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보도블록 정비 a 865 90 165 185 200 225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명 3,436 646 650 690 720 750

소요예산

보도블록 정비 백만원 60,000 6,000 6,000 15,000 16,000 17,000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비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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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m ̀12년 4월 시작된 ‘보도블록10계명’을 통하여 보도공사의 부실시공 및  보행자 
불편사항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m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지장물은 여전히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보행자 중
심의 거리조성을 위하여는 개선이 시급함.

    - 보도 위 시설물이 선진도시 가로에 비추어 너무 많아 보행상 불편과 시각적으
로 개방감에 지장을 주고 있음.

    - 효용가치가 떨어진 시설물(우체통,공중전화,택시승차대,시설표지판,지역안내판 
등) 수량 감축 및 철거 검토 필요

    - 지하철 환기구 및 보도턱 등이 높아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지장 초래
    - 불법 적치물, 광고물, 이륜차, 노점상 등 불법행위 만연
    ※ 보도상 시설물 현황 : 총30종, 110만여개소(2013.12월말 기준)

구  분 시   설   물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 신호등, 각종 표지판

 지중 및 통신 설비  변압기, 개폐기, 분전함, 저항기기함, 공중전화 등

 지하철 시설물  지하철 환기시설, 승강기, 지하철 출입구 등

 승차대  (공항버스․ 노선버스․ 택시)승차대, 승차대 표지판 등

 기타시설  통합배포대, 휴지통, 모래함, 볼라드, 적치물, 광고물 등

 추진방향

  m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
    - 노후 파손․침하된 보도블록 교체 및 평탄화 작업 지속 추진
    - 보도 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및 보도 턱낮춤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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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위의 각종 불법 적치물, 입간판, 노점행위 등 지속 단속 추진 
  m 2014년부터 ‘보도블록10계명’에 이어 ‘인도10계명’ 본격 추진
    -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가로시설물의 통합 및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이

전 추진 등 시행

 추진실적 (2013년) 

  m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보도블록10계명’ 추진
   ① 보도공사 실명제 : 총 593개 설치
     - 보도공사 참여자 실명기재하여 명판 부착 (공사구간 시종점)
   ② 원스트라이크아웃 : 1,763회 현장점검
     - 과태료 부과 89건 / 2,178건 적출, 2,055건 정비
   ③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총 11,642명 투입
     - 보도공사장 10m 1명, 30m이상 2명 
   ④ 보도공사 Closing11
     -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한 공사 4건 특별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⑤ 보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 214,380건
     - `12년 18만건 단속 / `13. 3. 14 서울경찰청과 MOU체결
   ⑥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 총 456건
   ⑦ 이렇게 신고하세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APP `12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
     - 8.605건 신고, 8,130건 (처리율 94%)
   ⑧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 자율적 시민참여 공모로 2012년 대비 월신고율 10배↑

     - `12. 5월 ~ 12월 : 424명 1,151건 신고처리(월평균 158건)
     - `13. 12월까지 :  646명 총 18,490건 신고, 17,619건 처리 (처리율 95%)
   ⑨ 보도블록 은행 : 생산 중단된 보도블록 위주로 15,526㎡ 비축 운영 
     - `13년 10월부터 ‘보도포장관리시스템’에 본격 운영중임
   ⑩ 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 보도관리 혁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12회 개최)

 추진계획 (2014년) 

  m ‘보도블록10계명’의 정착을 위해 2013년과 같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추진으로 부실공사 및 시민불편 최소화 추진

  m 보도위의 각종 보행권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인도10계명’ 추진
   1) 보도를 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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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용 가치가 떨어진 시설물부터 우선 철거
   2) 유사시설물을 모으자
     - 통합가로등, 고밀도·다기능 표지판
   3) 시설물 높이를 낮추자
     - 지하철 환기구, 보도턱 낮추기, 지중화
   4) 보도 위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질서회복
     - 불법 주정차, 적치물, 광고물, 이륜차 주행 등 절대 불허
   5) 보행지장 가로시설물을 옮기자
     - 보도가 확대된 가로의 중앙에 위치한 시설물 이전
   6) 가로 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하자
     - 가로시설물 세척, 외장도색, 파손 정비
   7) 품격있는 거리로 디자인하자
     - 이전․철거 어려울 때 디자인으로 보완
   8) 시설물 관계기관과 협력하자
     - 시설물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시행
   9) 보행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정을 강화하자
     - 보행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정 개선
   10) 시민과 함께하자
     - ‘보도블록 10계명’ 거리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보도블록 정비 a 865 90 165 185 200 225
소요예산 백만원 60,000 6,000 6,000 15,000 16,000 17,000

거리모니터링
단 운영

명 3,436 646 650 690 720 750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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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3. 보행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추진개요

  사업내용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싶은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구현 (4대분야 10대 주요사업 추진)

  사업기간 : '13. 1. ~ 계속

  추진경위

  m '13. 1.21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기자설명회 개최) 
  m '13. 3.17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정례화 운영(월 1회) 
 ※ 하반기 월 2회 운영

  m '13. 9.29 2013 제1회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m '13. 9.~12. 구의강변로, 연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행
  m '13.10.~12.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공사 시행(2개소)

2 주요 추진실적

  자동차에 밀려난 가로를 보행자에 환원하는 ‘보행전용거리 확대’

  m 전일제 : 대학로 8길, 가마산로 49길, 마들로 11길 등 9개소
  m 시간제 : 도림천로, 매봉로4가길, 어울마당로, 이태원길 등 12개소

  지역별 특성화된 ‘보행친화구역 조성 확대’

  m 광진구 구의강변로, 성북구 역사문화지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m 주거‧관광‧역사문화지구 등 지역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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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보행환경 개선

  m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화랑대역~봉화산역), 지하철역 접근시설(E/L 
16대, E/S 44대) 확충,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및 확대(412대) 등

  차량 중심의 신호운영에서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체계로 전환

  m 보행자 대기시간 단축운영 208개소, 보행신호시간 연장 126개소, 황색점멸 운영
확대 515개소, 횡단보도 보행전 시간부여 284개소

  보행자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도심권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m 보행수요가 많은 도심 교차로, 지하도 등 횡단보도 없는 생활권 도로 중심 14개
소 설치(예술의전당, 청계4가, 안국역 교차로 등)

  생활권 이면도로 보행자가 보호받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m 차량과 사람간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m 개봉로3길, 면목로38길 2개소 시범 조성으로 보행자 안전강화

  등하교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도입

  m 등하교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16개교 시행(총 36개소)
  도심부 자동차 제한속도 낮추는 차량 속도제한 시행

  m 도심부 및 생활권도로의 속도제한을 추진하여 보행안전 확보
  m 생활권도로 속도제한(80~60km/h ￫ 50~40km/h) 40개소 시행

  사람이 중심되는 보행 축제 ‘걷‧자 페스티벌’ 개최

  m 최초로 도심도로를 통제하고 걷기와 자전거 축제개최
(9.29, 광화문 ~ 예술의전당) 

  m 보행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시민 공감대 확산의 계기  
  도심권 명소를 잇는 도심보행길(Promenade) 조성

  m 도심권 고궁, 쇼핑, 역사문화공간을 연결하는 보행축 및 도심보행길 개발
  m 도심 보행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및 매핑(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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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년 추진계획

  보행환경 개선지구 확대 지정 및 관리 강화

  m ’13년 지정 5개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질 높은 보행서비스 제공
     -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성북 역사문화지구, 광진 구의강변로, DDP, 명동 등
  m 보행밀집지역, 전통‧문화 형성지역 등 신규 대상지 발굴‧지정
      - 가로수길, 북촌 등 보행밀도가 높고 지속적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

로 연차별 확대
  시민 삶의 근거지인 생활권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확대

  m 도로폭 10m이하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중심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m ’13년 조성된 2개소(구로 개봉로 3길, 중랑 면목로 48길) 모니터링
  m ’14년 4개소 조성하여 성공모델 확산․전파

  언론사와 공동 캠페인으로 시민의식 개선

  m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행 심포지엄 개최(상‧하반기 총 2회)  
     - 걷기동호회 등이 참여한 보행정책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5월)
     - 국내외 사례연구, 보행의 위상 등 보행관련 학술세미나(9월)
  m ‘보행친화도시 서울’ 시민참여 공모전 시행(2개부문/4~9월) 
     - 서울 최고의 길찾기(동네길, 산책길 등), 내가 꿈꾸는 길(현 도로의 개선안 발굴) 등
     - 사례집 발간 및 시민청,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등에 수상작 전시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면 개정

  m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12.8월)에 따른 근거사항 반영
     - 보행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보행 환경개선 지구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시

행‧평가 등
  m 전 자치구 보행관련 조례 제정 추진(현 11개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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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1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3.06.(화) 14:00 ~ 17: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①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이성훈·이형석·장서연·조효제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안  건
1. 2014년도 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2014-1정-1)

2. 120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관련 (2014-1정-2)

3. 2013년도 인권교육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논의 (2014-1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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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2014년도 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2014-1정-1)

서울시는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
으나 이주민의 실생활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특히 이주아동의 사회 부
적응을 방지 할 사회통합대책이 미흡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주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장기 개선과제는 서울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학술용역발주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연구조사의 내용은 
▷서울시 거주 이주아동 규모 조사 및 분석 ▷이주아동의 교육상태, 가정환경, 문화환경,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등 인권상황 ▷이주아동 부모의 소득, 학력, 언어능력, 가족관계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사례, 국내 정책 분석 연구 ▷이주아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위원회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그동안 이주아동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는
데 이번 서울시의 이주아동 실태조사는 기존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하길 바란다. 또한 실태조사 범위가 너무 크고 산만하며 불분명하므로 관련 전
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구 과제를 보다 명료하게 하길 바란다.   

2. 120 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관련 (2014-1정-2)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내용은, 

1.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
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휴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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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산콜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담사가 과도한 전자감시 등 노동통제
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
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상담사
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
고,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구조개선과 같은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심화연구 용역을
(‘14.3~6월) 시행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
다. 서울시가 제시한 개선계획안은 휴식권 준수, 폭언 및 성희롱 개선, 상담사 방어권 보
장, 상담업무의 합리적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
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통제,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그리고 
고용구조의 개선과 같은 문제는 심화연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찾으며 장기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 

❊ 위원회 의견

- 서울시는 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공식문서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별첨자료

첨부1.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요약본

첨부2.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市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추진계획(안)  

3. 2013년도 인권교육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논의 (2014-1정-3)

❊ 위원회 의견

그동안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도 위원회의 검토 
과정 없이 모니터링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모니터링 보고서가 올해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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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체가 투명하지 못해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가장 큰 오류로는 교육생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지 문항과 그 내용을 분석한 문항이 일치하지 않고, 수거된 설문지 다수가 임
의로 누락되는 등 데이터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강사에 대한 평가도 
교육용역업체 자체 강사와 인권위 추천 외부 강사의 교육능력의 차이를 변별하여 분석해
야 하는데 이를 묶어서 분석하다보니 교육용역업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드러
나지 않는다. 전문가단 평가와 교육생 평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역시 전문가 평가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해석해 주어야하는데 그저 차이를 나열
해 놓아 어떤 점이 전문가와 교육생의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할 수가 없다. 구
체적인 개선사항들 역시 문제점에 기반할 개선사항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시행된 첫 해의 평가 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보고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리서치 회사와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원회의 전면적인 검토를 거친 후 보고서를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하
기 바란다.  

F 기타 회의내용

- UN ‘지방정부와 인권’보고서를 위해 서울시 인권위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덧붙여 영문 자료도 함께 만든다. 

-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으로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및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확대사업(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
다임 전환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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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요약본

서울시인권위, ''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대책 마련'' 권고

- 인권위, 출범 후 서울시장에 첫 권고 

- 상담사들,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협 심각 

건강권, 인격권, 노동권, 휴식권 침해 등 인권상황 열악,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 전국 최초로 콜센터 감정노동·근로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권고

   → ‘무엇이든’ 물어보지 말 것, 폭언 및 성희롱에는 1회 경고 후 전화종결 등 인권침해 
개선책 제시

   → 건강·안전 근로환경 마련 및 실태조사 촉구, 휴식시간 보장 및 확대 
   → 국제기준 부합 ‘전자감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이행
   → 민간위탁이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

구조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 보장할 것 등
-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현장방문 등 거쳐 인권조례따라 마련
- 인권위, “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하는 초석 되길”

□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과 법규를 심의․자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위

원장 문경란)’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5일(수) 서울시에 권고했다.

□ 이번 권고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첫 정책 권고이자, 전국 최초로 콜센터 상담사들

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권고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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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권고에서는 상담사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감정노동의 원인을 민원인의 부

당하고 과도한 요구 뿐 아니라 다산콜센터의 업무범위, 전자감시, 극심한 성과주

의와 경쟁체제,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들고 있다. 

□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

례에 의하여 다산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서울시 청사 내에 설

치한 콜센터에서 서울시가 제공한 장소와 업무집기, 그리고 상담 및 민원관련 정

보를 토대로 서울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

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번에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종사자의 인권상황 개선이 시급하고 중

요한 문제라고 판단, 전문가 자문과 공개토론회,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논의 및 

실태분석을 거쳐「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실태 ① : 감정노동 >

□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을 일상적으로 하게 됨

   ※ 감정노동이란 :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에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

□ 감정노동 실태  
  ○ 다산콜센터에는 세분화된 감정표현규칙이 있음.

상황에 따라 상담사의 목소리 톤을 다르게 할 것, “-다”“-까” 및 “-요”“-죠”체를 
7대 3 비율로 사용할 것, 시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것, 시민 문의사항은 복창
할 것 등임

  ○ 과잉친절 목소리 요구, 업무에 필요한 감정만 드러내고 자신의 자연스런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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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눌러야 해 감정적 무감각, 거짓 자아 수용, 자기 모멸감 심화 등 문제 낳아  
  ○ 민원인의 폭언·성희롱에도 바로 웃는 목소리 내느라 눈물, 우울, 가슴 답답, 회사 

가기 두렵고, 목이 조여 오는 듯, 심할 경우 죽고 싶다는 등 심리적 질환 호소
“민원 받고 나서 심정은 아직도 너무 많이 상했는데 뺨에 물기만 마르면 일을 시
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쌓이고 쌓이니
까 정말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 일이지만 정말 그 정도가 
지나치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오기가 무섭고 두렵다. 답답하고 가슴이 떨린다.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어 그만두지 못하고 있지만, 늘 속으로 울고 있다.”

  ○ 혈압 상승 등 신체적 질환까지 초래
  ○ 상담사들의 건강권 및 노동인권 침해 판단 

□ 감정노동의 원인

목소리로 하는 업무, 폭언·성희롱 등외에도 다산콜센터의 과도한 업무범위, 보호

장치 미흡, 전자감시, 극심한 성과주의 등을 원인으로 제시, 특히 감정노동의 구

조적·근원적 요인으로 민간위탁 방식 지적

 1) 무엇이든 해결해 준다’는 과도한 업무범위
  - 현재 다산콜센터의 업무는 약 430개로 ▸시정업무 240개 ▸구정업무 170개임. 
  - ‘공공성’ 중심의 업무로 재편할 경우 시정업무 약 60개(18.63%) 구정업무 54개

(15.91%) 감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지하철 7호선 역 부근의 모든 A사 패스트푸드 매장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뒤 
몇 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엔 B사 패스트푸드 매장의 위치 안내를 문의하
거나, 전 세계 스포츠 일정 및 스코어를 알려 달라, 한전의 전기요금을 깎아 달
라, 지역의 영화관에서 생긴 사고 피해자가 서울시민이니 상담사가 직접 해결해
달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

 2) 과도한 저자세와 상담사 보호장치 미흡
  - 시민중심의 일방적 감정규칙, 현재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3회 경고 후 전화끊도

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권침해 막을 수 없는 것
“욕을 세 번 할 때까지 참다가 ‘욕하시면 안내가 어려우니 종결하겠다’하고 전화
를 끊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욕을 한번 듣
는 건 적은 건가요? 또 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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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듣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시민님한
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물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 관리자 또한 문제 개선하기보다 상담사들에게 일방적 인내심 요구해 감정노동 악화 
 3) 전자감시 등 노동통제와 시간압박
  - 노동의 전 과정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통제돼 상담사의 감정노동 악화되고 직무

스트레스 높아져 “감정적으로 뭐 추스르고 할 그런 시간자체가 없어요. 대기인들
이 기다리고 있어서 전화를 끊으면 또 바로 받아야하고 정말 끊임없이 전화가 와
요.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어
떻게 7~8시간 쉬지 않고 전화를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정말 너
무 벅차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4) 민간위탁과 극심한 성과주의 경쟁 구조 
  -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3개의 민간업체에 목표달성 지표 제시

하고 응대율·처리율·불만제기 등 평가해 인센티브 주는 경쟁구조로 운영
  - 업체들은 5등급(S-A-B-C-D) 상담평가 시스템에 따라 상담사들을 평가, 월 5만

원의 등급수당과 분기별 성과급 지급, 시간당 평균 콜 수 15건 기준, 주간 16건, 
야간 18건 이상 상담을 할 경우 가산점 부과. 업체들은 1인당 콜 수를 최대한 늘
리도록 강제하며 후처리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이석시간도 최소화하려 함. 

  - 콜 수 평가로 민원서비스 질도 저하돼
“상담의 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받고 민원성 글이 서울시
에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민원 글이 올라가면 안 되기에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상담사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친절만을 강요하며, 민원인의 잘
못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사과까지 하도록 강요합니다.”

  - 민간위탁 업체는 재계약 위해 과도한 통제와 개인 간 극심한 경쟁 유도, 민간위
탁이라는 조직형태가 감정노동 악화시키는 구조적·근원적 요인

<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실태 ② : 열악한 노동환경 >

□ 일부 상담사 개인별 책상, 키보드 지급 안돼 위생과 건강 문제 야기 

□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목·어깨 통증 등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 앓아

□ 저녁·야간 상담사의 경우 만성피로, 불면증, 습관성 통증 등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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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와 공기정화 불충분해 사무실 이산화탄소 농도(1260~2250ppm, 평균 

1697ppm), 국제 기준 및 국내 사무실 일평균 농도(639~786ppm)의 2~3배 

□ 작업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건강권 침해, EU 콜센터 노사선언의 최소기준 부합하는 

대책마련 필요

<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실태 ③ : 휴식권 미준수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 여성의 일할 권리와 안정적 근속 보장하는 가족친화제도 부족해 상담사 82.5%

“일·가정 양립 어렵다”

□ 직무 몰입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기 쉽지만 병가나 조퇴도 맘대로 못해 아파

도 쉴 수 없어, 

□ 감정적 훼손 경험, 상습적 괴롭힘 당해도 감정 다스릴 새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위배로 여성 상담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침해

<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실태 ④ : 폭언 및 성희롱 >

□ 월평균 ▸무리한 요구 8.8회, ▸인격무시 8.8회, ▸폭언/욕설 6.5회, ▸신체위협 

6.5회, ▸성희롱 4.1회 경험

[표 4]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불쾌한 언행 경험 실태(단위: 월평균, 건수)

무리한 요구 인격 무시 폭언 욕설 성희롱 

남성 5.8 4.9 6.8 3.0
여성 9.2 9.3 6.5 4.1
계 8.8 8.8 6.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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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상담 절반 이상은 취객, “너랑 사귀고 싶다”, “여자 친구 선물 골라달라”, 

“속옷 뭐 입냐” 등 성적 수치심 불러 일으켜 상담사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

□ 욕설·성희롱 등의 상황에서는 1회 경고 후 전화 끊을 권리 보장돼야

<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실태 ⑤ : 전자감시 >

□ 출근체크부터 통화․대기․휴식 여부, 통화 건수, 통화시간을 비롯 화장실 가는 시간

까지 상담사의 하루 일거수일투족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되고 모니터링 됨

□ 고객과의 대화내용 100% 녹취, 관리자가 상담자와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실시간

으로 감청

□ 노동의 전 과정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통제돼 상담사의 감정노동 악화되고 직무

스트레스 높아져

□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 

< 민간위탁의 문제점 >

□ 서울시,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다산콜센터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실질적 사용자이자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한 형태.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조례에 근거해 사무실 및 기자재,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정보 제공, ▸업체 평가 
및 모니터링, ▸일상적인 회의 통한 업무 지시·감독, ▸업무 목표 및 달성지표 
제시 등을 서울시가 수행 

   - ILO의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2006)」,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도 서울시는 실질적 사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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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 인권침해의 근본원인 

  -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업체 간 재위탁 위한 경쟁 과열 유발
  - 서울시는 3개 업체에 대해 응대율과 처리율, 불만제기 등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

는 경쟁구조로 운영, 매년 상담게시율, 해결율, 만족도, 처리 속도 등의 지표를 제시
  - 민간위탁 업체는 서울시와 2년마다 계약 갱신 위해, 성과급을 통해 상담사 경쟁 

유도 등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고 감점제를 통해 상담사들의 노동을 통제, 즉 서
울시는 업체를 경쟁시키고 업체는 상담사들을 경쟁시키는 구조

  - 상담사들 목표 달성 압박감, 동료 상담사들의 실적을 의식하면서 경쟁해야 하는 
스트레스, 또한 자신 때문에 팀별 성적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기 검
열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고통 일상화

  - 고객 불만 제기되면 인사·성과급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 있어, 민원인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도 일방적으로 수용하느라 자기 보호 못하고 감정노동 악화

□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 위해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해야

  - ILO(국제노동기구)는 간접고용이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피고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우려

  -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민간위탁 철회하고 고용구조 개선해야 

  -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30.6%, 공공기관의 14.5%가 콜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
하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상담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
고 있는 상황에도 부합

<감정노동, 근로환경 등의 인권침해 및 민간위탁 개선 방안 제시>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는 ▴감정노동 ▴근

로환경 ▴휴식권 ▴폭언 및 성희롱 ▴전자감시 ▴민간위탁의 6개 부문 각각의 인

권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1. 시정 및 구정과 관계없는 문의나 상담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은 1회 
경고 후 종결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상담사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등 과도한 감
정노동으로 인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상담사에 대한 만성적인 직업성 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건강·질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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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준을 참고해 상담사들의 건강과 안
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작업환경을 마련할 것

  3. 휴식시간 확대하되 일정시간 마다 휴식시간 보장할 것
  4. 폭언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인권침해 예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시적 업무 중지,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 실시, 고충처리 절
차 등을 마련할 것

  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감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직무스트레
스를 강화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할 것

  6.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
임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
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상담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

□ 개선방안 요약

  [감정노동 개선방안]

    가. 상담사의 방어권 보장
    나. 상담업무의 합리적 조정
    다.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라. 조례 제․개정 등 감정노동 대책 근거 마련
  [근무환경 개선방안]

    가. 상담사의 직업성 질환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프로
그램 마련

    나. 상담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
  [휴식권 미준수 개선방안]

   가. 휴식시간 확대하되 일정시간 마다 휴식시간 보장
  [폭언 및 성희롱 개선방안]

    가. 인권 침해 예방 상담 시스템 구축
    나. 피해 상담사 보호 시스템 마련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통제 개선방안]

    가.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나.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개선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개선방안]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한 뒤 실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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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다산콜

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

란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사례가 감정노동 분야에 있어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돕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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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市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추진계획(안)  

  검토의견

 ❍ 市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직고용 
여부 등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심화용역을(‘14.3~6월) 시행, 그 결과
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권고사항별 세부 검토의견

 ① 감정노동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상담사
방어권
보장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인 경우,
현재 1회 경고 후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시행(‘12.6월)

시행중 : ‘14. 2. 11.
 ‘악성 및 강성 민원 대응 강화계획’ 시행
 - ‘1회 경고 후 선통화 종료’ 확정 시행
 - 악성전화 : 법적 조치 강화
 · 성희롱 등 : 1회 인입시, 폭언·욕설 등 : 

3회 인입시

상담 업무의
합리적 조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홍보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0 ARS 멘트(대기·보류)에
시·구정 관련 상담만 가능함으로
안내하고(‘13.8) 있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네이버(‘12.2),
다음(‘13.10.16) 등 포털을 통해
지식서비스 추진

시행중
․생활민원 감축 대시민 안내 : ‘14.3월말 
 - 핵심 홍보메세지 
  · 생활정보는 인터넷에 양보합니다.
  · 120은 시․구정 정보제공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구정정보는 ☎120, 생활정보는 

인터넷”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콜센터
내 힐링룸 ‘다산인 休’설치(‘13.5),
헬스키퍼 안마서비스 및 심리상담실 
등을 운영중이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악성민원 적극 대응.

심화용역 포함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은
심화용역에 포함 검토 예정

조례 제․개정 등
감정 노동
대책 근거 마련

-
장기검토
민간업체 직원의 복무, 교육 등에 대한 세부
관여는 불법으로서 조례 제·개정 등의 법적 
근거마련은 현재로서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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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환경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직업성 질환 실태 
정기적 조사실시와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마련

․상담사 건강검진 실시 : 년 1회
⇒ 단체상해보험 가입(입원, 질병 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효성ITX, KTCS)
․직업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 헬스키퍼 안마서비스
  - 대사증후군 검사 및 금연클리닉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확대 시행 : ‘14. 4월
상담사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는 사업주가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
한 안전 보건관리 확대 : 1개사(엠피씨)⇒3개사

상담사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 : PC 가상화 시스템 구
축, 공조기 가동, 공기정화 식물 배치 등 
 - 공조기 가동(일 5회 각 1시간씩),
    공기청정기 24대 설치 등
 - 공기청정기·냉난방기 필터 수시
   교체, 센터 정화활동(환기의무 등)

지속적 개선
·「KS 콜센터 서비스 환경관리 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실 조도, 난방 등은 적정 수준임.
· 현재 2인 1석은 11석이며 청사 여건을 감안,
  상담실 재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추진
 - 1인 1석 확보 완료 : 효성ITX(‘14.3.1), 엠피씨

(’13.12) 
   · KTCS : 2인 1석 11석(‘14.3.1) ⇒ 지속적 개선

 ③ 휴식권 미준수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일정 시간마다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재의 
휴식시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
※휴식시간(‘14.1월기준)
- 주간 1시간 44분, 저녁 54분, 야간 3시간

일정 시간마다 휴식시간 보장 : ‘14. 4월
⇒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당 10분 휴식 보장
· 원활한 상담업무 진행을 위해 팀단위로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자유롭게 진행.
  단,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휴식이 집중되지
  않도록 팀별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조정.

 ④ 폭언 및 성희롱 개선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인권 침해
 예방 상담
 시스템
 구축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폭언, 욕설 등 악성전화에 대한
대응시스템 기구축(‘12.6)
 - 악성전화 인입시 ⇒ 악성민원 등록
   ⇒ 민원관리반 대응, 상담사 보호

시행중
성희롱 1회 인입시 및 폭언·욕설 등 3회
인입시 법적조치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통해 악성전화 인입 사전 차단 : ‘14.2.11

 피해
 상담사
 보호시스템
 마련

민원전화 응대 상담사에 대해
팀장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
보장,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실 운영

대안 마련중
·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시 1회  경고 후 선종료
  철저히 시행, 사전 스트레스 예방
· 관리자와 고충 상담을 통해 필요시 안정을 위한
  휴게 시간 부여, 심리상담실 연계 조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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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통제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처리방향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콜상황 모니터링은 실시간 시민
대기자수 파악 등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뿐
감시 목적이 아님

대안 마련중
모니터링은 콜센터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음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개선 

‘13년부터 업체간 지나친 경쟁
및 상담사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시행, 운영업체의
상담사 평가기준도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업체 평가순위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폐지(‘13.1월) 
- 업무테스트 횟수 조정(문제은행으로
  출제방식 변경) 
  · 연10회 ⇒ 연4회(‘13.1월)
- 핵심평가지표 위주로 지표수 축소 
  · 13개 ⇒ 9개 지표(‘14.1월) 

심화용역 포함
평가시스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상담사의 부
담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 추진

 ⑥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개선 방안
시 인권위 개선 방안  처리방향 

민간위탁 고용구조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상담사의 고용의 질 제고

심화용역 콜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심화연구 용역을금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산콜센터운영전반에 관한 처리방향을 결정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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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2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4.11.(화) 09:00 ~ 12: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장서연·조효제·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장애인 복지정책과

안  건

1. (사)인강재단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2014-2임-1)

2. 2014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4-2임-2)

3. 인권보호를 위한「시민인권배심원」모집 계획 (2014-2임-3)
4. 20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완사항 (2014-2임-4)

5.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중간보고서 설문 관련｣‘지방정부와 

인권’질의에 대한 답변 계획 보고 (2014-2임-5)
6. 인권위 소위원회 활동보고 (2014-2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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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사)인강재단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2014-2임-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 
받은 후 관할지역인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사)인강재단 이사장 및 전체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 둘째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피해 당사자 및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 일시정지 및 환수조치를 실
시할 예정이다.    

❊ 위원회 의견

민원이 접수되고 7개월이 지났고, 권고조치가 내려진지 1달이 지났다. 그럼에도 피해
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회
유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가해자들로 부터 격리․보호 조치해야 한
다. 또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격리 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2. 2014년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14-2임-2)

인권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인권실태조사 주제를 미등록 이
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 방안’으로 결정했다. 조사내용은 ▷미등록 이주아
동의 ‘건강권’, ‘교육권’, ‘취업’, ‘생활실태’ ▷학교 밖 아동의 취업(노동)실태 (소수라도 
파악 필요) ▷공적 서비스 및 민간(NGO) 지원사업 실태파악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취학전 아동, 의무교육(초․중), 일반교육(고등), 학교 밖 아동 4단계로 구
분할 예정이고, 각 단계별로 30가정 이상 총 150가정 내외로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심층면접은 단계별로 5가정씩 총 20가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연구는 학술용역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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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모집 계획 (2014-2임-3)

사회적으로 파장력 큰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시민들의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인권배심원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시민인권배심원을 모집한다. 시
민배심원제는 150명의 시민배심원과 50명의 전문가배심원을 선정하여, 인권침해 쟁점사
안에 대해 8명의 시민배심원과 4명의 전문가 배심원이 쟁점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다. 시
민인권배심원은 25개 자치구 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성별, 지역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가 배심원은 서울시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 위원회 의견

시민배심원제는 초기 시범 운영 후 조례 및 운영규칙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  

4. 20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완사항 (2014-2임-4)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연구기관과 
담당부서, 그리고 인권위 위원들의 3차례 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결이함 수정·보완되었다. 
소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 뿐만 아니라 2014년 모니터링 방법도 
함께 논의되었다. 

❊ 위원회 의견

⦁조사의 한계점을 적시한다.

- 전문가 모니터링
  : 인권전문가, 교육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서울시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전체 인권교육 204회 중 11회의 모니터링 결과로서 전
체 인권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교육생 설문조사
  :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의 전반적 만족도 및 교육방향 수립의 시사점 파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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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사가 설계되어 세부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 특히, 4개 기관별 (본청 중점/본청 일반/본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 인권강사별 

평가목적의 층화비례 할당추출의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조사가 설계되지 않아 
기관별, 강사별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총 4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시기별로 점진적으로 설문지가 보완되어 총 4종
의 다른 설문지가 활용되었음으로 결과해석에 유의해야한다.

⦁보고서 보완사항

  - 설문조사 : 교육생 설문조사 각 과정․설문조사별 평가내역 분리
설문조사 보고서 구성

 □ 평가총괄 : 표․그래프 등을 이용한 총괄 평가결과 표시

 □ 세부평가 : 각 설문지별(1차, 2차, 3․4차) 평가내용 분리 분석

   -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배제하고 raw data 활용

 □ 평가분석 :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요구 사항, 향후 교육방향 기재

  - 전문가 평가 : 정성평가 부분만 반영, 점수 산출부분 제외
  - 심층면접 : 강사별/교육생별 심층인터뷰 내역 분리하여 분석

5.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중간보고서 설문 관련｣‘지방정부와 인권’질의에 

대한 답변 계획 보고 (2014-2임-5)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제27차 UN인권 이사회에 ‘지방정부와 인권’이라는 연구 
주제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각 지방정부 및 NGO 등이 제
출한  우수 사례가 수록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UN에  보고서를 보낼 
것을 결의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항목은 
아래와 같다.
 항목 

 ○ 서울시가 인권의 실행/주류화를 추진하게 된 상황 및 배경 설명
 ○ 인권의 실행/주류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및 제도 소개
 ○ 인권의 실행/주류화에 있어 서울시의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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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권위 소위원회 활동보고 (2014-2임-6)

인권위원회의 인권헌장 소위원회, 탈시설 소위원회, 보행권 소위원회, 교육소위원회, 
그리고 홍보소위원회가 그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중 인권헌장의 제정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구성, 과제, 업무체계, 헌장제정을 위
해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시민 주도의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서는 제정준비위원회와 함께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권위 워크샵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한다.  

헌장제정 소위원회는 인권위와 유기적 연계성 및 추진력 확보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 
인권위 위원장이 헌장제정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역을 겸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정준비위원장을 겸임할지 여부는 헌장제정에 있어서 인권위원회
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논의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인권위원회가 참여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화할지에 대해서
는 추후 인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별첨자료

첨부1. 인권헌장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첨부2. 탈시설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첨부3. 보행권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첨부4. 교육소위원회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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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인권헌장제정 소위 활동보고

인권헌장제정 소위원회: 김형완, 박래군, 문경란, 조효제, 홍성수 위원
2014. 4. 11.

인권헌장 소위원회 활동

(1) 제정 절차 논의 (예정)
     -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헌장 소위원회 (2014년 3월~ )
     -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 (2014년 5월~ )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구성 (2014년 7월~ )
     - 시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 시민위원회 심의 및 초안 확정 (2014년 7~9월)
     - 2014년 12월 서울시 인권헌장 선포

(2) 인권헌장 소위 활동 내용
     - 현재까지 회의 3회
     - 제정 절차 로드맵 제안
     - 국내외 주요 7개 인권헌장 분석 (구성 체계 및 권리 항목들)
     - 대략적인 헌장 체계 구상 및 서울시 역사성 감안한 헌장 제안
     -준비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제안
     - 인권위가 인권헌장의 제정 초기과정을 책임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현 위원장이 

준비위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제안
     - 준비위 위원 중 대표간사를 지명하여 실무를 총괄하게 하자는 아이디어 나옴  
     - 준비위원회 인선을 위하여 헌장 구성 항목 별 4배수 전문가 명단 제안함

(3)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
인권헌장 소위는 인권위원회의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인권헌장 준비위

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의 위상과 업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함
     - 소속: 준비위는 인권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특별 구성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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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및 위원 인선과 임명: 위원장을 추대하고, 위원들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임하되, 시장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

     - 준비위는 5월부터 활동 개시하여 6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집중적 활동=>초단
기 집중적 활동을 한 후 그 결과를 시민위원회로 이관  

     - 7월에 시민위원회 산하에 헌장 기초위원회가 구성되면 준비위 전부 혹은 일부
가 기초위원회로 편입되는 방안도 가능함

     - 준비위의 업무는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정도로 한정해야 
하며, 시민위원회가 토의해야 할 쟁점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 활동범위를 한정해야 함 (밀실에서 모든 작업을 이미 진
행해 놓았다는 인상을 주면 절대로 안 됨) 

① 7월에 구성될 서울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류, 
그리고 헌장의 기본골격 및 내용구성에 관한 참고사항 준비  

② 국내외 주요 도시 인권헌장의 구성체계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서울시 인권헌장이 보편
적인 도시 인권헌장 체계와 조응할 수 있는 체계 제시 

③ 국내외 주요 도시 인권헌장의 권리별 항목들을 범주화하고, 서울시에서 특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권리항목을 제안함 

④ 서울시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전문에서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⑤ 쟁점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제시 
⑥ 권리항목의 제시와 함께 서울시의 이행방안과 의무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논의
⑦ 기타 업무: 향후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민위원회 산하 기초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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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추진 계획”에 대한 모니터 계획

탈시설 소위원회: 박김영희, 박래군, 장서연 위원
1. 모니터 개요
○ 추진 내용 : 서울시 인권증진계획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 기간 : 2014년 3월 ~ 12월 (1년 우선 추진)
○ 모니터 계획 필요성 
-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 이행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 및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모니터 계획 
1) 탈시설 계획 이행에 대한 관련 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의 분기별 사업 보고 (예산

집행과 추진사항) 
: 관련부서의 반기별 보고를 통해 사업의 양적 보고에 대한 모니터 진행 
2)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및 운영자 면담 및 현장 방문 
: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면담과 운영자 면담을 통해 사업의 

질적평가 진행
: 체험 홈 이용 후 시설 복귀자에 대한 면담도 별도 진행하여 시설복귀에 대한 원인분

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면담 시 서울시 인권위원과 관련 민간(장애인 인권단체)단체도 위촉하여 함께 진행. 
3) 평가 지표 개발 
: 관련부서는 사업 추진 평가와 이용자 및 운영자 면담시 활용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고. 인권위원들이 이를 활용하여 모니터 시행. 
4)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공개 
: 탈시설로드맵 추진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관련단체(시설+탈시설지원단체+IL센터 등) TFT를 구성하여 년 2회 회의 진행 
: 사업 추진내용에 있어 관련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

하는 TFT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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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2차 임시회
보행권 소위원회 활동 및 향후 계획보고

보행권 소위원회: 박김영희, 이남신, 이형석, 조효제 위원

 ■ 서울시 인권위원회 보행권 관련 논의 

○ 2014년 제1차 임시회 안건  
    -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 업무보고 관련(보행권)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정책목표]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분  야 ] 도시

  [중점과제]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세부과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 관련 부서 업무 보고 내용  
    - 시민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추진 (보도환경개선과) 
    - ‘보도블록10계명’ 정착 및 ‘인도10계명’추진 (보도환경개선과) 
    - 보행환경 개선지구 확대 지정 및 관리 강화 (보행자전거과) 
    - 생활권 도로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확대 (보행자전거과) 
    -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면 개정 (보행자

전거과) 
 ■ 보행권 소위 향후 활동 계획 

○ 보행권 개선 관련 부서(보도환경개선과, 보행자전거과)와의 년 2회 집담회 진행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보행권 관련 시민신고와 제안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 
    - 걷고 싶은 베스트 오솔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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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블록 상황 개선 (모범 시공 지정 및 보도블록 표준화) 
    - 지하철 내 주변안내 지도 정비를 통한 보행자 중심 보행 환경 조성 
    - 보행로의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 저지 (오토바이 주행, 주차장 활용)
    -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사용자 등의 의견과 제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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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14년 서울시 인권위 교육 소위원회 사업 계획(안)

교육소위원회: 강남식,김형완, 백미순, 양혜우
2014. 4. 11.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 서울시 인권교육이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기반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실행되도록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

   ○ 인권교육소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운영 
      - 2014년 상반기에 기본(안) 수립을 위해 정례회의 추진
   ○ 2014년 하반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2015년 실시 추진 제안
  2014년 인권교육 발전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에 참여 

   ○ 인권교육 강사로 참여
      - 교육소위 위원이 각 분야별 인권 강의에 각 1회씩 강사로 참여
      - 교육현장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 장단점, 컨텐츠 개발 방향 등을 모색
   ○ 인권교육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 교육소위 위원들이 각 분야별 인권 강의(강사)에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단

으로 참여관찰
      - 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해 강사 역량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시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 모니터링 및 만족도 평가지 수정보완/결과분석에 기여
   ○ <인권교육 모니터링 평가방법 개발>
      - 인권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인권교육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서울시 인권교

육의 체계적인 제도화를 위해 모니터링 평가방법 개발
   ○ 2014년 인권교육 평가회 개최 및 정책 제안
  인권교육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 교육의 중복성과 의무교육의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인권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통합 교육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제안

      - 인권교육과 함께 의무화 되어 있는 교육관련 기관 4개 과(인권담당관, 장애
인복지정책과, 여성가족,아동청소년담당관) 사업과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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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홍보소위 계획

2014.4.11. 홍보소위원회: 장서연, 홍성수 위원

1. 2014년 목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존재 및 활동 홍보
-서울시 인권 레짐 홍보

2. 방법

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방안 
- 현재 ‘좋아요’ 인원이 209명에 불과, 위원님들 친구들을 페이지에 초대할 필요
- 매주 2~3회 정도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 서울시 인권위원회 소식, 사진, 권고문, 신문기사 링크 등 올리기
- 서울시 관련 인권현안이나 인권정책기본계획 순차적으로 올리기
- 서울시 및 인권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인권과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내용 등
* 참고로 홍보위주면 SNS 페이스북 페이지, 자료축적용이면 블로그가 강점이 있음. 현

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료 축적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홍보위주로 페이스
북 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료됨. 다만 SNS를 하지 않는 시민
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의 경우는 블로그와 SNS을 연동하여 활용함)  

나. TBS 교통방송
- ‘서울속으로 같은 프로그램’(방송시간 월~금 11:00~12:00)에 출연하여, 요일코너의 

하나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소개 및 인권상담사례 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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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3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5.09.(금) 09:00 ~ 12: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

이형석·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안  건

1.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인권개선 권고 이후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2014-3임-1)

2.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2014-3임-2)

3.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보고 (2014-3임-3)
4.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4-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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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인권개선 권고 이후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2014-3임-1)

인강원의 인권침해 사건과 보조금 횡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서
울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사회 임원의 전원해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도봉구를 통
해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전원 해임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인강원측은 해임명령을 하
기전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인데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사해임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보조금 횡령이나 시정명령
을 해도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인강원의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은 두 가지 모두 이 근거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임명령은 정당하며 서울시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다. 

둘째, 인강재단 소속의 인강원시설 피해자와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시민인권보호관 그리고 민간 인권단체
와 함께 하고 있다. 피해자 16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해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이
다. 

셋째 피해자 16명을 격리 보호조치 하는 것과 관련하여, 5명이 전원은 희망하여 ‘평화
로운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6명은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5명
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5명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위원회 의견

법적 쟁송에 의해 이사진이 바뀐다 해도 인강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새로운 시설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6명에 대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깊
게 파악하길 바란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계속 시설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향후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 탈시설 소위
원회와 장애정책과가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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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2014-3임-2)

지난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
다. 헌장제정준비위에서 논의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정준비위원회는 ▷인권헌장제
정 시민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가동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기본골격 마련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인권헌장 시민참여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 
기구의 역할을 한다.

준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헌장 기초분과와 시민참여 분과로 
이원화되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준비 위원회 
(13명)

헌장기초분과
(8명)

시민참여 분과
(5명)   

❊ 위원회 의견

시민참여분과의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포함한 소수자
들이 배제되지 않고 대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제정위원회가 소수자 참여 
유도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 주기 바란다.  

3.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계획 보고 (2014-3임-3)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배포식 설문조사 
  ▷ 인권전문가(인권위 교육소위원회 위원 참여)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의 

평가 모니터링은 6월-7월 2개월간 실시한 후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며, 설문 조사지와 전문가 평가의 분석은 위탁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운영 : 전문가 평가 / 교육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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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문  가   평  가 설  문  조  사

구        성
▪인권전문가 3명
▪교육전문가 3명 ▪리서치 조사분석 연구원

역        할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운       영
▪평가반 20회 운영
  - 2인 1조(인권 / 교육)

▪교육생 설문(5,000명 이상)
  - Ⅰ,Ⅱ과정별 각 2,500명 이상

방       법 ▪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설문조사

기       간 ▪2014. 6 ~ 12월 ▪2014. 6 ~ 12월
수 행 기 관

▪인권담당관
  (조사내용 분석은 업체수행) 

▪인권담당관(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자료 분석)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교육 평가 목표를 공유하고, 평가 피드백을 위한 워크
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사    전 : ’14년도 인권교육 목표 및 일정,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공유
     - 중간점검 :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 최종점검 : ’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개선사항 및 ’15년 추진계획 논의
2014년 인권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다.

‘14 인권교육 추진 계획  
 ▶ 교육기간 : ’14. 6월~12월(7개월)

 ▶ 교육장소 : 남산청사(중점그룹), 시 청사 및 기관별 회의실(일반그룹,공사 등)

<‘14.5.8. 현재>
구  분 추진목표 추진실적

계 265회 위탁업체 선정 진행

인권아카데미 Ⅰ과정 본청

중점그룹  42회 - 위탁업체선정(인권정책연구소, 들, 온다)
- ’14.6월 중순 교육시작예정

일반그룹  68회

인권아카데미 Ⅱ과정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
155회 위탁업체 선정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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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설문지가 리서치 기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설문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사의 기술적 설계뿐만 아니라 설문문이 조사 내용에 합치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아직 조사 설문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교육소위 위원들이 설문 문항을 좀 더 보완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4.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4-임3-4)

서울시 2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발표되었다. 지원사업은 1차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의 시 지정사업분야와 자유분야의 인권증진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시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분야 사    업    내    용 

市지정
분야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사업 :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사업 등

  ① 돌봄노동자 인권증진 : 건강한 일터 만들기 위한 사업 지원 등

    - 출산‧육아‧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의 정신․육체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출산‧육아‧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의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 및 상담사례집 발간

    -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② 장애인 보행권 실태조사 :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지원 등

    - 대 상 지 : 서울시청 인근, 신촌 대중교통 전용구간, 명동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예정

    - 조사항목 : 장애유형별 장애인 보행환경 시설물 설치 상태 등(붙임 참조) 
    - 조사결과 : 보행환경 실태 분석 및 평가서 제출

자유
분야

▣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

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서울시는 장애인 보행권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을 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별첨자료;

첨부1. 장애인 보행권 조사항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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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시한 장애인 보행권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의 의의는 매우 크지만 조사 범
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조사의 지리적 영역과 조사 대상을 좁고 명료하게 해야지만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내년도 서울
시의 개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정과 연구범위가 명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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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장애인 보행권 조사항목(안)

연번 장애유형 주요 조사항목 비 고

1 공통사항

턱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연석경사로

차량진입부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부분)
설치방법

재질 및 색상

2 시각장애

볼라드
설치형태

설치간격

지하차도 및 육교
설치방법

점형블럭

점자블럭
횡단보도 위치안내

음향신호기 위치안내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설치위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형태

3 청각장애

표지판
설치위치

정확도

안내도
설치위치

정확도

4 지체장애

보도

유효폭

활동공간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높이차이 제거

차도분리(연석높이)
음식점, 문화공간 출입구 경사로

교통수단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 음식점 등 편의시설 출입구와 연결되는 경사로 설치와 관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어 2014.7.15.일자로 시행될 수 있어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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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2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6.27.(금) 14:00 ~ 16:3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양혜우·이형석·

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보고 (2014-2정-1)
2.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2014-2정-2)

3. 2014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현황보고 (2014-2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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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인권헌장제정 추진 경과 보고 (2014-2정-1)

인권헌장제정 소위원회 및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는 헌장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마련
과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헌장기초작성분과와 시민참여분과를 설치 하였으며 
준비위원회는 헌장시민위원회가 구성되는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개최되며 분과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헌장기초분과
      ‣ 국내외 주요 7개 헌장 비교 분석
      ‣ 헌장전문구성 :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음영에 대한 성찰과 미래 열망
      ‣ 헌장구성체계 : 사회발전 지수, 기존 헌장안 등을 토대로 2개안 제시
      ‣ 헌장제정의 의의 및 필요성 마련
- 시민참여분과
      ‣ 시민참여, 홍보 일정 및 홍보체계 제시
      ‣ 시 보유 뉴미디어 활용방안 검토
      ‣ 인권헌장제정준비위 시민위원 공모계획안 마련
      ‣ 인권헌장 슬로건, 시민위원 모집 포스터 마련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15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할 예정  
별첨자료:

첨부1.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회 의견

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시민위원을 모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경우 성소수자나 장
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은 지원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선발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시민
위원회 위원 선발시 소수자들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기존의 계
획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 할 것인지 선발방식에 대해 시민참여분과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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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2014-2정-2)

서울시는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인권정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평
가과정 전반에 인권단체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정책 실효성을 제
고하고자 한다. 그간 서울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민관 거버넌스 구현을 추구하
였고, 인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인권증진·인권보호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단체의 시정참여기회가 여전히 
미흡하며, 시 인권정책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인권단체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드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1단계 : 서울시 인권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체 방문설명과 소통창구 확대

  ○ 인권단체 목록 작성 등 현황 파악
 -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19개 분야 57개 단체  
  ○ 인권단체 방문 및 협력 방안 논의
 - 기  간  : ´14. 4. ~ ´14. 9.(※ 상황에 맞게 일정조정 가능) 
 - 내  용  :  서울시 인권정책 소개 및 인권헌장 제정 참여 등 협력방안 토의 
        ※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단체 방문 등 협력관계 구축  

  2단계 : 인권정책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서울시 ․ 인권단체 소통의 장」추진

  ○ 서울시와 인권단체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운영 : 2014년 8월
        ※ ′15년부터는 매년 4월, 10월 운영

  ○ 주요 인권정책 수립시 의견수렴, 공동  추진할 사업 영역, 방안, 협력관계 구축
  3단계 : 인권 친화적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한「인권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

  ○ 목 적 : 서울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현장활동가들의 의견 수렴
  ○ 구성시기 : 2014년 8월 중 
  ○ 내   용
 - 총   괄 : 서울시 인권담당관 
 - 구   성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인권단체 + 인권담당관 + 인권 사업부서
 - 분   과 :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 분야로 중심으로 구성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각 인권단체를 방문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함과 동시에 ‘인권단체가 바라는 서울시 인권센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권단체와의 간담
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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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시의 관련 부서하고만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우선 인권센터의 활
동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협의회 구성 목표를 인권단체와의 소통창구 마련으로 할지, 구체적인 사업 중심의 
협업으로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우선 예정된 간담회는 진행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재 논의하도록 
한다. 간담회 주제를 인권헌장 제정에 맞추어 논의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인권센터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 

3. 2014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현황보고 (2014-2정-3)

2014년 인권실태조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교육권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
기로 결정했다. 제한적 공개입찰을 통해 (재)청소년희망재단이 선정되었으며, 주제는 ‘미
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 방안 연구’이다. 실태조사연구는 2014년 7월 착
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5년 1월 종결될 예정이다.   

❊ 위원회 의견

연구가 2015년 1월에 종결되면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9월에는 중
간보고가 나와야 한다. 중간보고때 연구결과의 전체적인 윤곽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일정
을 조정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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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연번 성명 분 야 현  직

위원장 1 문경란
인권일반, 

사회적약자(여성)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헌장기초 
분 과

1 이정은
문화권(문화적 다양성)

한국인권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 염형국 사회적약자(장애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3 김재철 인권시정(인권지표)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사회정책 연구실장

4 김형완 인권일반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인권헌장 소위)

5 홍성수
사회적약자(아동)

인권법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인권헌장 소위)
6 이주영 사회권 서울대인권센터 전문위원

7 임재홍 인권법률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8 (조효제) 인권일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인권헌장 소위)

시민참여 
분 과

1 박래군 인권단체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2 윤지현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실장

3 이창림 시민참여 전문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4 장상미
뉴미디어, 시민참여 

전문가
어쩌면사무소 대표

5 한대희 뉴미디어 전문가 피알원 뉴미디어 파트장

6 박홍순 마을공동체 금천마을지원센터장

7 배복주
사회적약자

(장애인, 여성)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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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3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8.22.(금) 15:00 ~ 18:3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
이성훈·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장애인복지과

안  건

1.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 플랜 보고 (2014-3정-1)
2.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추진현황 보고 (2014-3정-2)

3.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검토 (2014-3정-3)

4. 2015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검토 (2014-3정-4)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14-3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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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 플랜 보고 (2014-3정-1)

서울시 인권위원회 요청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 플랜에 대한 진행현황이 
보고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 종합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목록을 실현하기 위한 3년 계획은 ▷어린이·청소
년 주도와 참여 실현 ▷지속적 인권 문화 조성 ▷인권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각 정책 목표는 12가지의 실행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실
행과제의 진척정도가 세세히 보고되었다.

❊ 위원회 의견

인권의식이 부족한 청소년상담센터 센터장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민인권보호관과 아동청소년담당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또한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  

2.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추진현황 보고 (2014-3정-2)

다산콜센터의 인권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되었다. 폭언 및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민원이 아닌 생활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
사 직접고용 문제를 포함한 운영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더 나아가 고용형태 변화에 따
른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 의견

성희롱, 폭언과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반해, 종합적인 근로환경 개선이나 전자감시 및 평가시스템 개선, 상담사의 고용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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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같은 사안은 조치방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후자의 사안이 다산
콜센터 문제해결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학술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구체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의 주시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조치들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지는지 
인권담당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란다.  

3.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검토(2014-3정-3)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목표의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안이 보고되었다. 현재 제시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m 우리 시의 본격적인 인권정책 시행이후 시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 및 체감도 조사
  m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열망과 욕구 실태 파악
  m 시민의 일상 삶 속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이 보장되고,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m 도시생활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인권증진 방안
  m 정책추진 시 고려해야할 분야별 인권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m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m ‘인권도시 서울’의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m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방법

❊ 위원회 의견

학술용역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세우고, 인
권위원회는 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도록 한다. 각 위원들은 T/F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인권
담당관에 추천하도록 한다. 

4. 2015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안) 검토 (2014-3정-4)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에 근거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태
조사는 예산편성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쳐 예산편성이 확정 된 후 2015년 2월 발
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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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는 2015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위원회 의견

2014년 인권실태조사로 장애인 도보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실태와 차별사항에 대해 조사해 보았으면 
한다.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14-3정-5)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총 1,570명의 지원자 중에 150명이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되었다.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0 2 7 14 12 16 13 17 18 14 22 12 3
시민위원회에는 총 185명의 위촉인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150명의 시민위원과 33명의 

전문위원 (헌장기초분과 7인, 시민참여분과 7인, 명예부시장 4인, 기타 인권전문가 15인), 
그리고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은 제시된 권리목록을 참조해가며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자신들이 직접 인권헌장에 들어갈 권리목록을 작성하였다.  

별첨자료: 

첨부1.시민들이 작성 한 권리목록 현황(중복의견 제외)

❊ 위원회 의견

세부 권리목록에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보완했으면 한다.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홍보 문제에 관해 다음 인권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

길 바란다.
F기타 의견

차기 회의에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인권위를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지 논의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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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4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09.29.(월) 13:00 ~ 15:30

장  소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

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운영 및 홍보 진행 현황 (2014-4임-1)

2.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2014-4임-2)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2014-4임-3) 
4.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2014-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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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운영 및 홍보 진행 현황 (2014-4임-1)

시민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향후 일정 그리고 인권헌장제정 홍보현황이 보고되었다. 시
민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갖고 인권목록을 권리별로 분류하였고, 이에 맞추어 분과를 구성
하였다. 3차 회의부터는 분과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열렸던 전문위원 
회의 내용도 함께 공유되었다.  

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홍보사업으로 홍보포스터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인권헌장 공모
전, 그리고 인권콘서트 개최계획 등을 기획하고 있다.  

2.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2014-4임-2)

인권위 탈시설 소위는 인강원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책권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인강원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조치를 하였으며, 서
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차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권고한 상황이다. 또한 탈시설 
소위원회는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한 규정을 서울시가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강원과 
관련된 권고 개선안들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인
권위가 서울시에 정책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책권고가 필요하다는 의
견과 ▷서울시가 나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보다는 정책 모니터링 등과 같은 방안
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정책권고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대응조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결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2014-4임-3)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강의 참관, 설문지 평가 등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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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의 진행현황과 평가내용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다. 인권교육 모니터링은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평가(인권 /교육) : 현장참관(2인1조) 40회 운영
- 설문지조사(수강생/강사): 설문지 5,000부 이상 배포․수합․분석
- 심층인터뷰(수강생)     : 과정별 수강생(14명) 1:1 심층인터뷰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친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참관이 있었고, 총 1,268건의 설문조사

가 분석되었으며, 심층인터뷰는 10월~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단 간담회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는 서울시 

인권교육의 목표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중점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2차 간담회
에서는 상반기(6월~7월)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별첨자료:

첨부1.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모니터링 팀 간담회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강사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다. 위탁업체 중 인권이 아닌 교육전문기관이 맡아 진행
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감성교육
이나 인성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자체 강사와 인권위원회
가 추천한 인권강사에 대한 평가를 분리해서 강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 주길 바라고, 개
선 사항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  

4.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2014-4임-4)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을 위해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시민배심원 모집 
현황과 공개추첨결과가 보고되었다. 

 m 응모현황 : 910명 신청

계
35세 이하 35세~49세 5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910 148 129 139 191 185 118
  ※ 남자 472명, 여자 4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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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한 시민들 중에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150명의 시민배심원이 선정되었다. 추첨
은 각 자치구마다 성별, 연령별로 분류된 6개의 추첨함을 마련하여 진행되었으며, 추첨과
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m 시민인권배심원 공개 추첨 결과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0 4 5 13 15 13 12 20 18 7 20 18 5
※ 최연장자 : 만 73세(남성, 중랑구), 최연소자 : 만 14세(여성, 금천구)

F 기타 위원회 의견

인권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별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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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평가단

  - 인권분야 총평
  ․인권교육의 목표나 목적이 공무원이 인권실현의 책무자 보다는 권리자로서의 측면   

    으로 다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음
  ․인권 감수성 위주의 교육진행으로 인권의 개념, 서울시 인권레짐 등 지식적 측면    

    전달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교육생의 강의 몰입도 증진을 위해 업무관련 사례를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함
  - 교육분야 총평
  ･ 강사 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경향 있으며, 중점그룹의 경우 2명의 강사 수준이차

이가 큰 경우, 4시간 교육 특성상 집중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가 있음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타 과정에 비하여 교육생 수가 다소 많고, 교육장소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교육강사의 전문성을 더욱 고려해야 함
  ･ 대부분의 수업에서 교재활용이 다소 부족하며,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

에서 교재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육생 설문조사 

  - 교육생 만족도 조사

   ※ 조사분석 대상 : 상반기 인권교육(7.1 ~ 7.30) 진행분, 최종 설문지 개발 이전 상반기 인권 교육이 

완료된 중점그룹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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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생 의견
  ･사례 중심-현장 중심으로 유도한 설명해서 쉽게 이해하였으며, 실제 직장 내 관련 

사례를 이용한 강의가 더 필요 함
   ․공무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사례 및 해결방법 소개가 필요 함
   ․의무교육 보다는 희망자 지원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함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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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4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10.27.(월) 13:30 ~ 15:4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 강남식· 김경자· 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

선상규· 이남신· 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보
고
안
건

1.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14-4정-1)
2.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 현황 (2014-4정-2)

심
의
안
건

3.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계획 (2014-4정-3)
4.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계획 (2014-4정-4)

5.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 구성·운영 계획 (2014-4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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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14-4정-1)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과 운영은 서울시가 2014년 5월 내놓은 ‘다(多)가치 마스
터플랜’의 3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외국인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글
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시의적절하면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외국인주민 대표
자회의의 상징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문위원회를 거쳐 대표자회의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표
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아가 조례· 조문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 추진단은 ▷제도를 처음 도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제
도의 설계를 도모하고 ▷추진단계에서부터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시행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각계각층 
외국인주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추
진단의 주요 역할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관련 조사 및 연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광범위한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 마련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조례 조문(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외국인다문화담당
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학계·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8인), 그리고 외국인주민단체 대표
들로 구성된다. 

❊ 위원회 의견

‘외국인’의 범위와 함께 ‘외국인’이라는 명칭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는 추진단의 일원인 외국인 명예부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기를 요청한다. 향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바이다.

2.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 현황 (2014-4정-2)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제3차 시민위원회와 광역별 토론회, 그리고 분야별 인
권단체 간담회의 개최결과가 보고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총 6차례의 시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모든 내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차·2차 시민위원회를 거쳐 
인권목록이 권리별로 분류되어 결정되었다. 제3차 시민위원회에서는 인권헌장의 목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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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결정되었고, 시민위원회를 총 6개 분과, 즉 ▷일반원칙 ▷참여와 소통 ▷복지와 안
전 ▷환경과 문화 ▷더 나은 미래 ▷헌장의 이행 분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각 분과는 
기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초안이 확정된다.  

장별 분류 장별 논의 주제

전 문

○ 서울 인권헌장의 필요성
○ 서울의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책임성 
○ 서울의 발자취: 변화, 성취, 문제, 성찰, 도전 
○ 인권헌장의 기본 방향
○ 인권헌장을 제정·선언하는 서울시민들의 포부와 다짐
○ 서울시 공직자들의 의무 자각과 약속 

일반원칙

○ 인권, 평등, 차별금지, 관용과 연대
○ 도시에 대한 권리
○ 인권의 주체와 서울시의 의무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금지

참여하며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
○ 참여와 소통
○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기본적 복지와 안전을 실현하는 서울
○ 안전, 건강, 출산, 육아
○ 복지, 주거, 사회보장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리는 서울
○ 환경, 교통, 보행, 도시계획, 건축
○ 문화, 체육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 교 육
○ 일과 휴식

헌장의 이행
○ 헌장의 실천 주체와 범위
○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권리구제
○ 헌장의 개정

각 분과별로 기초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강남권·강북권 권역별 토
론회가 열렸다. 

구   분 일시/장소 참석자

강남권역
 '14. 9.30(화) 14:00~17:30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총 100명
- 시민, 시민위원, 전문위원, 
대학생 인권동아리 회원 등

강북권역
 '14. 10.17(금) 14:00~17:30 
 성북구청 성북아트홀(4층)

총 100명
- 시민, 시민위원, 전문위원 등

이와 병행하여 총 33회에 이르는 전문위원 회의와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 (10대 분야, 
총 9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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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계획 (2014-4정-3)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 2주년을 맞이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도시 서울의 2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었고, 토론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며, 발제자와 토
론자가 결정되었다. 

- 토론회 일시 및 장소
m 일     시 : '14.11. 7.(금) 14:00~17:00
m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4층)
- 토론회 내용 및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개회 및 행사안내
사회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14:05~14:15 인  사  말  씀
임    종    석(서울시 정무부시장)

14:15~15:35

발 제

 -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의 의의 홍    성    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위원)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김    형    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위원)
 - 서울시 인권구제의 과제와 전망

염    규    홍(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

강    남    식(양성평등진흥원 교수, 위원)
 - 서울시 인권행정의 과제와 전망

김    태    명(서울시 인권담당관)
15:35~15:45 휴             식

15:45~16:25

서    왕    진(서울시 정책수석)
김    용    석(서울시의회 의원)

토             론
오    동    석(아주대 법전원 교수)
은    우    근(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덕    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16:25~16:55 전   체   토   의 사    회    자

16:55~17:00 논의 사항 정리 및 마무리 사    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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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웹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토론회 홍보가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서울시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발제를 하도록 하고 김형완 위원의 발제는 ‘서울시 인권보장 
평가와 과제’로 변경하도록 한다.

4.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계획 (2014-4정-4)

인권의식의 고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를 양성하
고자 한다.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은 보편적인 인권교육의 바탕위에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서울시와 인권교육
업체 간의 교육과정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전문강사 양성교육 대상자는 
인권교육 강의 경력 2년 또는 인권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대상자 모집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NGO협력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공개모집하도록 한다. 

- 추진절차
교육생모집

➟

교육과정

➟

기대효과 및 인센티브

공개모집(20명)

인권총론, 분야별(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이론 및 사례중심교육

다양한 교수법, 실습(40시간 이수)

강의시연 평가

강사 인권역량 강화 

수료자 중 시연평가 우수 

자에 대해 서울시 강사활동 

기회제공 또는 추천  

❊ 위원회 의견

지난해 인권강사 양성과정에서 양성된 수강생들의 강사 진출이 부진하다. 인권강사양
성과정이 1기에 이어 2기에 이른 만큼 1기에서 양성된 강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어
려웠던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해 주길 바란다. 또한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서울시 인권 강사로 위촉할 것인지 이수증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기와 같이 강사과정 수료 후 강사소속 문제로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강사양
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 소위원회에 일임하고, 추후 보고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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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권교육 운영체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을 2015년 초까지 보고해 주길 바란
다. 

5.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 구성·운영 계획 (2014-4정-5)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모든 삶의 공간
에서 수준 높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인권위원회는 추상적인 연구과업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연구수행과정을 자문할 T/F
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인권위원과 인권단체 및 전문가 8인으로 T/F팀을 구성
하고자 한다.   

❊ 위원회 의견

 인권위는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인권위원인 김경자 시의원의 
T/F 참여를 추천하며, 인권위원중에서는 문경란 위원장과 백미순 위원이 T/F에 참여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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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5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12.01.(금) 17:00 ~ 19:30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②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
양혜우·이남신·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보
고
안
건

1.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 (2014-5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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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2014-5임-1)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11.28일(19:00~23:10)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헌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선포하
기 위한 회의였다. 총 110명의 위원(전문위원 27명, 시민위원 83명)이 참석한 6차 회의
의 회의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헌장의 50조항 중 45개 조항이 이의 없이 합의, 통과되었고, 제4조 (성적지향에 의

한 차별금지), 제15조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성소수자, 이주민 명시 관련), 제42조 (국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실천하기로 한 헌장 이행 주체와 책임), 제45조
(인권실태조사 실시와 인권정책수립), 제46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50조(헌장 개정) 
조항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②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울시

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헌장은 시민이 만드는 사회적 협약이므로 미합의 조항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것  ▷둘째, 표결에 의한 결정방식은 헌장제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③ 이에 시민위원회는 미합의 5개 조항에 대해 서울시의 요청대로 토론을 통한 전원 

합의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헌장제정 과정과 마찬
가지로, 의결절차도 시민위원회 스스로가 정하고 결정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모았다. (찬
성: 24명, 반대: 67명) 
④ 시민위원회는 미합의 조항에 대한 결정 방식에 대해 3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하였다. 
⦁1안: 표결로 헌장확정-찬성: 66명
⦁2안: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수정안 도출-찬성: 13명
⦁3안: 미합의 사항 삭제-찬성: 7명 
⑤ 시민위원회가 미합의 조항을 표결로 결정할 것을 합의하자 서울시는 미합의조항에 

대한 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입장을 강조하였고 (인권담당관, 서울혁신
기획관), 시민위원회에서는 대표 토론자 2인이 각각 3분간 의견을 발표한 후 표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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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차별금지조항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찬성: 60명

⦁2안: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을 제외시키고 포괄적으로 명시
한다-찬성: 17명

⑥ 그러나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11월 30일, 오전 11시) ‘시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합의 방식을 요청했지만 표결이 이루어졌다. 표결 처리는 합의 실
패로 판단, 시민인권헌장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현재안은 자연스럽게 파
기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⑦ 같은 날 17시 20분 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헌장제정

에 참여한 시민위원 모두 상호존중에 입각한 관용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합리적이고 이성
적인 토론 끝에 인권헌장에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표결불가를 공개표명하
며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 ▷헌장제정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동
성애 혐오세력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사회자 발표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부으며 위력으
로 공청회를 무산시켰음에도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후조
치도 하지 않은 점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헌장을 용도폐기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서울시를 인권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정에 반하는 일임
을 강조 하였다.

별첨자료:

첨부1.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경과

❊ 위원회 의견

⦁인권헌장의 제정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시민위원회에 있고, 시민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헌장을 제정하였으나 시울시가 헌장의 공포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인권헌장이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는 입장을 철회하여야 한다.  

⦁ 헌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며, 서울시에서 
헌장공포를 거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 6차 시민위원회 파행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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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경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구성

  m 위촉기간 : ‘14. 8. 6. ~ 12. 31.

  m 위촉인원 : 총 190명
     - 위 원 장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시민위원 : 150명
     - 전문위원 : 38명
       헌장기초분과 7인, 시민참여분과 7인, 명예부시장 4인, 기타 인권전문가 17

인, 시의원 3인

  m 위원역할 : 시민이 만들고 전문가가 지원
구  분 주요  역할

시민위원

･ 인권헌장 권리목록, 초안 작성

･ 분과별 의견 발표

･ 분과별 네트워크(분과별 1인, 연락처 작성, 일정 알림 등)
퍼실리테이터 ･ 분과별 사회자(회의 운영 원칙, 국내외 사례 등 소개)

간 사 ･ 테이블별 회의 내용 기록, 정리

기타 인권전문가 ･ 전문분야별 식견을 바탕으로 분과별 토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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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① 시민위원회 개최 : 6회
구분 개요 성    과 비고

1차

･ 일시 : '14. 8.13.(수) 19:00~22:0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 : 총 132명
･ 내용  : 인권헌장에 들어갈 인권목록 만들기

- 권리 목록을 시민위원들이 직접 작성 

․ 인권목록 작성

  - 총 319개 

2차
･ 일시 : '14. 9.2.(화) 14:00~18:0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 : 총 113명
･ 내용 : 인권목록 만들기 및 권리별 분류

･인권목록 공유·보완 515개 

(1차 319개, 2차 196개)
･인권목록 권리별 분류

3차
․ 일시 : '14. 9.26.(금) 19:00~22:0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 : 총 121명
․ 내용 : 분과별 헌장 기초안 작성

․ 분과 구성(6개)
 - 일반원칙, 참여와 소통, 

복지와 안전, 환경과 문화, 
더 나은 미래, 헌장의 이행

․ 기초안 작성(분과별)

4차
․ 일시 : '14. 10.25.(토) 14:00~18:00
․ 장소 : 서울시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내용 : 각 분과별 초안 작성

․ 각 분과별 인권헌장(안)작성

 - 3차 회의 결과보완

5차
․ 일시 : '14. 11.13.(목) 19:00~22:0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용 : 헌장안 문안 심사를 통한 헌장 초안 마련

․ 인권헌장 초안 마련

  - 7개장 50개 조항

6차
․ 일시 : '14. 11.28.(금) 19:00~23:1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용 : 미합의사항 토론 및 표결

․ 인권헌장 합의 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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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요 자문 내용 비 고

1차 ․ 일시 : '13.6.21.(금) 11:30~13:30
․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헌장 제정 방식 : 시민참여
헌장
소위

2차 ․ 일시 : '14. 3.6.(목) 12:00~14:00
․ 장소 : 서소문1동 7층 인권센터회의실

․ 인권헌장제정 준비단 구성·운영 등 
헌장
소위

3차 ․ 일시 : '14. 3.20.(목) 11:00~13: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헌장 제정의 절차와 일정 등 논의
헌장
소위

4차 ․ 일시 : '14.4.3.(목) 11:00~13: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국내외 주요인권헌장 분류 검토 등
헌장
소위

5차 ․ 일시 : '14. 4.17.(목) 11:00~12: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인권헌장 제정 준비 위원회 구성 등
헌장
소위

6차 ․ 일시 : '14. 4.30.(목) 10:00~12:0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서울시 인권의 역사적 연원 및 인권사항 
연급 여부

헌장기초
분과

7차 ․ 일시 : '14. 5.14.(수) 11:00~13:30
․ 장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시민의견수렴방안 및 홍보방안 논의
시민참여

분과

   m 시민위원회 총무 합의체 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 3회
분과명 개  요 비고

분과별 총무 
합의체 회의

․ 일시 : '14. 11.3.(월) 19:00~20: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 :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별 총무단(12명), 
분과별 전문위원 1명

․ 내용 : 미합의 사항 결정방법 논의

복지와 안전

․ 일시 : '14. 11.4.(화) 9:00~12:0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 : 분과 전문위원 및  총무(2명)
․ 내용 : 시민위원회 4차 회의결과 보완

더 나은 미래

․ 일시 : '14. 11.4.(화) 19:00~21:00
․ 장소 : 신청사 2층 갈등소통과

․ 참석 : 분과 전문위원(5명) 
․ 내용 : 시민위원회 4차 회의결과 보완

  ② 전문위원회 및 자문회의 개최 : 36회 
m 전문위원회의-30회 (헌장소위 5회, 기초분과 8회, 시민참여분과 5회, 전체회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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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일시 : '14. 5.15.(목) 12:00~15:00
․ 장소 : 신청사 간담회장2

․ 시민위 전문 및 권리구성체계 선정안
․ 헌장 집필 관련 논의

헌장기초
분과

9차 ․ 일시 : '14. 5.26.(월) 16:00~18:40
․ 장소 : 서소문1동 7층 인권센터회의실

․ 인권헌장 시민위원회 공모계획안 검토
시민참여

분과

10차 ․ 일시 : '14. 5.29.(목) 12:00~14:00
․ 장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전문구성 키워드, 시민위원 공모계획안, 
분과구성 관련 논의 

헌장기초
분과

11차 ․ 일시 : '14. 6.12.(목) 11:00~14:00
․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전문구성 키워드, 권리구성체계, 권역별 
토론회 시민참여 조직화 등

전체회의

12차 ․ 일시 : '14. 6.26.(목) 10:00~12:0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인권헌장 홍보전략 논의
시민참여

분과

13차 ․ 일시 : '14. 6.26.(목) 13:00~15:00
․ 장소 : 서소문1동 7층 인권센터회의실

․ 인권헌장 전문위원 추가, 위촉식과 
워크숍 계획 검토

헌장기초
분과

14차 ․ 일시 : '14. 7.8.(화) 14:30~17:3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인권헌장 권리구성체계, 시민위원 추첨 
방안 논의 

헌장기초
분과

15차 ․ 일시 : '14. 7.9.(수) 11:00~12: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인권헌장 홍보방안(다음아고라, 공모전, 
조형물 등) 논의

․ 권역별토론회 개최 검토 

시민참여
분과

16차 ․ 일시 : '14. 7.18.(금) 8:30~10: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인권헌장 전문위원 역할 등 
헌장기초

분과

17차 ․ 일시 : '14.7.24.(목) 09:00~12:30
․ 장소 : 서소문1동 7층 인권센터회의실

․ 시민위원 위촉식 개최계회 검토
시민참여

분과

18차 ․ 일시 : '14. 8.5.(수) 09:30~10:00
․ 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시민위원회 1차 회의 운영 방안 검토
헌장기초

분과

19차 ․ 일시 : '14. 8.5.(수) 10:00~12:00
․ 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역할
전체
회의

20차 ․ 일시 : '14. 8.11.(월) 10:00~12:0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① 

․ 헌장제정 시민위원회 그라운드 룰 마련, 
퍼실리테이터, 간사 지정 및 역할 설명

․ 1차 회의 개최계획 및 준비사항 공유

전체
회의

21차 ․ 일시 : '14. 8.18.(월) 9:30~12:00
․ 장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시민위 1차회의 결과 보고 및 토의
․ 시민위원회 2차회의 개최계획 

전체
회의

22차 ․ 일시 : '14.9.5.(수) 14:00~16:1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인권목록 권리별 분류 조정안 마련 및 
권리별 조정안에 인권목록 배치

․ 분과구성 관련 및 인권헌장 Q&A 등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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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 일시 : '14. 9.11.(목) 09:30~11:5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시민위 2차 회의 인권목록 결과 보고 및 
권리별 분류 조정

․ 권리별 퍼실리테이터 및 간사 확정
․ 시민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계획 등 

전체
회의

24차 ․ 일시 : '14. 9.18.(목) 14:00~16:10
․ 장소 : 서소문1동 7층 인권센터회의실

․ 인권헌장 이행 및 도시에 대한 권리 반영 
방안

전체
회의

25차 ․ 일시 : '14. 10.1.(수) 9:30~12:0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의사결정구조 정립의 필요성 공유 및 방안 
논의

․ 퍼실리테이터와 간사의 역할 범위, 그 외 
전문가의 역할 등

전체
회의

26차 ․ 일시 : '14. 10.1.(수) 13:30~15:30
․ 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도시에 대한 권리 반영 방안
전체
회의

27차 ․ 일시 : '14.10.16.(목) 15:00~17:00
․ 장소 :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퍼실리테이터 및 간사 선정, 역할범위, 
전문위원 분과 배정 관련 

전체
회의

28차 ․ 일시 : '14.10.30.(목) 17:00~19:20
․ 장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시민위원회 5차회의 계획 및 진행 방법 
전체
회의

29차 ․ 일시 : '14.11.10.(월) 14:00~21:00
․ 장소 : 뉴국제호텔 두메라룸(15층) ․ 서울시민 인권헌장 분과별 초안 워크숍

30차 ․ 일시 : '14.1.16.(목) 15:00~17:00
․ 장소 :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시민위원회 6차 회의 진행방식 
전체
회의

   m 홍보전문회의 - 3회
구분 개  요 자문 내용 비 고

1차 ․ 일시 : '14.7.30.(수) 10:00~12:00
․ 장소 :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인권헌장 홍보 포스터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대표 메세지 및 주요 
컨텐츠 확정

2차 ․ 일시 : '14. 8.7.(월) 15:00~17:0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인권헌장 홍보 포스터 관련

3차 ․ 일시 : '14. 8.21.(월) 13:30~15:30
․ 장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인권헌장 전체회의·토론회·각종 행사 
등 단계별 집중 홍보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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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  야 진 행 일시(시간)/장소 참석단체

1 여    성
배복주

(사)장애여성 공감 대표
10.13.(월), 10:00
10층 공용회의실

서울YWCA 등
9개 단체 12명

2 어 르 신
박홍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0.15.(수), 14:00
11층 공용회의실

한국씨니어연합회 등
12개 단체 14명

3 새 터 민
박홍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0.16.(목), 10:00
서울 글로벌센터 404호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8개 단체 9명

4 아 동․ 청소년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교수
10.17.(금), 09:00
2층 공용회의실

월드비전 등
15개 단체 18명

5 장 애 인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
10.20.(월), 14:00
10층 공용회의실

장애여성공감 등
12개 단체 12명

   m 권역별 토론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3회
구분 개  요 자문 내용 비고

1차 ․ 일시 : '14. 8.28.(목) 16:30~18:40
․ 장소 :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실

․ 토크쇼 및 프로그램 구성, 행사 사전 
준비 관련

2차 ․ 일시 : '14. 9.26.(금) 17:00~18:30
․ 장소 :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권역별 토론회 개최 계획 보완

3차 ․ 일시 : '14. 10.8.(수) 9:20~12:00
․ 장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강북권역 토론회 개최 계획 보완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 개최 결과

  ① 개    요
   m 일    시 : '14. 10.13.(월)~10.22.(수)(10대 분야 총 9회, 2시간) 
   m 대    상 : 분야별 간담회당 20여명(단체활동가 및 인권헌장 제정위원)
   m 내    용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을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
  ② 분야별 일정 : 10대 분야, 114개 단체,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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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 소수자
(반대)

박숙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

10.21.(화), 09:00
2층 공용회의실

서울시유권자연맹 등
24개 단체 24명

7 성 소수자
배복주

(사)장애여성 공감 대표
10.21.(화), 16:00

서울 글로벌센터 405호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6개 단체 7명

8 종     합
박래군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2.(수), 10:00
2층 공용회의실

재단법인 동천 등 
11개 단체 13명

9 이주민․ 외국인
양혜우

전 이주인권연대 대표
10.22.(수), 16:00

서울 글로벌센터 405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7개 단체 18명

 「서울시민 인권헌장」공청회 제정 시민 공청회 개최 결과

  ① 개    요
   m 일    시 : '14. 11.20.(목), 14:00~16:00 
   m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m 안    건 : 인권헌장(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m 공청회 계획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 문경란 부위원장
    - 발제자 :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 박홍순(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토론자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형태(전 서울시의원), 박신홍(중앙

일보 사회부문 차장), 양희송(청어람ARMC 대표), 유성희(YWCA연합회 
사무총장), 은우근(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② 개최결과 : 성소수자 조항 반대단체 항의로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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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 파행

▣ 개요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
와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 그리고 아홉 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인권헌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내었으며, 2014년 11
월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최종합의를 통해 인권헌장을 확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청회
는 일부 참가자의 폭력행사로 파행되고 말았다.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 파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입장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0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폭
력과 위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산된 것에 대해 개탄한다. 오늘의 이 같은 사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청회 개회 전부터 욕설과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방해했으며, 단상의 발표자 명패를 팽개치면서 사회자와 발표자
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력을 썼다. 급기야 사회를 맡은 박래군 서울시인권위 부위원
장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장내 정리를 호소하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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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식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동안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 아홉 차례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때로는 의견충돌에 따른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초지일관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을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이견을 좁히지 못
한 극히 일부의 쟁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마지막까지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도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민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늘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부 세력의 언동
은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고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받기까지에는 숱한 
도전과 난관이 있어왔다. 인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인류의 
고귀한 원칙이  폭력에 의해 부정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차별과 혐오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반인권적 주장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규약과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도 부인하는 것으로, 이는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다. 인류가 힘겹게 성취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온 인류가 합의
한 대원칙이다. 나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과 같이 “모든 곳의 모든 인권을 지
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오늘 공청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것은 명백히 폭행·협박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는 일부 난동자에 대한 법적 추궁 등 엄정한 대응을 강구하
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이 부정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금 야만과 
광기,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지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단연코 반대한다. 

201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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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4년 제6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4.12.08.(금) 09:00 ~ 11:00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박래군·강남식·김경자·김형완·백미순·선상규·

이남신·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안  건

심
의
안
건

1.「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파행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안 (2014-6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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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파행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안 (2014-6임-1)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파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권고할 것
을 결정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헌장의 제정을 
위임받아 심도 높은 토론을 거쳐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인권헌장을 채
택하였다는 점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서울시가 “사회적 논
란”이 있는 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요구하였고, 시민위원들이 표결에 
의해 헌장을 확정하려하자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 ▷ 의사진
행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는 수개월에 걸친 자발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조항은 표결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찬반표
결에서 앞도적인 찬성의결로 헌정이 제정 되었다는 점 ▷ 하지만 서울시가 시민위원회 
회의 직후 시민위원회가 적법하게 제정한「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산” 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점을 인권위원회 권고의 배경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인권위원회가 권고에서 서울시에 주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정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 

2. 제6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 왜곡되게 언론에 발표
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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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11. 20.「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으로 무
산된 것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4.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보편적 인
권들을 도시행정에 맞추어 구체화시킨 것임을 확인하며, 서울시정 전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별첨자료:

첨부1. 서울시민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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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전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21
세기의 중요한 세계도시이다. 이러한 거대 공동체의 조화, 상생, 안전, 복리를 위하여 모
든 이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 헌
법의 기본권 원칙,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에 제시된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원칙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600년 이상의 문화 전통이 깃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
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자각한다. 

서울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번영
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외적 성장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내적 성
숙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겠다. 

서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공간이 아니다. 서울은 우리가 함께 나날이 만들어 가
는 생활공간이다. 서울의 모든 구성원은 이 도시의 공동 창조자이자 예술가라는 자부심
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성과 공동선에 기반하여 모든 거주민이 차별 없이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인권도시 서울의 기본방향
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공동체의 주인 의
식,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들 특히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신을 재확
인하고 다짐한다. 또한 서울시의 공직자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섬기고 충족시킬 의무
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다짐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
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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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원칙

제1조 서울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시민은 서울의 주인이다. 

제2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갖
고 서울시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서울시민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용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

<자유로운 참여 함께하는 소통> 

제6조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행정 및 공공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7조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공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서울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민들 간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서울시민은 사상·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사표현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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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주민자치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0조 서울시민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서울시민은 자기의 사적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서울시는 공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장 안전한 서울, 건강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서울시민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적·물질적 안정을 위한 보호와 지원 등을 한다. 

제13조 서울시민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보장한다. 

제14조 서울시민은 보행과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
축한다. 

제15조 서울시민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
며, 서울시는 가정, 학교, 일터, 다수인 보호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근
절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여성, 아동, 어르신·약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시민을 특별히 고려한다. 서울시는 피해
자와 피해·가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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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권리> 

제16조 ① 서울시민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생애주기
별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을 조성한다. 
② 서울시민은 질병이나 병력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나 직장 등 사회에서 불
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①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권
리가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응급의료를 포함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환경을 
조성·관리한다. 
② 서울시민은 보건의료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보건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서울시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과 가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한다.

제19조 ① 서울시는 주요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살 등 정신관련 질환과 사
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 한다. 

제20조 서울시민은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
바른 먹거리 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영양 및 건강을 증진한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1조 서울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인
간다운 주거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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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 서울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퇴
거를 금지한다. 
② 서울시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23조 ① 서울시는 주거빈곤층 및 무주택 저소득층, 탈시설 주거 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강제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피해 등의 사유로 노숙 또는 홈리스 상
태에 처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4조 서울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실업·질병·장애·빈곤 등의 상황에서 건강과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
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참여와 자립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25조 서울시민은 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필수적인 도시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보장한다. 

제26조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과 어린이·장애인·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지원 등 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제4장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리는 서울 

<문화에 관한 권리〉 

제27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적인 유산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활동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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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울시민은 공원, 도서관, 휴식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지
리적·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9조 서울시민은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가꾸며 이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
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문화유산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제30조 서울시민은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표현하고 창작
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 및 문화·예술·스포츠 활동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제31조 서울시민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적절한 녹지와 공원
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서울시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에 의한 불편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제33조 서울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권과 대중교통 이용권을 갖
는다.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권리〉 

제34조 서울시민은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존중하며 누릴 권
리가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제35조 서울시민은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서울시와 함께 문화유
산, 자연유산, 환경유산을 보전하여 후속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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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교육>

제36조 서울시민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이 차별 받지 않고 신
체적,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7조 서울시민은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서울시
는 직업 및 교양, 시민참여 등의 평생교육 활동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보장한다. 

제38조 서울시민은 교육과정에서 정치 및 종교적 강요를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이고 자
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과 노동> 

제39조 서울시민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고용형태, 직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일
할 권리와 적정복지 등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특히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
해 노력한다. 

제40조 서울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제41조 ① 서울시민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의 실현
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서울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등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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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헌장을 실천하는 서울 

<헌장의 이행 주체와 책임>

제42조 이 헌장에 제시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제43조 서울시민은 이 헌장에 제시된 권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지키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서울시는 헌장에 명시된 권리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헌장이행의 방법> 

제45조 시는 헌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기구 등 제도를 마련하고, 인권실태조사
를 통하여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46조 서울시민은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인권친화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
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는 헌장의 권리를 적극 알리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제47조 시는 행정의 집행과정 등에서 시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구
제절차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조례와 규칙에 정한다. 

제48조 시는 헌장에 제시된 권리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공표하
며, 이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제49조 시는 국내외 인권기구, 도시,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신장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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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의 개정> 

제50조 헌장은 헌장개정 시민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
주적 절차와 시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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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1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02.27.(금) 15:00 ~ 18:0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김영남·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양혜우·
이남신·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공동주택과

안  건

보
고
안
건

1. 아파트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관련 진정서 처리결과보고:
노동정책과, 공동주택과 배석 (2015-1정-1)

2. 2015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2015-1정-2)

3.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5-1정-3)
4.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자원사업 추진현황 

(2015-1정-4)

심
의
안
건

5.「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 예산지원검토 관련 (2015-1정-5)
6.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관련 경위 (2015-1정-6)

7. 인권교육전문가 T/F」구성계획 (2015-1정-7)

8.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 (2015-1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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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아파트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관련 진정처리결과 (2015-1정-1)

서울시(노동정책과 및 공동주택과)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비노동자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참여연대, 민조노총 서울일반노조)
진정과 행정1 부시장의 지침에 따라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자치지구별 경비근로자 수, 고용형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조정 현황 등 - 노동정책과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의식개선사업 실시: 25개 자치구 아파트 
(17,851 3동)에 안내문 제작 배포(72,000부)및 서울지방노동청과 자치구 공동입주
민대표간의 간단회 개최 (동대문구, 서초구) - 노동정책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준칙 제47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
체의 경비원 고용안정노력’ 조항 신설 - 공동주택과

향후 경비근로자 노동권익침해 상담 및 권익향상 캠페인과 연구조사활동을 추진할 것
이며 경비근로자 노동환경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 위원회 의견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경비근로자 노동권익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비근로자에게 대책방안이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중
앙정부와의 연계사업을 강구해야한다. 

2. 인권담당관 2015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2015-1정-2)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목표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조성 ▷인권취업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보호 및 구제활동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설
정되었다. 각 목표 아래 특히 ▷더 나은 인권도시의 비전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의 학술
연구 시행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틀마련 및 사회적 약자 건강권 증진사업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1차 정기회

- 509 -

지원 ▷수요자 중심 「인권교육과정」의 개설· 운영 등은 2015년 새롭게 고안되어 추진
되는 사업이다. 

별첨자료:

첨부1. 2015년 업무계획서  

첨부2. 예산편성현황

❊ 위원회 의견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은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주제의 사업
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인권사각지대를 포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헌장」예산
을 향후 어떤 활동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인권담당관실의 논의가 필요하다.

3.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2015-1정-3)

서울시는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인권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사
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양함 인권사업과 인권
단체를 지원·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사업을 공모하여 접수를 
완료하였다. 사업은 지정분야와 자유제안분야로 나누어 공모되었는데, 지정분야는 건강권
증진사업으로 정해졌다.

❊ 위원회 의견

향후 지정분야사업을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권단체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4.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계획 (2015-1정-4)

추진되고 있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과제 위주로 모
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탈시설, 이주민, 보행권, 인권교육 분야이며, 각 분
야별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팀별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반과제는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별첨자료:

첨부3.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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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은 인권담당관실의 업무이므로 인권담당관실의 주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작년 탈시설, 이주민, 보행권, 인권교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
부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5.「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 예산지원 검토 관련보고 (2015-1정-5)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
포지엄「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서
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인권위원회의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민간행사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뿐더러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전용 과정과 계약이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첨자료:

첨부4.  「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 예산지원 검토보고서

❊ 위원회 의견

서울시 인권헌장을 둘러싼 제정 과정, 내용,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
사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전반적인 분석,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그
동안 인권헌장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이 그동안 제정 과정에 
깊이 참여하여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민 인
권헌장 심포지엄을 기획했던 것인데, 서울시와의 입장차이를 이유로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또한 이번 건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
유로 향후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안건을 보고안건에서 심의안건으로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
며,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지원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
고해 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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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위보고 (2015-1정-6)

성소수자 단체 ‘비온 뒤 무지개 재단’은 서울시가 재단의 법인설립을 허가 해 줄 수 있
는지 여부를 서울시 부서(복지정책과, 행정과, 인권담당과)에 문의한 바 있었다. 이와 관
련하여 서울시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거부하였다는 기사가 보도(경향신문 2015.02.24, 
오마이 뉴스 2015.02.17)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단 측의 유선 상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검토를 거쳐 해당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임을 안내했으며, 서울시가 미풍양
속에 저해된다며 난색 표현했다고 보도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첨부5.  관련법령 세부검토결과보고서

❊ 위원회 의견

‘비온 뒤 무지개 재단’이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인권단체임에도, 법
인등록조차 거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그대로 보여주
는 사례이다. 서울시가 법인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가 그동안 ‘비온 뒤 무지개 재단’의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그 과정
에 부당함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안건을 보고안건에서 심의안건으
로 수정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며, 인권단체이면서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 법인 
등록한 사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재단법인 등록 문의 과정 및 관련 공무원
의 발언 등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7. ‘인권교육 전문가 T/F' 구성계획 (2015-1정-6)

2015년도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간의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교육체제를 정립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시 인권교육 또는 교
육모니터링을 진행한 인권교육전문가와 서울시 인권담당관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고 모
두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교육 운영체계 및 통합인권교육 운영방안 등을 논
의 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 위원의 참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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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이미 TF가 구성되어 진행되는 중이므로 인권위원의 참여가 꼭 필요한지 검토하여 참
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8.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 (2015-1정-7)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도시 서울
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연구과제는 ① 시민의 다양한 인권 상황과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② 인권정책 환경변화에 대한 SWOT 분석, ③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④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⑤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이다.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과업을 설정하고 

연구수행 전 과정을 자문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T/F는 서울시 인
권위원회 위원을 위시하여 시의원, 학계전문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 위원회 의견

서울시가 인권비전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인권비전은 향후 10년
간의 규범, 제도 및 정책을 아울러야 한다. 그러한 인권비전수립을 위해서는 T/F의 방향
과 구성이 매우 달라져야 한다. 인권위원들이 T/F에 결합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여
부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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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2015년도 업무계획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친화도시 서울

1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

2 인권 취약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3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보호 및 구제활동

4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

 시민사회의 신뢰관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권정책 본격 추진

 시민의 일상 삶과 밀접한 분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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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을 통한 인권정책 추진 기반 공고화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권정책 추진

도시생활 속

보편적 인권 증진

인권사각지대
해소

인권친화적
정책개발

인권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정책 추진 전략 수립 신규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야별 인권정책 방향 제시
    － 건강(생명), 노동 등 분야별 인권실태 및 인권에 대한 욕구 파악․ 분석
    － 시민의 일상 삶 속에 녹아드는 인권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
  ○ 민관 공동연구방식 학술용역 추진(’15.3.~12월)
    － 시의원, 시 인권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가 등 광범위한 참여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업내용 구성 및 용역 수행 전과정 참여를 통한 자문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통한 인권정책 추진 협업 강화

  ○ 시민사회의 인권정책 개발 및 추진과정 참여 점진적 확대
    － 시정에 참여중인 市 인권위원회 위원, 시민인권배심원과 우선 공감대 형성
  ○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정책에 대해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 실시
    － 분야별 인권단체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미흡분야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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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취약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인권보호 및 지원 영역 확대로 인권 취약분야와 사각지대 적극 개선

 인권단체와 협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 도모 및 인권단체 역량 강화 지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신규

  ○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14.12.)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절차, 심리·경제적 지원범위 규정 등
  ○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 시행계획 수립 : 민간 참여(사회공헌사업) 유도

현   행 개   선( 1́5년~)

￭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 1개 센터, 30백만원 ➟
￭ 다양한 보호․지원대책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정비

 -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생계․ 의료비․가사지원 등 가이드라인 마련 

 - 피해자지원 유관단체, 전문가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센터종사자․시민봉사자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범죄피해자 보호=인권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인권증진사업 지원 신규

의료법 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 증가

- 도시빈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은 제도의 한계와 생계곤란 등으로 건강보험 미 가입

  ○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및 피해사례 조사
  ○ 정신, 육체건강을 위한 상담 및 보건 의료서비스(무료건강검진 등)제공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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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체 계 >

서 울 시

건 강 권
회 복
거 버 넌 스

인 권 단 체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서비스
▪의료전문인력 지원

관 련 전 문 가 의 료 협 회 법 인

3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보호 및 구제활동

 사회적 권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인권보호 및 구제활동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성 제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생활밀착형 인권보호 및 구제활동 강화

사전예방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방문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 시와 자치구 인권침해 결정사례 전파 등 예방활동 강화

방문상담
- 시 투자·출연기관, 시 지원 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인권상담 추진
- 권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의 인권문제 해결

신속조사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전담전화(7979) 및 전담 보호관제 시행
- 신속조사 및 권고 이행사항 점검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행위 근절

협업
-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인권단체와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인권, 생활밀착형 인권의제 공동 발굴 

 시민인권배심원제 본격 추진으로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보장
    －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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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단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시민배심원 150명(자치구별 6명, 남·여별 3명, 연령대 등)
    － 전문가배심원 50명(시 인권 유관부서 및 인권단체 추천)

  ○ 조사중인 사건 중 배심사건을 선정하여 분기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배심 사건별로 11명 배심원 선정(시민배심원 6명, 전문가 배심원 5명)
    － 배심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정하고, 공개 토론하여 배심 평결

4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간 일반 강좌형의 지식 전달형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인권감수성 증진에 효과적인 체험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요자 중심「인권교육과정」개설․운영 신규

  ○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 맞춤교육  → 체계적인 통합교육(총론과 분야별 각론)

   ○ 인권 업무비중 높은 본청 중점그룹(8개 실․본부․국) 시행 후 확대
    － 총괄기획(인권담당관), 교육운영(인재개발원)
    － 인권의 이해, 인권영화 상영, 현장탐방 등 선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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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인권현장 탐방코스 조성

    － 남산 안기부터 및 서울시내 인권관련 장소를 연계하여 탐방코스 개발

➟ ➟
서대문형무소 남영동경찰청인권센터 남산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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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

사 업 명 2014 2015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인권담당관  1,013,907 1,193,160 179,253 17%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0,000 130,600 △69,400 △34%

사무관리비 10,000 10,600 600 6%
민간경상보조 190,000 120,000 △70,000 △36%

 ②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90,000 90,000 - -
사무관리비 90,000 66,000 △24,000 △26%
민간인 외국인여비 10,000 1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4,000

 ③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37,520 35,640 △1,880 △5%
사무관리비 32,480 30,600 △12,130 △37%
국내여비 5,040 5,040 - -

 ④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43,000 343,000 - -
사무관리비 328,300 288,300 △40,000 △12%
시책업무추진비 14,700 14,700 - -
연구용역비 - 40,000 40,000

 ⑤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300 45,300 - -
행사운영비 45,300 45,300 - -

 ⑥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62,250 124,250 62,000 99%
사무관리비 2,250 4,250 2,000 88%
연구용역비 60,000 120,000 60,000 100%

 ⑦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 193,000 191,000 △2,000 △1%
사무관리비 164,400 121,000 △43,400 △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4,000
행사실비보상금 10,000 - △10,000 -
기타보상금 4,600 △4,600 -
시설비 70,000 70,000

 ⑧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배심원제 운영 11,800 10,917 △883 △7
사무관리비 11,800 10,917 △883 △7

 ⑨ 인권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40,000 40,000
사무관리비 40,000 40,000

  성북구 인권도서관 문화행사(주민참여) 150,000 1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150,000

  기본경비 31,037 32,453 1,4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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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추진방향

  m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핵심과제 위주로 중점 추진
  m 핵심과제 모니터링 소위원회에 대한 팀별 지원체계 구축
  m 일반과제는 인권담당관에서 자체 추진

 추진내용

  m 핵심과제 : 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소위원회 주관
     - 탈 시 설 : 박김영희, 박래군, 이형석(해촉) 위원
     - 이 주 민 : 양혜우, 백미순, 장서연, 이성훈 위원
     - 보 행 권 : 조효제, 강남식, 이남신, 선상규(해촉) 위원
     - 인권교육 : 양혜우, 김형완 위원
기본계획

추진실적 제출 ➡
추진내용 

모니터링․분석 ➡
모니터링
결과정리 ➡

모니터링 
결과 자문 ➡

모니터링 결과 
부서통보․반영

사업추진 부서
→ 인권담당관

인권위 소위원회
↔ 사업추진 부서

인권위 
소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 사업추진 부서

  m 일반과제 : 인권담당관 주관
기본계획

추진실적 제출 ➡
추진내용 
분석․평가 ➡

분석결과 
보고․자문 ➡

자문결과
정리 ➡

자문결과 
부서통보․반영

실․본부․국
→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사업추진 부서

 추진계획

  m 모니터링 과제 및 소위원회 재정비 : ’15. 2.27
  m 소위원회별 모니터링 추진         : ’15. 5월~
    - 소위원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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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움 예산 지원 검토 관련

 심포지움 개요

  ○ 일    시 : '15. 2. 25.(수) 13:00~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 주    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시 인권위원회
  ○ 내    용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평가, 갈등과 쟁점, 의의와 과제 등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요청사항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 지급 : 총 3,300천원 
    - 지급대상(총13명) : 사회자 2명, 발표자 7명, 토론자 4명
    - 지급기준  : 사회·발표 : 300천원, 토론 : 150천원
     ※ 심포지움의 기타 예산은 공동 주최측인 서울대 공익법센터 및 인권센터에서 부담 

 검토결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은 서울시에게 있어 엄혹하게 존재하는 현실의 갈등을 경험한 
사건이었으며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권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 
민간 행사에 대한 예산 사용은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외부행사 예산 지원 절차 : 예산 전용 및 계약 등 절차 이행 필요 >

 ▸ 인권위원회 운영 예산은 회의 개최와 관련된 수당지급 등 운영경비
   ※ 인권포럼, 인권위원회 토론회 등은 서울시 자체 행사로 간주, 지원해오고 있음 

 ▸ 민간 행사 지원은 예산 전용 과정과 계약 이행 절차 필요함 (재무과 의견) 
   ※ 예산 전용 항목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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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성소수자관련 법령 세부 검토결과

 재단은『민법』에 의거 법인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허가업무의 권한은 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음

  m 재단은『민법』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권한 수임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재단을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인권관련 법인의 허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이며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어 

우리시가 허가할 수 없음

  m 성소수자 단체에 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이며 국가인권위원회소관 비영
리법인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m 동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인 허가사무에 대해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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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2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04.03.(금) 13:00 ~ 16:4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소회의실② (3층)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강남식·김경자·김영남·김형완·백미순·양혜우·이성훈· 

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안  건

보
고
안
건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행사 예산지원 검토의견 (2015-2정-1)

2.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경위 보고 (2015-2정-2)
3.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고소관련 (2015-2정-3)

4.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2015-2정-4)

심
의
안
건

5.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 (안) 

(2015-2정-5)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2015-2정-6)
7.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 (안) (2015-2정-7)

8.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기획(안) (2015-2정-8)

9.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2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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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행사 예산지원 검토의견 (2015-2정-1)

2015년 1차 정기회에서 논의된「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예산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재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운영예산은 회의개
최와 관련된 회의 참석수당, 안건 검토수당 등의 운영경비이다.

- 향후 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는 집행부도 참여하여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데,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전용과정과 계약 이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
전 조율이 필요하다.

❊ 위원회 의견

「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은 인권위원회가 인권헌장제정 성과와 평가를 정리하기 
위해 외부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최였던 만큼, 서울시
의 현재 규정에 의해서도 지원근거가 충분했다. 또한 서울시는 심포지엄 기획 과정에 사
전조율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심포지엄에 서울시의 발표를 요청하는 등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음으로 서울시가 의지가 있었다면 기획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권헌장 관련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 인권위원회는 기구의 성격 상 서울시와 다른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인데, 이를 이유로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거부하게 될 경우 인권위원회의 위상이나 
존재 이유가 훼손 될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향후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권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가 명확
하게 드러나게 서울시의 입장을 명문화해놓아야 할 것이다. 

2.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경위 보고 (2015-2정-2)

인권위원회는 2015년 1차 정기회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시민인
권보호관의 조사와 서울시의 인권관련단체 법인설립 허가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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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서울시에서 법인설립을 허가한 인권단체는 학벌 없는 사회, 1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의 조사 의뢰에 따라 2015년 3월 3일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착
수되었다(사건번호:15의뢰 1).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에 서울시가 인권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을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관련 민법 
(제32조)에 대해 질의하였다.

-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무관
청으로 신청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방법, 허가절차 등을 정한 규정으로, 주
무관청의 관할, 위임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
청시 서울시가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사항이 아님.

-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법제처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은 법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법령해석총괄과-1253(2015.4.1.)]

- 법인설립허가 관련 민법 제32조에 대한 주무관청의 질의회신: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주무관청은 중앙 행정기관만을 지칭함.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가능.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출력일 : 
2015.4.2.)

별첨자료:

첨부1. 법제처에 의뢰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및 회신

❊ 위원회 의견

서울시에 이미 법인 등록을 한 인권단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는 위임업무 여부를 
따져야 할 법령의 문제라기보다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하고자하는 단체에 대하여 얼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하는 태도와 의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특
히 성소수자 인권단체라는 이유로 법인 등록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일 수 있다. 인권담당관에서 인권단체 법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
절한 부서를 안내하고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인권담당관의 역할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소수자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법인을 등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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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고소관련 (2015-2정-3)

2014년 11월 20일 개최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는 동성애 반대단체들의 난동과 
폭력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일부 폭력 행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대응 
할 것을 권고하였다. 내부 법률자문의 결과 공무집행방해는 성립되기 어려우나, 업무방해
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인권위는 추가적으로 외부법률자문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인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집행방해의 성립여부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 법률자문 결과 : 변호사 총4명 의견 불일치 (불성립2, 성립1, 조건부1)
별첨자료:

첨부2.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법률자문 결과

❊ 위원회 의견

인권헌장 공청회는 인권헌장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되
었던 것으로 반대의견도 얼마든지 개진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장이었다. 그럼에도 공청
회 자체를 무산시킬 의로도 폭력과 난동이 행해진 것은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통한 공론 
형성을 방해한 심각한 무법적 행위이다. 공청회는 헌장제정위원회를 운영해 온 서울시의 
사업이므로, 공청회의 방해는 서울시 공무의 방해행위와 다름없다. 이를 묵과할 경우, 향
후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적법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이
행할 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 

4.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2015-2정-4)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의 정착을 위한 체계 정립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
로 한 집약적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모니터링체계의 확립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육
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권교육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별첨자료:

첨부3.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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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인권교육 추진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소위 검토 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5.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안) (2015-2정-5)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2030 인권비전 및 생활밀착형 인권의제를 발
굴하고자 민․관 공동연구방식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전 과정의 자
문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의원, 학계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T/F 를 구성할 것이다. 

별첨자료:

첨부4. 학술연구용역 개요

❊ 위원회 의견

이번 비전수립의 내용과 방향이 2013년의「서울시 인권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에서 제시된 비전 및 전략과 무엇이 다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구상한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필요성, 구체적인 상 등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토대 위해서 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2015-2정-6)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2015년도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기본 계획 세부 과제별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
록 하며, 결과 보고회를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201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 기본계획 구성체계: 5대 정책목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73개 세부과제
- 기본계획 5대 정책목표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안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구축
별첨자료:

첨부5.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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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모든 세부계획을 인권담당관실이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모니
터링이 필요한 중점과제를 정하는 등과 같은 실질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안) (2015-2정-7)

서울시 인권위는 2월 25일 워크샵에서 <지역인권기구와의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전
국적 인권역량 증진에 기여>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지역에서 인권규범과 인권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서울시 인
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 정보의 교환을 통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먼저 인권위는 3월 19일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와 활동 및 
관심사항을 토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월 19일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초청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충남도
민 인권증진위원회를 초청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충남 인권증진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
결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와 서울시가 협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위원
회에서 논의해보기로 하다. 

별첨자료:

첨부6.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 (안)

8.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기획(안) (2015-2정-8)

❊ 위원회 의견

서울시 인권위는 제1기 인권위원회 활동을 정리, 평가하기 위한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보고서는 인권도시 서울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기
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활동보고서를 발간함에 있어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서울시가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등을 고려한 발간절차를 검토
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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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2정-9)

❊ 위원회 의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수자 혐오 및 혐오발언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권에 중심을 두고 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구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학계, 법조계, 인권운
동계, 시민인권보호관을 구성원으로 한 세미나팀을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킨 뒤 그 결과
를 토대로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첨부7.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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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법제처에 의뢰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및 회신

안건번호 - 요청기관 법무부 회신일자

안건명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질의요지

1.「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2,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만을 지칭함

2.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이유

1.「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무 1498 「민법 제32조」에 대한 질의회신 (1962. 

4. 25. 대:상공부장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만을 지칭하며, 이는 비영리법인 중에는 목적사업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하여

야 할 것이 있는 한편 학술, 종교, 자선 기타의 미명하에 부정을 도모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통일된 입장에서 일정한 기준하에 그 설립의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을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별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고 동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권

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도 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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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률자문 결과

내부 법률자문 
실시결과

(‘14. 12월)

외부 법률자문 추가 실시결과 (‘15. 3월)

법무법인 A 법무법인 B 법무법인 C

공무집행방
해 성립여부

불성립 조건부 성립

비 고

- 시민위원(토론자, 사회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 X

- 위원회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O

- 고성, 욕설 및 명패, 
사무용품 등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가

1) 현장에서 행사를 진
행하던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 O

2) 서울시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X 업
무방해 O

- 진행요원 등 서울
시 공무원을 간접
적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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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2015년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추진방향

  ○ 인권교육의 비전․목표․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인권 취약분야 통합인권교육을 통한 교육 밀도 향상
  ○ 효과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마련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정착을 위한 체계 정립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 장기 비전․목표․전략 확립 및 ’16년 이후 향후 5년간의 이행계획 수립
    - 인권교육단체,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연구용역 추진
  ○ 서울시 전 기관 인권교육과정 정착 및 확산
    - 투자․출연기관 인재개발원 직무교육 내 인권교육 과정 개설 협조
    - 강사파견,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모니터링․피드백 제공
  서울시 전 직원 인권교육 운영

  ○ 서울인권아카데미 Ⅰ 과정 : 1일 7시간 통합과정 
    - 여성․장애인․아동 등 인권 취약분야를 아우르는 집약적 교육과정 개설

대 상 : 본청 인권관련 업무비중 높은 8개부서 1,615명

내 용 : 인권강좌, 테이블 토론,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서울인권아카데미 Ⅱ 과정 : 2시간 일반과정
    - 건축, 경제, 문화 등 생활 속 주제의 인권적 해석을 다루는 강좌식 강의
    - 각 기관별 대상자 맞춤형 교육 총 186회 교육추진

구    분 교 육 대 상 인 원 횟수 강의 방법

간  부  직 4급 이상 330명   6회  ‣ 50명 내외의 소규모 강좌
 ‣ 사례중심의 강의, 토론 병행본청․사업소 5급 이하 14,819명 145회

투자․출연기관 전 직 원 21,712명   30회  ‣ 찾아가는 인권교육 진행
 ‣ 기업인권, 노동자권리 등 맞춤교육  위탁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11,406명    5회

  ※ 위탁복지시설의 경우 자체인권교육 실시하여 시설장 위주로 인권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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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교육 : 문화공연․on-line 인권강좌
    - 인권 영화 상영 및 감독 토크콘서트 등 문화와 인권교육을 결합한 인권강의
    - 교대근무 등 off-line 교육이 어려운 직원 대상 on-line 강좌수강 제공
     ※ 인재개발원 e-정규학습,‘e-행정과 인권’강좌 개설․운영

  인권교육 지원체계 운영

  ○ 인권교육 모니터링
    - 전문가 현장참관,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운영 등 기존운영 체계는 유지
    - 설문조사 대폭 축소, 전문가 현장참관, 심층인터뷰 운영강화
    - 강사, 모니터링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결과분석,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신규양성과정(기본/심화) 및 기존양성강사를 위한 보수과정으로 구성
    - 모집 및 선발, 과정운영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전체적 운영관리 강화   

모    집 : 25명 (인권교육 강의경력 2년 이상 또는 인권활동 경력 3년 이상)
선    발 : 서면심사 (인권담당관 주관 / 신청자격 심사, 내용심사 2단계 구성)
교육운영 : 위탁운영(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보수과정 10시간)

  -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사전 전문가 감수 등을 통한 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 

  - 교육 참석률 90%이상 시 상위단계 과정 수강자격 및 수료증 부여 

  - 서울시 인권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강사에 한하여 전문가 시연평가 실시

사후관리 : 보수과정, 강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 강사활동 기회 부여

  - 양성과정 강사 간 강의안 개발 등 관련 연구모임 활동 지원 

  - 전문가 시연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서울시 인권강사 활동 기회부여

  ․ 최초 보조강사 위주 활동, 향후 보수과정 이수 및 강의활동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주강사 

활동기회 제공

 소요예산 : 328,300천원

  ○ 서울인권 아카데미 운영(Ⅰ/Ⅱ) : 204,000천원
  ○ 중장기계획 수립 :  40,000천원
  ○ 인권교육지원(강사양성, 모니터링 등) :  84,300천원
    - 강사 양성과정  : 45,000천원 
    - 교육 모니터링  : 20,000천원
    - 기타 운영비    : 19,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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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학술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
      - 부제 : 인권실천을 위한 정책 발전 과제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체계

  ○ 연구내용
서울시 인권제도 정비

     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개정방향 연구
     ②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평가 및 역할 정립
     ③ 서울시 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2013~2017) 추진사항 평가
     ④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법 연구
     ⑤ 서울시 인권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인권정책 추진전략 수립

     ①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 비전 수립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비전(제도, 규범, 정책) 수립
        ‣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도입방안 연구
          ※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불공정한 세상과 사회로부터의 안전, 일자리와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지속불가능한 삶과 사회로부터의 안전, 비정상적인 사회로부터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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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운영에 관한 인권분야 실천과제 연구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제1차 기본계획('13~'17) : 서울시 행정에 인권관점 반영('13. 7.10 발표)

     ② 시민 삶의 분야별 생활밀착형 인권정책 발굴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야별 인권정책 방향 제시
       - 서울시에서 추진과 실천이 가능한 분야별․대상별 인권정책 발굴 및 프로세스 연구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인권비전 수립 연구(2015)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2)

연구목적
수준 높은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의 미래 비전 
및 시기별 정책방향 제시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13~ ’17) 
기본계획 수립

적용기간 20~30년 5년
추진주체 서울시,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 서울시

연구내용

-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별 추진 목표 설정
- 시민 삶의 분야별․대상별 신규 인권정책 발굴
- 서울시, 시 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에서 추진해 나갈 인권정책의 방향성 제시
- 기존 인권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 제시
- ‘인권도시 서울’ 홍보방안 설계

- 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에 인권관점 반영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방안 설계

     ① 인권정책 대 시민 홍보전략 제시
       - 도시 인프라를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전략 수립
     ② ‘인권도시 서울’의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 설계
       - ‘인권도시 서울’로 정착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설계
       - 효과적인 국내․외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향후계획

  ○ T/F 구성․운영 : '15. 4월 ~ 용역 준공
  ○ 학술용역 발주 : '15. 6월
  ○ 학술용역 시행 : '15. 7 〜  '16. 4월(예정)
  ○ 학술용역 중간보고 : '15.12월(인권주간)
     - 참석대상 : 시장단, 각 실․본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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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계획성격 : 시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 계획기간 : 2013 ~ 2017 (5개년 중기계획)
◈ 정책목표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구성체계 : 5대 정책목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방향

  ○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여부 모니터링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기본계획 세부 과제별 직원 전담제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및 ’16년도 시행계획 반영
 추진내용

  ○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인권담당관 직원 모티터링 전담제 시행
     - 73개 세부과제에 대해 직원(10명)당 7.3개 과제 모니터링 실시
     - ’15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진행상황(’15.3.27. 현재)
       ‣ 73개 과제 중 65개 과제 수합
       ‣ ’15년도 기본계획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계획 예산 확보 예산 예산 확보율

총     계 1,667,452 1,542,657 92.5%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358,930 394,394 109.9%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1,291,593 1,141,786 88.4%
인권가치 문화확산 11,495 2,307 20.1%
인권제도 기반구축 5,350 3,958 73.9%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84 212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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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추진 방법
기본계획

추진실적 제출 ➡
추진내용 
분석․평가 ➡

분석결과 
보고․자문 ➡

자문결과
정리 ➡

자문결과 
부서통보․반영

실․본부․국
→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사업추진 부서

 추진일정

  ○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인권위원회 자문 : ’15. 4. 3
  ○ ’15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시행 : ’15. 5월
  ○ 인권담당관 직원별 지정 과제 모니터링 실시 : ’15. 5 ~ 7월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15. 8월
  ○ 모니터링 결과 인권위원회 자문 : ’15. 9월
  ○ 기본계획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 ’15. 9 ~12월 중
     - 9월 정책박람회 또는 12월 인권주간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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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안)

 제안내용

  ○ 배경
    - 서울시인권위는 지난 2월 25일 자체 워크샵을 갖고 기왕의 <서울시 인권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여>에서 <지역인권기구와의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전국적 
인권역량 증진에 기여>로 그 활동의 중심을 옮기기로 함(구심력->원심력). 
이에 따라 지역인권기구 간 정보의 교환을 통한 경험의 공유와 공동사업 모색 
등을 꾀하기로 함. 이는 지역에서 인권규범과 인권제도가 확대일로에 있는 최
근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화하고자 하는 것임.

  ○ 경과
    - 우선 충남도민인권증진위와 협력체계를 모색하면서 1.각 위원회 활동경과보고 

및 상호 관심 사항 토론 2. 정보의 교환과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MOU체결
  ○ 성과
    - 안으로는 지역인권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밖으로는 해당 지자체(단체장)에서 인권기구의 존재감과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함. 내용 대비 다소 형식적이고 이벤트성 행사로 그친 
아쉬움은 있으나, 첫 시도인 만큼 형식자체만으로도 지역인권기구 역량증진에 
기여하였음. 

  ○ 과제
    - 지역인권기구 간 연대와 협력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와 강원

도 인권위와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노력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필요
  ○ 추진방향
    1. 지역인권기구의 장을 중심으로 한 ‘(가칭)지자체인권위원장협의회’를 구성
    2. ‘(가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와 같은 지역인권기구 협의체를 구성 
    3. 광역단위 또는 기초단체 인권기구를 망라
  ○ 공동사업(예시)
    - 전국 지자체인권기구 토론회 개최(연례), MOU체결, 국내외/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성명 등 입장표명
  ○ 기대효과
    - 지자체 행정청과 인권기구 관계정립 공동모색, 지자체인권기구 간 연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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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지역 인권기구역량 증진에 기여, 인권행정 및 인권도시 유인효과, 인권
의 주류화에 기여

  ○ 당면과제
    - 서울시인권위가 광주광역시인권위에 <예시>와 같은 협력사업을 2015. 5월 개

최예정인 광주인권도시포럼에서 제안
<사업예시>

1. 2015. 6월 중 광주 또는 서울에서(공동주최로 하되 주관 기관이 어딘지에 따라 장소 결정)
2. 서울시인권위와 광주광역시인권위 간의 MOU체결

3. ‘(가칭)지자체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모색’ 공동 토론회 개최 

4. 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2015년 7월 중 서울- 광주-충남인권위 위원장 3자 회동, 여타 
지자체 위원장(강원도,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수원시, 세종시 등 필요시 

추가확대)에게 세 위원회 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칭)지자체인권위원장 협의회’구성 제안서 발송, 
2015년 8월말 경 지자체위원장단 회동, 협의회 구성

5. 협의회 발족기념 토론회 개최, 토론회 행사 종료직후 선언문 채택

6. 토론회 주제는 ‘(가칭)지자체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모색’, 선언문은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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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안)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일정 계획

  ○ 토론회는 4번의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 뒤 이를 종합해 발표하고자 함 
  ○ 세미나 주제 및 일정
    ① 5월 18일 : 무엇이 혐오표현인가?
    ② 6월 15일 : 혐오표현의 실태 및 문제점
    ③ 7월 20일 : 외국의 경우는? 유럽인권협약, 자유권 규약 등
    ④ 8월 17일 :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모색
    ⑤ 토 론 회 : 9월 중하순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참석자

  ○ 박찬운, 오동석, 이승원, 김영옥 교수, 이주영 박사
  ○ 정연순, 류민희, 김원규, 염형국, 한가람 변호사
  ○ 정욜, 몽, 나영, 정혜실 활동가
  ○ 문경란, 김형완, 백미순, 박김영희, 장서연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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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1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05.08.(금) 13:30 ~ 17:0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기획 상황실 (6층)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강남식·김영남·김형완·백미순·양혜우·이남신·이성훈·
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안  건

보
고
안
건

1. 15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15-1임-1)

2.「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 보고 (2015-1임-2)

3.「미등록 이주아동」학술연구용역 결과 요약 보고 (2015-1임-3)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사항 보고 (2015-1임-4)

5. 서울시 인권위 활동결과 보고서 절차 관련 보고 (2015-1임-5)

심
의
안
건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2015-1임-6)
7.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1임-7)

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2015-1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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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15-1임-1)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과 인권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지원사업
을 공모하였다. 총 37건의 공모 사업 중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사업과 단체 지원을 결정
하였다. 서울시 지정분야인 건강권증진사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사업이, 나머지 자유
제안분야에는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야학 지원 등의 사
업이 선정되었는데, 5개 사업에 총 118,278 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별첨자료:

첨부1.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현황

❊ 위원회 의견

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 보고 (2015-1임-2)

서울시가 ‘2014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프로젝트로서, 사단
법인 녹색교통운동이 ‘보행권은 인권’이라는 기치 아래 보행자의 접근권, 도로 보행권 등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의 향
후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보행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에 전달되었다.

별첨자료:

첨부2. 「신촌 연세로」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 보고

❊ 위원회 의견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보행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유관 부
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기 회의에서 관련
부서의 보행권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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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등록 이주아동」학술연구용역 결과 요약 보고 (2015-1임-3)

현행 다문화정책 및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 보장
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별첨자료:

첨부3.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학술연구용역 요약 보고서

❊ 위원회 의견

실태조사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인권담당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사항 보고 (2015-1임-4)

서울시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의 구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교육 소위원회의 자문결과가 보고되었다.

별첨자료:

첨부4.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 사항 보고

❊ 위원회 의견

2014년 실시한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의 토대위에 인권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2014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5. 서울시 인권위 활동결과 보고서 절차 관련 보고 (2015-1임-5)

인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서울시 간행물 발간절차를 공유하고, 보
고서발간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자문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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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개발
정량적
평  가

핵심과제
선    정

정성적
평  가

평가결과
보    고

- 발간절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자문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간행물 제작 

및발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 서울시 선관위 자문결과: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의1)

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발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배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즉 
업무 관련 유관기관(대학 인권센터,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별로 1~2권 정도
만 배포 가능하며 위원 개인을 제외한 여타 개인에게는 배포가 불가능하다.

6.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2015-1임-6)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73개는 정량적 평가, 핵심과제 2~3개
는 정성적 평가로 진행하며, 모니터링의 결과는 향후 보고회 발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
하여 201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추진과정

- 평가내용  
구 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대 상
-기본계획 73개
  세부과제

- 핵심과제 2~3개
  ※ 정량적 평가 결과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과제 선정

내 용
(지표)

- 예산확보
- 사업의 지속성
- 목표 달성도 등

과제 추진 과정 및 성과(시민의 삶 개선) 평가
  ※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할 경우 컨설팅 병행

방 법
지표에 의한 
평가

- 과제별 인권담당관 직원 지정, 추진부서와 함께 평가
  ※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할 경우 과제별 전담 직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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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정성적 평가는 평가지표와 방법이 중요하므로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계획의 보고를 요청
한다.

7.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5-1임-7)

2015년 3월 19일 체결한 서울시·충남 인권위원회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시장과의 오찬 간
담회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장 방문도 실시하도록 한다.
m 일    시 : ’15. 5월 중 ※ 충남 인권위원 및 시장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m 내    용 : 인권위원회 간 인권행정발전논의 및 현장 방문 
m 일    정

일    시 내    용 비    고

11:30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 마중 서울시청 

11:30~13:00  서울 시장 오찬 간담회
-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 협력 방안  

간담회장(8층)

13:00~14:30
 서울시·충남 인권위원회 토론회
-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방향 발표  
- 서울시 및 충남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협력 방안 토론 

간담회장(8층)

14:30~15:00  서울혁신파크 이동 은평구 녹번동

15:00~18:00  서울혁신파크 현장방문

18:00~19:00  저녁 식사 

19:30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 배웅

❊ 위원회 의견

광주, 충남,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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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2015-1임-8)

2014년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 중 조례 우선 일제정비가 추진되었다. 이 일환으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6건에 대한 정비가 권고 되었다. 
각 권고사항에 대한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정비조문 정비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목적조항에 약칭사용
부적절

수용
(개정안: 해당 부분 삭제,
다음 조항부터 약칭 사용)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⑤ 시장은 (...)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성격 
(심의·자문기구)에 
맞지 않음

불수용
(현행조문 유지)

제15조(구성) ② 위원은 (...) 시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시의회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님

수용
(개정안: 시의회 의장 추천

⇒ 시의회 추천)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 
반영

수용
(개정안: 지방계약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

헌법상 기본권 관련 
조항 제한 시 법률 
근거 필요

검토증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헌법상 기본권 관련 
조항 제한 시 법률 
근거 필요

검토중

별첨자료

첨부6.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첨부7.「9.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안건 중 “시민인권보호관 응시자격, 신분 및 복무” 

조문 관련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 담당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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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인권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2항 시민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의 검토와 관련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직무의

독립성,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동조항의 제정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파리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격, 조례상의 서울

특별시 인권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한다.

현행 위원회 개정안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

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

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

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

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

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

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9조의 시민인권보호관의 면직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첨자료:

첨부8.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시민인권보호관 관련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의견 

첨부9.“시민인권보호관 응시자격, 신분 및 복무” 조문 관련 홍성수 위원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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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첨부 1]

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현황

❍ 심사위원 : 사업선정위원회 위원 6명 (분야별 전문가 5명, 시의원 1명)
❍ 심사안건 : 공모접수 39건 중 심사대상 37건
       ※ 심사대상 제외 2건 : 심사적격성 검토(서류검토) 결과 부적격단체 2건

 심사방법

❍ 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심사(채점 방식) 실시
❍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회 심사
    - 서면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 사업별 예산조정 여부 검토

 총 지원금액 118,278천원 (지정 23,300천원, 자유 94,978천원)
○ 市 지정분야 : 총 1 건,  23,300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권 

개선을 위한 위기상황 지원

 ○ 의료취약계층 의료이용 모니터링 

 ○ 취약그룹 당사자 심층면접

 ○ 찾아가는 환자권리 캠페인

 ○ 환자권리 신문제작

 ○ 환자권리침해 상담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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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제안분야 : 총 6 건,  94,978 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사)노들
장애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 

“인권아 학교가자”
 ○ 장애인권강사 파견

 ○ 강사양성교육

2 (사)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

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

 ○ 학부모 인권기본교육

 ○ 학부모대상 인권강사 양성

3 (사)청소년교육전략21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 아동인권교육

 ○ 학부모 인권교육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권교육

4 홈리스행동
내 생애 두 번째 학교

 -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저녁을 만들고 

먹는 자리

 ○ 기초학문, 문화·취미, 반(反)빈곤·인권 

교육

 ○ 재충전과 서로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

 ○ 빈곤과 홈리스 관련 현안과 제도에 

대한 강의, 토론

5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TV프로그램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드라마, 오락(토크쇼 위주),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 개최

6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영화 쏙! 인권 쑥! 차별 싹!

 ○ 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 장애인권, 
여성인권 관련 영화 상영, 강의 및 

토론 진행

 ○ 인권영화와 함께 하는 워크숍

 ○ 인권부스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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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신촌 연세로 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 보고

 사업개요

  ❍ 수행단체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사 업 명 : 보행권은 인권「보행권 회복 프로젝트-신촌 연세로」

     ※ 2014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정분야
  ❍ 기    간 : ‘14.7.2.~12.10.
  ❍ 목    적
    - 신촌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의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모두

가 걷기 편한 가로로 개선함으로서 보행권 회복의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화
  ❍ 사업예산 : 2천만원

 실태조사결과

<건물 접근권>
  ❍ 조사 내용
    - 연세로 주변 96개 건물에 대해 출입매개시설(계단, 경사로), 출입문 형태, 층간

이동수단 등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의 건물 접근권 조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사대상 대부분이 경사로, 출입 유도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한 것으로 조사된바
    - 경사로의 경사율에 대한 법적기준을 단기적으로 완화해 경사로 설치를 유도, 

대형 건물에는 출입유도 점자블록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보해야함
<도로 보행권>
  ❍ 조사 내용
    - 점자블록, 보행지장물, 볼라드, 보도폭, 보도평탄성 등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보행권 관련 조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이 다수이며, 맨홀과 빗물받이, 간판과 적치물,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권 확보가 어려운 곳이 다수임
    - 점자블록 정비, 보행 지장물 철거 등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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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 조사 내용
    -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버스승강장 안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승강장 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승하차가 어려움
    - 버스카드 단말기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시각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음
    - 버스승강장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립, 카드단말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보행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우리시 교통정책과와 서대문구에 발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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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 -

학술연구용역 요약 보고서

 연구 개요

  m 연구 목적
    - 현 다문화정책·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 파악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 도출 및 지방자

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 제안
  m 연구 방법 및 대상
    - 문헌연구 : 국가인권위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 논문, 관련단체 자료
    -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 전문가 및 현장방문 활동가 각 16인
    - 면접조사 : 총 54명 (미등록 이주아동 학생 20명, 부모 34명)
      ※ 심층면접 : 미등록 이주아동, 학부모, 외국인학교 교사 등 13인

    - 전문가 의견조사 : 연구소,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25인
  m 용역수행 기관 : (재)청소년희망재단
    - 이완수(책임연구원) 외 3인
  m 연구 기간 : 8개월 (’14.6.24. ~ ’15.2.25.)

 주요 내용

  m 보 육 권
    - 보육권의 보장은 교육권과 건강권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
    -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보육정책 부재로 보육료 지원은 되지 않고 있으며, 보

육기관 진입 기회도 제한적임
    - 보육기관 내 또래, 교사의 차별과 편견 경험
    - 적절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성 발달과 지적능력 향상에 문제가 생

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
  m 교 육 권
    - 법무부「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 지침」에 의해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있는 상태임
    - 체류신분보장문제로 인한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이 힘들며 언

제든지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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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부족 및 각종 교육복지에서 제외됨
    - 언어능력, 부적응, 정체성 혼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학습동기가 높지 

않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비 부담 등으로 중도 이탈 비율이 높음
  m 건 강 권
    - 임신한 미등록 이주여성의 열악한 취업환경은 태아의 안전 및 모성보호를 보장

하지 못함
    - 필수 예방접종 무료 지원 등에 관한 홍보 부족, 한국어 능력 미흡으로 인한 의

료관련 정보 무지가 자녀의 질병 치료에 장애가 되기도 함
    - 그러나 근본적인 어려움은 건강보험 가입 불가로 인한 높은 진료비 부담임
    -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정책 제언

  m 보 육 권
    - 현행 보육제도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며 단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 지역아동센터 이용·프로그램 참여 제고(절차 간소화, 인식 개선 노력)
    -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개방
  m 교 육 권
    - 미등록 이주아동의 진로교육기회 제공 및 상담 활성화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욕구 충족 및 사회관계 형성 지원
    - 학교장의 보증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증 발급방안 모색
  m 건 강 권
    - 의약품 뱅크 설립 등을 통한 약품 기부·약값 지원
    - 모든 아동에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무상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등록·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m 기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방안
    - 인권교육 및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용 가능한 보육, 교육, 의료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센터 건립 운영 등의 간접비 예산보다는 직접비 지원을 통해 실효성 확보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시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및 등록시스템 구비

 향후 계획

 m 인권담당관 : ’16년도 인권단체 지원사업(지정분야) 공모를 통해 지원
 m 관련 부서 :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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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 사항 보고

 그간 추진경위

  ❍ ‘15. 2월~4월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4회 개최
  ❍ ‘15. 4. 7.~4.13. : 인권교육 계획안 서울시 인권위 교육소위 검토
  ❍ ‘15. 4. 9.   :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수립(정무부시장 방침)
  ❍ ‘15. 4.17.   : 인권교육 용역 입찰공고(서울 인권아카데미Ⅰ,Ⅱ과정)
  ❍ ‘15. 4.22.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수립 자문회의 개최
  ❍ ‘15. 5. 6.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학술용역 입찰공고
 교육소위 검토내용 요약

  ❍ (우수사례 공모전) 공모 주제 선정 등 세부적인 계획 조기 수립이 필요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 필요

    ⇒ 우수사례 공모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강사구성) 강사풀 공유요청하며, 강사진 구성은 인권위와 논의 후 확정
    ⇒ 용역업체 선정 후 인권위 자문을 거쳐 강사 구성할 계획임
  ❍ (프로그램구성 및 운영) 기관별 특정분야 강사 확보 및 강의 구성이 필요하며, 아

카데미 1과정은 강의 2~3회에 조기 모니터링 필요
       ※ 예시) 서울의료원 - 의료와 인권, 시립교향악단 - 클래식과 인권
    ⇒ 용역업체 선정 후 기관특성에 맞는 강사 및 프로그램 구성할 계획임 
  ❍ (강사양성) 기존 강사에 대한 심화교육 필요, 공무원 대상으로 강사양성과정 운영 

필요
    ⇒ 강사양성과정 추진 시 검토의견 반영할 예정임
  ❍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비추진 사항
    ⇒ 2015년 서울 인권아카데미 집합교육 참가자만 인권교육 이수로 인정하겠음
  ❍ (중장기계획) 연구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수행기관 추천 필요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자문회의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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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및 장소  2015.4.22.(수),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자문위원
 서울대 인권센터 이주영 전문위원,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정숙 상임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박민경, 김민아 주무관

논의사항

 - (과제의 명확화) 기존 교육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인권관련 기구 육성, 교육대상 및 내용 확장 등을 
포함할 것인지 용역과제 명확화 필요

 - (용역 기간) 용역기간 연장(4개월→6개월) 필요

 - (자문단 구성) 대학 인권센터, 인권강사 등으로 자문단 구성하여 용역수행기관 
선정부터 결과물까지 검증 필요

 - (수행기관 교육) 선정된 용역수행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인다면 올바른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용역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임

향후계획
 -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단계에 자문회의 추가 

개최를 통한 과업의 올바른 방향 정립
 - 자문위원단 강화 : 대학교수급 이상 1~2명 추가 구성

 향후계획

  ❍ ‘15.5.14. : 인권교육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5.5.18.~28. : 용역계약 체결
  ❍ ‘15.6. 2. : 착수보고회 개최 (※ 용역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15.6월~12월 :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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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연 번 혁신 1-1-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의견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조문에 약칭 사용하여
야 함

소관부서

부서의견 수용

사유 -
담담자명
(연락처)

연 번 혁신 1-2-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

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의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인데, 시장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구의 성격상 맞지 않음 : 제5항 삭제

소관부서

부서의견 불수용

사유

· '12.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별지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에 동일문구 포함

항목 표  준  안 의      미

기본계획
 수립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
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
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및 평가를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
획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
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광주 등 타·시도 인권조례도 표준안과 동일하게 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담담자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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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혁신 1-5-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15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
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정비의견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므로, 시장
의 인사권에 시의회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규정 변경 

소관부서

부서의견 수용

사유 -
담담자명
(연락처)

연 번 혁신 1-6-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정비의견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임기제공무원"
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 
→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

소관부서

부서의견 수용

사유 -
담담자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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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혁신 1-6-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정비의견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임기제공무원"
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 
→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

소관부서

부서의견 수용

사유 -
담담자명
(연락처)

연 번 혁신 1-7-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
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정비의견

공무원의 임용, 면직, 겸직 금지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헌법상 직업선
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야 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관련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소관부서

부서의견 -

사유 -

담담자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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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채용에 관한 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14. 9. 23.)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13. 12. 12. 폐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
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

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

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

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

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

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

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 이상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

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

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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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혁신 1-8-1
소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조문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

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정비의견

공무원의 임용, 면직, 겸직 금지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헌법상 직업선택
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조례
로 관련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소관부서

부서의견 -
사유 -

담담자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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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면직에 관한 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지방공무원법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13.12.12. 폐지)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
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
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
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
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
고·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
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
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
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
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
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
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
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
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
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
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
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
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
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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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9.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안건 중

“시민인권보호관 응시자격, 신분 및 복무” 조문 관련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 담당부서 검토의견

2015. 5. 8.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

목    차

             

1. 법무담당관 정비의견

2. 인권담당관 검토의견

3. 시민인권보호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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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담당관 정비의견

정비조문 정비의견 (법무담당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

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

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공무원의 임용, 면직, 겸직 금지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

련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지방공무원

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이

를 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관련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부적

절함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

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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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담당관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 법령체계 
    - 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지방공무원법(법률):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칙과 수험자격 위임 규정
     ·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

항에도 불구하고 (...)
     ·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

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응시자격으로 임용예정 계급

에 따라 요구학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무원 경력의 기간을 달리 규정
<5급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1.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

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

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 제117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판

시(91헌마25, 2001헌라1)하고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06년 부산광역시)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

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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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에도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와 
같이 공고 및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 공무담임권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 그 제한은 법률에 의
하여만 가능하여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음

  ○ 검토의견
    -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 위임이 있을 때에만 합당

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서 그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을 이와 달리 보다 한정적으

로 규정함으로써, ‘인권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 경력자’, ‘대학
재직 이외 형태의 실무경력자’ 및 ‘인권관련 민간단체나 법인의 추천을 받지 아
니한 인권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등의 응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1호) 보호관의 임용대상 직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간제시 없이 “4급 경력” 
요구

     · 2호) 인권분야 전문지식 보유 기준(학위 등) 없이, 임의로 “대학재직 경력” 요구
     · 3호) 인권분야 전문지식 보유 기준(학위 등) 없이, “인권관련 민간단체나 법인 

추천” 요구
    - 법제처의 자치법규 필수 정비기준인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신분 및 복무 관련

  ○ 법령체계  
    -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 지방공무원법(법률): 임용권자(지자체장), 인사위원회 기능(임용시험 실시, 징계 

의결 등), 복무 관련 의무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제60조(신분보장)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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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보직
관리, 약정해지 등을 규정

  ○ 검토의견
    -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권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 및 

복무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로 이
를 달리 정할 수 없음

    - 특히,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주로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문에 사용되는 조항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총 5년
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는 기존법령의 
내용과 배치됨

    - 법제처의 자치법규 필수 정비기준인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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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인권보호관 검토의견

현행 시민인권보호관 검토의견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

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

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불수용

(「지방공무원법」제27조②항 

및 이를 근거로 한  「서울시 

인사규칙」제12조④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응시자격 따로 정

하여 시험 실시할 수 있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

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불수용

(본 조항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직

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임.) 

※개정의견

각종 신분보장 조항에 ‘면직’, ‘해
촉’(「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행

정심판법」,「서울시학생인권기

본조례」등) 등 여러 용어가 단

독 혹은 함께 사용되고 있어 적

정 용어 선택 위한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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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시민인권보호관 관련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의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1. 검토 대상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2. 개정의 전제

○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창설된 제도이므로 서울
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 등(이하 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주된 업무
임. 이러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 특성 상 시로부터 독립성 확보는 이 제도의 필
수적 전제이자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임.

○ 제정 당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인권기본조례(이하 조례)의 시민인권보호관 관
련 조항은 이러한 전제하에 마련된 것으로, 당시 법제와의 충돌을 피하되 제도취지
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기준을 설정한 것임. 즉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최대한의 전문성과 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를 설
정한 조례 제18조와 신분보장을 명문화한 제19조 등은 그러한 결과임. 

○ 조례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은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시민인권보호관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인권보
호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한편, 시민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기구와 같이 국내적 인권보장기구의 하나로 설치
되었으며 서울시인권위원회와 함께 서울시민의 인권보장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유엔의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실 199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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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구가 구성원의 독립수준에 따라 독립성이 결정되므로 인권기구의 구성원
에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77, 46쪽)고 명시한 바 있음.

  - 또한 인권기구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이고 확실한 법적 근
거를 부여 받아야 하며(#70, 44쪽), 실효성 있는 인권기구들은 절차규정을 자체
적으로 결정하고 해당규정들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71, 
44쪽)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따라서 조례 개정은 이러한 유엔의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제가 운
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3. 개정안 제안

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제2항
① 제2항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공무원 범주 해당 명칭 개정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개정 필요가 인정됨
② 제2항 각호의 시민인권보호관 자격요건 개정
○ 현행의 시민인권보호관 자격요건은 조례 제정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었음. 

○ 인권옴브즈만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권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
가의 방법으로써 적어도 4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대학 재직 경력이 있거나 인
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 등을 받은 자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
던 것임.

○ 제1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 조례 제정 이후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직급은 당초 계획과 달리 4급이 아닌 5급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 위상과 권위를 고려하여 
실제로는 직급을 명시하지 않고 4급 담당관 회의 참석 등의 방법으로 4급에 준
하는 역할을 부여해 왔음. 향후 시민인권보호관 적정 직급 부여는 서울시가 확
보해야할 과제임. 

   - 이에 시민인권보호관 임용직급은 실제 4급 상당이나 그 이상의 직급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조례에 인권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자격요건으로 조례에 5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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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급에서의 일정 경력을 명시할 경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생기므로 그러한 내용을 세밀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음. 인
권분야 정부기관에서의 근무경험만을 명시하고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직급에 따
라 채용 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임.

   - 또한 시민인권보호관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외에 인권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의 경력도 적극 인정할 필요
가 있음.

○ 제2호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관련
하여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을 요구할 경우 
대학 재직자 이외에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자를  배제하게 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3호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
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과 관련하여

  - 인권전문성과 인권분야 경험이 있는 자 중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민사회의 추천을 인정해주는 현행조항을 유지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 직무의 독립성,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동조항의 
제정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파리원칙,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 자격, 조례상의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
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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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원회 개정안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8조(설치)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

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

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 조례 제19조 제1항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를 명시한 것임. 시민인권보호관 연임의 경우 임기제 지방공무원의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하면 될 것으로 이 조항이 상위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조례 제19조 제3항은 면직과 관련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직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분보장이나 면직과 관련된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것임. 다만, 조례의 이 조항에서 시
민인권보호관의 면직규정을 특별히 명시한 것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역할 수
행을 위해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없다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
기 위한 것임.

○ 유엔 ‘국가인권기구-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
서’(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실 1994)는 
인권기구의 설립 근거규범에 임명방법, 임명기준, 임기, 연임여부, 해임권자 및 해
임사유, 특권과 면책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함을(#78,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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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한 바 있으며, 특히 해임권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80, 47쪽)는 점도 제시한 바 있음.

○ 현행의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예산이 
감소된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2호),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고 인정될 때(제3호),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
하였을 때(제4호), ▴ 제65조의3제3항1)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제5호), ▴해당 직
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
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제6호)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볼 때 조례의 본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세부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4. 결론

○ 시민인권보호관은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다시 이례적인 직위로서 조례 제정 시 
기존의 공무원 위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직위를 상정했으나 현행법과 기존 관행과
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인사 관련 규정을 갖추게 된 것임. 

○ 이런 점에서 기존의 인사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
으며 서울시가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해 조례제정 
취지를 고려한 정합적인 해석을 해나가야 할 것임. 

1)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

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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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시민인권보호관 응시자격, 신분 및 복무” 

조문 관련 홍성수 위원 검토의견

홍성수 (서울시 인권위원,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1.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 공무담임권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
고 평등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기본조례의 시민인권보호관 자격요건의 경우에
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현재의 시민인권보호관 응시자격 조항은, 외견상 단순히 형식적으로 본다면 위임범
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취지를 고려해보서 종합적
으로 해석한다면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시민인권보호관의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직위입니다 (인권기본조례 제
19조 제2항 참조: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따라
서 단순히 기존 공무원 위계에 따라 직급을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점을 인권기본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상위법령보다 한정적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보
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이라는 요
건은 공무원으로 그 정도의 직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한 보호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조항과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
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법무담당관 의견에 따르면, ‘인권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 경
력자’, ‘대학재직 이외 형태의 실무경력자’ 및 ‘인권관련 민간단체나 법인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인권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등의 응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재직 경력” 등을 정한 것은 
하나의 예시사항에 불과하며, 인권 관련 단체의 추천 등에 의해 얼마든지 그에 필
적하는 전문지식/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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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위임범위를 벗
어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요컨대, 시민인권보호관의 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쪽
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나 오해의 여
지가 있는 부분을 다소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2호의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대학 재직’ 등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나 경험이 있고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바꾸
는 것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지방공무원 신분 및 복무 관련

- 인권기본조례의 시민인권보호관 관련 조항은 위에서 말한 보호관 직위/업무의 특수
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반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상위법령과 ‘다르다’는 것에만 주목할게 아니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지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합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
당하다고 봅니다.

- 법무담당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임기 조항이 “주로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
문에 사용되는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민인권보호관의 직위/업무 성격
이 마치 외부위원 위촉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 “임기 2년, 연임 가능” 규정은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선순
환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2
년 임기가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다만, ‘면직’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서 그 직
무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굳이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삭제
되어야 한다면 모를까,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3. 종합 의견

- 시민인권보호관은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다시 이례적인 직위입니다. 그 입법취지
는 기존의 공무원 위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직위를 상정했으나, 현행법과 기존 관행
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인사 관련 규정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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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의 인사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 정합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실
현하기 위해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하
고 또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령해석이나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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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2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06.03.(수) 14:00 ~ 17:2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강남식·김경자·김형완·김영남·백미순·

양혜우·이남신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보도환경개선과

안  건

보
고
안
건

1.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2015-2임-1)

2. 2015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15-2임-2)

3.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015-2임-3)

4.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5-2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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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보행자전거과, 
보도환경개선과 배석 (2015-2임-1)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증진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민관합동 T/F가 구성되었다.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제안사항을 접수(25건)함과 동시에 19명으
로 구성된 T/F 간담회에서 총 10회에 걸쳐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유형별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와 T/F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다양한 장애유형별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추가로 위촉하여 T/F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첨부1. 장애인 이동군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보고

첨부2.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사업목록

❊ 위원회 의견

장애인 이동권확보 및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연세로 보행권 실태조
사’ 결과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

2. 2015년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15-2임-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이행(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
21조에 의거)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행해진 총 20건의 시
정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다.

- 시정권고 된 인권침해유형과 이행현황
구분
(20)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등 (8)
차별시정(7)

개인정보
보호 (4)

양심의 
자유보장성희롱(5) 폭언 등 괴롭힘(3)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장기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14 6 3 2 3 - 5 3 3 1 1 -

별첨자료:

첨부3. 15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보고

첨부4. 인권센터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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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차기 회의에 권고내용을 이행하는 해당부서의 진행사항이 보고되기를 요청하며 권고 
내용과 이행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3.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2015-2임-3)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행정 실
현’이라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 2014년의 인권교육은 총론을 비롯하여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분야 등 각론과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인
권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이끌어내기에 미흡하고, 교육내용이 중복되며, 수동적인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중점그룹의 공무원을 대상
으로 소통ˑ참여형 통합인권교육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행정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 위원회 의견

일정한 수준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강사진에 대한 점검과 강의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인권교육 시행 이전에 용역업체의 표준 강의안 시
연과 평가가 필요하며 강사양성과정과 인권교육모니터링 방안의 보고도 요청한다.

별첨자료:

첨부5.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

4.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5-2임-4)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교
육 중장기계획」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연구내용은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현황 실태조사, 서울시 인권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전략 창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별첨자료:

첨부6.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서

F위원회의 기타 요청사항

- 차기 회의 시 ‘인권보고서 발간계획’과 ‘비전 T/F 구성(안)’을 보고해주기 바란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2차 임시회

- 579 -

 별 첨 자 료 ˑ
[첨부 1]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추진배경

  m 서울시 장애인 현황(’13.12월 기준)
    - 서울시 전체인구의 약 3.9%(403,435명)에 해당
      ▸ 장애유형별로 지체(50.6%), 뇌병변(11.0%), 시각(10.7%), 청각(10.3%) 순
  m 장애인 이동권 실태
    -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요구 증가
      ▸ 전체 장애인의 84.5%가 도보 및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주교통수단으로 이용
    - 이동교통수단 및 시설의 한계
      ▸ 저상버스 도입률 및 운행대수는 전국 최고수준이나, 도로구조상 미운행 노선 

존재(도입률 36.5%)
      ▸ 총 302개 지하철 역사 중 24개 역사는 구조적인 문제로 엘리베이터 미설치
    - 서비스 질과 안전대책 미흡
      ▸ 지나치게 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 지하철 안내요원 호출 후 장시간 대

기 등 낮은 서비스수준으로 인한 민원 지속 제기
      ▸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승강장과 열차사이 발빠짐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질적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필요

 그간의 추진경위

  m ’14. 12. 30 :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청 관련 장애인단체 시장 면담
    - 단 체 명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민모임 (김광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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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사항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100% 도입 등
  m ’15. 1. 29 : 민관 합동 T/F 구성(총 19명)
    - 위원장 : 장애인 명예부시장, 도시교통본부장
    - 위  원 : 장애인대표(4), 외부전문가(3), 시의원(3), 투자출연기관(3), 시(4)
  m ’15. 2. 4 ~ 12 : 장애인 제안사항 접수(25건) 및 소관부서별 검토
  m ’15. 2. 13 ~ 4. 13 : 민관 합동 T/F 회의 및 간담회 개최(총 10회)
    -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논의
      ▸ 이동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 이동편의시설 : 보도, 횡단보도, 볼라드 등
  m ’15. 4. 6 : 장애인단체 초청토론회 개최(15개 단체, 약 60명 참석)
    -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안) 설명,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7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T/F’ 구성 후 간담회 4회, T/F 회의 6회, 장애인단체 초청토론회 1회 실시

 추진상 문제점

  m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들의 수요 파악과 우선순위 결정 곤란
    - 지체․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시의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 T/F에 참여치 못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에도
    - T/F 구성에 대한 일부 장애인단체의 문제제기와 추가 요청사항 발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등 4개 단체에서 T/F 참여기회 미부여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

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 및 요금인하 등을 요구(’15.4.14)

 향후 추진계획

  m 민관 합동 T/F 확대 개편
    - 장애인 이동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유형별로 장애인단체 대표 추가 위촉
      ▸ 장애인 관련 업무 추진부서(복지건강본부) 추가 추천 및 기존 위원 검토
  m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고루 증진될 수 있도록 기존 논의사항 외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 실천계획 보완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실천계획 발표 : ’15.10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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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붙 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사업목록 (5개 분야, 18개 사업)

분    야 연번 사   업   내   용 추진부서

1. 지 하 철

1  全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2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3  역사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

4  전화 및 현장 안내 서비스 강화

2. 버    스

5  저상버스 100% 도입

버스정책과
6  장애인 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정류소 편의시설 개선

7  버스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8  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 개선

3. 장애인콜택시

9  장애인콜택시 증차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10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확대 운영

11  장애인콜택시 배차방법 개선

12  장애인콜택시 3주체(운영자, 이용자, 노동자) 소통 체
계 마련

4.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13  신규차량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

장  애  인
자립지원과

14  이용요금 결제방식 변경(현금 → 카드)을 위한 카드
단말기 설치

15  운영방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5. 보    도

16  장애인을 배려한 가로 시설물 개선 보도환경개선과

17  횡단보도 및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교통운영과
18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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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1́5년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 개요

     m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조사결과 통지 및 회보)
               조사대상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결과 제출해야 함

     m 대상 : ′13.1월 ~′15.3월 권고 20건
        - 시정권고 세부내역 : 별첨
※ 중점점검 대상 : 장기추진 사항 등 후속조치 보완 대상 11건

     m 방법 :  1) 문서로 후속조치 보완 제출 요청
2) 이행에 어려움 있는 부서와 지속적 협의로 이행 독려 

Ⅱ 권고 현황

     m 권고 현황(′15.3.31. 기준)

구분

  계  

성희롱·직장내 괴롭힘(8)

차별
개인정보

보호
양심의
자유침해

비고

성희롱
폭언 등 
괴롭힘

20 5 3 7 4 1

     m 권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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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완료] - 14건

       1. 전과를 이유로한 공무직 임용차별('13.2.28.)
       2.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13.6.7)
       3.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13.7.3, 4건 병합 처리)
       4.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13.8.26)
       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13.10.31, 3건 병합 

처리) 
       6. 서울지방공사의 상사에 의한 욕설 및 폭언('13.11.18)
       7. 사업소 대표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언어 폭력('13.12.2, 3건 병합 처리)
       8.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13.12.24)
       9. 서울시의 민간단체 활동가에 대한 강사료 지급 차별('14.3.17)
       10. 감사담당 공무원에 의한 징계사실 공개('14.7.29)
       11. 인강원 사건 사후대책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14.8.12.)
       12. 사업소 직원간 성희롱 등('14.10.16, 2건 병합 처리)
       13. 민원을 제기한 이유로 이동권 침해('14.11.18.)
       14.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15.3.18.)

      [이행 미완료] - 6건

       1. 65세 이상 화교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혜택 차별('13.6.28.)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급 차별

('13.12.9.)
       3.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14.11.21, 3건 병합처리)
       4.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14.12.19.)
       5.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14.12.24.)
       6. 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15.3.3.)
      ※ 권고 세부내용 : 별첨(시정권고 이행현황) 

Ⅲ 점검 결과

    점검 결과

     m 이행완료 14건, 미완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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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세부 현황
            구분

   계
완 료

미 완 료(6)
비고

추진 중 장기추진

20 14 3 3

     m 권고 유형별 이행현황

구분(20)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등 (8)

차별시정(7)
개인정보
보호 (4)

양심의자유
보장성희롱(5)

폭언 등 
괴롭힘(3)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장기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14 6 3 2 3 - 5 3 3 1 1 -

 이행 추진중인 권고 현황

     m 추진중인 과제(3)
        ①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비정규직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 '15. 6월 공청회 개최 후
             ※ 관련자 징계조치,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 조치 완료  
         ②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추진 : 비정규직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연계 추진

             ※ 피해자 유급휴가('15.2~4월) 및 심리치료 추진 중(치료비 지원 3명)
          ③ 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 : '15. 5.28

     m 장기추진 중인 과제(3)
        ① 65세 이상 화교영주권자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혜택 차별('13.6.28.)
            추진부서 : 교통정책과
            현   황 : 코레일 등 수도권 운영기관이 개선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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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요구(수도권 운영기관 회의 : ’13.7.5, 7.24)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 요청 
및 관련법령 개정요청 불수용(’13.10월, ’14.5월)

            대    책 : 수도권 운영기관 합의를 통해 공동 추진하되, 합의 곤란 시 서
울 지하철만 우선 시행 검토 중

        ② 공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 학자금 지급(’13.12.9 권고)
            관련부서 : 메트로, 인사과, 공기업담당관, 출연기관 등
            현    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시행 가능
            추진사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제도 개정건의(행자부)  

→ 불수용

        ③ 미등록 이주민 자녀 보육비 지원 차별(’14.12.24 권고)
            관련부서 : 보육담당관
            현    황 : 미등록이주아동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 가능
            대   책 : 지원대상 현황파악 후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보육비 지원 추진

Ⅳ 이행 우수사례

1. 예산반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즉시 이행 조치

  m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 추진부서 : 아동청소년담당관
   - 추진내용 
          '13.10.31 권고하여 '14년도 예산반영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시장님 지

시로 즉시 '14년 예산반영
           · 급식비380백만원, 교육비(교사인건비 등) 1,217백만원 예산편성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확대
            ('14.12.20,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 대안교육기관 지원 : 31 → 35개소
           · 급식비지원 : 공교육 무상급식비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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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과정 : 3,110원 → 3,150원, 중·고(저소득)과정 : 4,100원 → 4,170원 

           · 교사 최소인력 보장 : 기관별 1~2명 → 2명

2. 국내 최초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침마련 

  m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과
   - 추진내용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실시('15.4.)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TF 구성·운영(인권담당관 참여)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지침 및 매뉴얼 수립('15.6월 공청회 개최)

3. 투자·출연기관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혁신안 수립추진 

  m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
   - 추진부서 : 공기업담당관
   - 추진내용
          투자, 출연기간 혁신방안 시행, 공기업담당관('14.12.10.) 
           ·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언어폭력 예방대책 전파에 그치지 않고 
           · 투자·출연기관별로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추진
          ※ 주요내용 : 인권침해 신고창구 설치 운영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 징계처분 강화

반인권적 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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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현황

  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조사 현황( 1́3.1~ 1́5.3월 현재)

  m 상담·접수 : 502건
  m 조     사 : 조사대상 248건, 완료 238건, 조사중 10건
    ※ 상담종결(254건) : 자치구나 국가기관의 사무로 조례상 직무범위가 아닌 경우 

  m 세부 현황 (단위 : 건)

구  분
상담·접수
(인권센터)

조사(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계

조사중

완료

소계 각하 기각 취하
조사 중 
해결

권고

 총  계 502 248 10 238 123 42 38 5 30

2015 53 29 9 20 11 5 2 1 1

2014 277 162 1 161 97 27 25 3 9

2013 172 57 ‧ 57 15 10 11 1 20

  조사결과(238건)

  m 권고 : 30건(병합사건 10건 포함)
  m 각하, 기각, 취하 등 : 208건
     - 각하 : 123건(49.6%) 
       서울시인권기본조례 제20조(직무)에서 규정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 
     - 기각 : 42건(16.9%)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항
     - 취하 : 38건(15.3%) 
     - 조사중 해결 : 5건(2.0%) 
       신청인이 공식적인 해결보다 피신청인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해결

되기를 원하여 조사 중 시민인권보호관이 배석한 가운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사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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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접수 년도별 현황 분석

  m 상담·접수 건수는 ´13년 172건, ´14년 277건, ´15년 3월 현재 5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년도별 상담·접수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3월)
비고

건수 증감

건수 172 277 ↑105건, ↑61.0% 53

     -´13~´15년 1분기 상담·접수 현황(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비고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46 51 ↑5건, ↑10.9% 53 ↑2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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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 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방향

‘15년 인권교육 운영목표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행정 실현

     <소통‧참여형 통합인권교육 도입>

    - 장애, 아동․청소년, 여성 등 분리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한곳으로 통합
    - 강의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한 7시간의 집약적․ 효과적 교육 추진
     <인권의식의 확산과 인권행정 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의 장 구현>
    - 직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행정사례의 해결방안을 토론과제로 선정
    - 토론과정 중 수강생의 제안을 공모, 해당부서 연계를 통한 정책화 추진
  ❍ 그간 추진경위

    - ‘15. 2월~4월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4회 개최
    - ‘15. 4. 7.~4.13.: 인권교육 계획안 서울시 인권위 교육소위 검토
    - ‘15. 4. 9.      :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수립(정무부시장 방침)
    - ‘15. 4.17.      : 인권교육 용역 입찰공고(서울 인권아카데미Ⅰ,Ⅱ과정)
    - ‘15. 5.26.      : 제안서접수 (Ⅰ과정 3개, Ⅱ과정 2개 업체)
    - ‘15. 6. 2.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교육과정별 내용

<인권아카데미Ⅰ과정 – 통합인권교육>

  ❍ 교육 추진방향

    - 인권총론,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분야 등 인권의 전 분야를 포함한 유기적 
통합교육 진행으로 교육효과를 증대

    - 강의식 위주의 교육과 토론, 토크콘서트 등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식 
교육을 병행

    - 수강생의 업무를 중심으로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접근하여 교육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의 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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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5. 7월 ~ 12월
    -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인재홀
    -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 5급이하 본청 중점부서 1,615명
    - 교육방법 : 1일 7시간 / 10회 진행
    - 프로그램 구성방안

구 분 기본 교육 내용 시 간 교 육 방 법

총   론

•서울시 인권행정 바로알기
  - 인권의 개념, 서울시 인권행정체계
  - 인권침해 시 대처, 구제절차 등 

1 강의, 사례소개 등

•사례를 통해서 본 인권행정
  - 인권관련 행정사례 미션전달
  - 각 분임별 토론 및 발표 

2 강의, 분임별 토론

각   론

•인권영화 상영, 토크콘서트 및 게임진행
  - 인권관련 행정사례 미션전달
  - 각 분임별 토론 및 발표 

2 영화상영, 토크콘서트
게임진행

•인권이 숨 쉬는 직장, 가정만들기
  - 인권 친화적 직장 만들기
  - 부부, 자녀 간 대화법 등

2 강의, 사례소개

<인권아카데미Ⅱ과정>

  ❍ 교육 추진방향

    - 인권의 기본개념을 교육의 기초로 하여, 행정실무에 응용가능하도록 교육대상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 사례위주 교육 추진 

    - 수강생의 업무를 중심으로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접근하여 교육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의 향상을 기대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5. 7월 ~ 12월
    - 교육장소 : 교육부서 회의실 등
    -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 일반부서,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전직원
    - 교육방법 : 1일 2시간 / 186회 진행
    - 교육진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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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육 대 상 인 원 횟수 강의 방법

간  부  직 4급 이상 330명 6회
 ‣ 부서별 업무특성 반영
 ‣ 사례위주 교육 및 토론 병행본청 5급 이하 2,395명 50회

사업소 5급 이하 12,424명 95회
투자․출연기관 전 직 원 6,069명 30회  ‣ 서울메트로(9,129명), 도시철도공사 

(6,514명)는 자체 인재개발원 교육

위탁복지시설 시설장 54명 5회  ‣ 시설종사자(11,352명)는 시설별 
자체예산으로 교육추진

 용역수행업체 선정현황

  ❍ 제안서접수 결과

    - 일    시 : 2015. 5. 26.(화) 10:00 ~ 17:00
    - 장    소 :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사무실
    - 제출업체 : (Ⅰ과정) 3개 업체, (Ⅱ과정) 2개 업체
연 번 구 분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1
서울 인권아카데미

Ⅰ과정

 인권교육 온다  이 기 원  경기도 수원시

2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 성 근  서울시 영등포구

3  한국능률협회 최 권 석  서울시 영등포구

1
서울 인권아카데미

Ⅱ과정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 성 근  서울시 영등포구

2  한국능률협회 최 권 석  서울시 영등포구

❍ 제안서평가 

    - 일    시 : 2015. 6. 2.(화) 14:00 ~ 18: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7명(학계2, 인권전문2, 교육‧연구2, 서울시인권위1명)

 향후계획

❍ ‘15.6.15. 이내 : 용역계약 체결

  ❍ ‘15.6.19. : 착수보고회 개최 (※ 용역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15.7월~12월 :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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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서 

 용역개요

  m 용 역 명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
  m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m 용역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m 소요예산 : 40백만원

 주요내용

  m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자료 조사･분석
    - 국제기구 및 해외 지방정부 인권교육 현황 조사
    - 타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현황 조사
  m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현황 실태조사
    -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조사
    - 시민 인권교육 현황 조사
  m 서울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에 대한 SWOT 분석
  m 서울시 인권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존 서울시 인권교육 체계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인권교육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전략 구상
    - 인권교육 운영기반, 주도․실행․협의 체계 등 구축전략 제시
    - 인권교육 지원체계(강사, 평가 체계 등) 구축 전략 및 운영방식 제시
    - 지역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방안
  m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 비전, 기본원칙, 핵심목표, 성과목표 선정 등
    - 성과목표별 실행과제 설정 및 분석 등
  m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수립에 따른 실행과제 이행 전략 방안 
    - 이행전략, 평가와 피드백 등을 고려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인권교육 5개년(’16 ~ ’20년)별 추진계획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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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m 1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5.7.~18.
  m 유찰 통보(재무과→ 인권담당관) 및 재공고 의뢰 : 5.20.(수)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하나 1개 업체 입찰 참가

  m 2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5.21.~ 6.1.
  m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6.4.(목) 
  m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의뢰 : 6.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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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3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07.02.(목) 14:00 ~ 17:0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강남식·김영남·김형완·박김영희·양혜우· 
이남신·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안  건

보
고
안
건

1.「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현황 (2015-3정-1)

2.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5-3정-2)
3.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

(2015-3정-3)

4.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자원사업 추진현황 (2015-3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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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현황 (2015-3정-1)

인권교육 활성화 노력의 한 일환으로 서울시는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
할 계획이다. 인권교육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및 강사진 구성, 학습교재 개발 등 양성과
정 운영전반은 용역발주를 통해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이 맡게 된다.  

별첨자료:

첨부1.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추진현황 보고

❊ 위원회 의견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합리적 시간배정, 교육대상 선발
과정과 선발기준 마련 등 강사양성과정 세부사항을 교육 소위원회와 논의 한 후 전체 위
원들의 의견이 공람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양성강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2015년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5-3정-2)

2015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운영현황을 모니터링․분석하여 향후 인권교육 및 제도운영
에 반영하도록 한다. 

-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 2015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I, II 교육과정 
- 평가방법
  : 전문가평가단의 현장평가, 교육생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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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구 성
▪ 인권전문가 4명
▪ 교육전문가 4명 ▪ 전문조사원 5명 ▪ 진행자(책임연구원)1명

▪ 연구원 3명
역 할 ▪ 현장 참관 모니터링 ▪ 교육생 설문조사 ▪ 심층인터뷰 실시 및 분석

운영
▪ 평가반 편성, 20회 실시
 - 전문가(인권/교육)2인 1조

▪ 교육생 2,000명
 - 교육과정 57회

▪ 인터뷰 20회
 - 교육이수자 대상 20명

방 법 ▪ 현장 참여 평가 ▪ 배포식 면접조사 ▪ 심층인터뷰(IDI)
기 간 ▪ 2015. 7 ~ 12월 ▪ 2015. 7. ~ 12월 ▪ 2015. 7. ~ 12월
수 행 ▪ 인권담당관 ▪ 조사전문업체 ▪ 조사전문업체

  별첨자료:

  첨부2.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위원회 의견

2015년 모니터링 세부 추진 안에 대해 교육소위원회와 논의 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공람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3.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서울시 인권위 개선안 추진계획 (2015-3정-3)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개선·보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위 사항들에 대한 검토의견과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보
고하였다.  
① 서울시 인권교육 매해 목표설정의 필요성 : 해마다 진행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정확

하고 구체적인 한해 목표설정이 최우선 과제이다. 목표가 지속적으로 고유되고 확
인되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② 서울시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마련의 필요성
③ 서울시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필요성 : 인권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계획수립의 핵심이다. 
④ 통합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의 내용이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중

심교육과 갈래교육으로 나눠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⑤ 4급이상 공무원의 별도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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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권교육 강사진 구성 관련 사항 : 강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인권위원회의 자문과 
검토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인권교육의 목표설정과 표준강의안 마련, 그리고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수
립과 관련된 문제는(①,②,③)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학술연구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가 요청한 고위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은 인
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통합적인 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실행되고 있
다. 또한 인권교육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2015년부터 인권위원회의 자문과 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다.

별첨자료:

첨부3. 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

❊ 위원회 의견

중장기 인권교육 용역진행경과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중간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F위원회의 기타 요청사항

  - 차기 회의 시 서울시 내 ‘민주시민 교육’ 관련 부서 업무 보고 
  - 일본 가와사키 시의회의 우리시 인권위원회 방문(’15.8.20.) 준비 등 협조 
  - 서울시 인권담당관 홈페이지 현행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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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ˑ
[첨부 1]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추진현황 보고

 사업개요

  m 사 업 명 :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운영
  m 사업기간 : 2015. 8. ~ 12.(5개월)
  m 모집대상 : 25명 

     -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및 공무원 등 내부직원   
  m 운영방법 : 용역업체 선정에 의한 위탁교육
  m 소요예산 : 45백만원 

<그간의 추진현황>

  제1기 강사양성과정( 1́3~ 1́4년도)

  ‣ ①( 1́3년)모집 28명→②( 1́3년)기본과정 수료 25명 →③( 1́4년)심화과정 

    수료 11명→④( 1́4년) 최종 선발 9명 

  제2기 강사양성과정( 1́4년도) : 미추진 

  ‣ 무응찰로 유찰되어 미추진

 용역개요 

  m 선정절차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m 위탁교육 운영방법 : 기본 및 심화과정 2단계로 운영

업체선정

⇨
기본과정

⇨
심화과정

⇨
강의시연

⇨
인권강사활동

입찰공고 등
낙찰자 선정

25회 
(1회7시간)

25회
(1회7시간)

전문가 
평가단 선발

인권교육 
주・보조강사 

활동

      ※ 인권교육 기본과정 시강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심화과정 참여  

      ※ 제1기 강사양사과정 참여자 중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심화과정에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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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주요 과업내용 

     - 인권교육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및 강사진 구성, 학습교재 개발 등 교육 운영
 추진일정  

  m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7.14까지

  m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7.17

  m 용역의뢰 계약 및 발주 : 7.22까지

  m 위탁교육 운영 등 : 8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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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개요

구분 전문가평가단 교육생설문 교 육 생  심 층 면 접

수행방법 교육참관 평가 설문지 배포 1:1 심층면접 실시

실행횟수 38회 6,854명 14명

  모니터링 결과(총평) : 만족도 80.6점 ※ ’13년 80.1점

본청 중점교육

응답자수(만족도)

본청 일반교육

응답자수(만족도)

시의회, 직속기관

응답자수(만족도)

투자・출연기관 등 

응답자수(만족도)
기타(만족도)

응답자수

(만족도)

420명(79.2%) 1,107명(79.7%) 3,833명(82.3%) 1,138명(76.5%) 356명(81.5%) 6,854명(80.6%)

    * 평가요소 : 교육내용 및 효과, 인권강사, 교육운영 및 환경 등

  m (의의) 서울시 인권교육 과정운영 2년차로 4급 이상 전 간부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 업무관련 사례활용, 영화상영 등 문화와 인권이 결

합하는 강의 진행 등 교육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수요자 맞춤형 지향

     - (인권교육 수요파악) 공공분야 인권행정이라는 주제에 맞는 복지, 법무 등 행
정과정 및 직장 내 침해 사례 등 참가자 관심사항 파악 및 강사진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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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강의안) 인권교육의 목표 및 강의안 공유를 위한 전문강사 워크숍 및 
인권포럼 개최 등으로 표준화된 강의(안) 편성 추진

     - (교육의 질 제고) 인권영화 상영, 제작감독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등 보다 쉽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참여․체험형 교육 진행  

  ○ (성과) 다양한 사례교육 강의와 연수생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종합만족도가 다소 상승(80.6점 전년대비 0.5점↑)
     - 특히, 행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인권영화 감상 등 쉽게 공감

할 수 있는 교육운영 등에 좋은 호응도를 보임
     - 일부 교육생들은 인권 교육과정이 본인의 업무수행에서의 인권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함 
  ○ (시사점) 인권교육은 서울시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보완 발전 필요

문제 지속적
발생

학습을 통한
침해행정사례
발굴, 토론

해결방안
제시, 공론화

전문가 연구, 
해당부서 연계

 인권행정 
실천을 통한
문제해결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602 -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자료 조사･분석

  m 국제기구 및 해외 지방정부 인권교육 현황 조사

  m 타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현황 조사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현황 실태조사

[첨부 3]

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의 목표설정

    - 인권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이 우선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
진계획, 표준강의안, 교육운영방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현재 인권정책관련 전문업체에서 수행 중인「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
립」연구용역에 5개년(‘16년~’20년)별 추진계획 로드맵 제시‘, ’비전, 기본원
칙, 핵심목표, 성과목표 선정‘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바

    -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권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인권교육의 장‧단
기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할 계획임

  ❍ 서울시 표준강의안 마련

    - 우리시 인권교육의 장‧단기교육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을 위한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교육을 추진한다면, 교육업체 및 강사변경 시에도 강의의 질적 평준
화 또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용역결과에 대해 인권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인권교육의 목표를 설
정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강의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계획수립

    - 서울시 인권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 인권교육의 기틀을  마련하
기 위해 인권교육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업 체 명 : 인권정책연구소
    - 용역기간 : ‘15.6월~10월 (용역비용 : 39백만원)
    - 중장기계획 수립 과업 내용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3차 정기회

- 603 -

  m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조사

  m 시민 인권교육 현황 조사

 서울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m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에 대한 SWOT 분석

 서울시 인권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전략 제시 

  m 기존 서울시 인권교육 체계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인권교육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전략 구상

  m 인권교육 운영기반, 주도․실행․협의 체계 등 구축전략 제시

  m 인권교육 지원체계(강사, 평가 체계 등) 구축 전략 및 운영방식 제시

  m 지역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방안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m 비전, 기본원칙, 핵심목표, 성과목표 선정 등

  m 성과목표별 실행과제 설정 및 분석 등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수립에 따른 실행과제 이행 전략 방안 

  m 이행전략, 평가와 피드백 등을 고려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m 인권교육 5개년(’16 ~ ’20년)별 추진계획 로드맵 제시

  ❍ 통합인권교육

    - 통합인권교육은 강의, 연극, 테이블토론 등 참여형 양방향 교육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회차별 소그룹 구성이 필요하고

    - 또한, 인권과 밀접한 실․국에 소속된 직원들 간 실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소
통을 유도하여 인권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인권 전분야에 대한 통합교육과 함께 인권이라는 개념과 친해지고, 참여
하고 즐기는 교육 속에 인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새로이 도입하는 교육인만큼 초기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올바른 
통합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 4급이상 공무원 별도교육 실시

    - ‘13년 교육실시 후 인권위 의견에 따라 ‘14년 4급이상 간부급 대상 교육을 별
도로 실시하였으며, ’15년에도 시장, 부시장 및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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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총 6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임

  ❍ 인권교육 강사진 구성

    - ‘15년 서울시 인권교육 운영 강사진 구성은 인권위 추천 강사를 포함하고 인권
위 자문을 거쳐 서울시 승인을 받아 확정할 계획임

    - 상기 내용은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와 계약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교육
운영업체에 숙지시켰으며

    - ‘13년 인권위에서 추천한 강사 및 ’15년 교육소위에서 추가로 추천한 강사를 
강사진에 포함하도록 조치하였고, 업체 자체 선정강사에 대해 상세프로필 검토, 
인권위 검토를 거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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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3차 임시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09.03.(목) 14:30 ~ 17:00 

장  소 시울시청 신청사 공용회의실(3층)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강남식·김경자·김영남·백미순·양혜우·이남신·

이성훈·장서연 위원

⦁인권담당관, 평생교육사업팀

안  건

보
고
안
건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항 보고 (2015-3임-1)

2.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회의 결과 보고 (2015-3임-2)

3.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보고 (2015-3임-3)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보고 (2015-3임-4)

5.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추진현황 보고 (2015-3임-5)

심
의
안
건

6. 20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2015-3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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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항 보고 (2015-3임-1)

서울시가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
해 추진 중인「민주시민교육」사업의 추진현황이 보고되었다. 이 사업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2014년 1월 9일)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 민주시민교
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m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5. 3. 25.)
   - 구    성 : 학계, 전문기관․단체, 시의원 등 15인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역    할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및 기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자문
   - 운영현황 : 자문위원회 4회 개최 등

m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15.7.~11.)
   - 추진방법 : 관련사업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선정기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흥사단 등 14개 단체 
   - 사업내용 : 노동자·장애인 등 정치참여 실천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자치

구 민주시민교육 수요조사 등  
   - 지원규모 : 사업당 2백만원~8백만원(총 60백만원)
   - 추진현황 : 사업진행 현황 모니터링 실시 중(’15.8~)

  m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15.7.~10.)
   - 수행기관 : 동국대 산학협력단 
   - 용역내용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의 주제와 범위, 필요성 등 개념정립
   ·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민주시민교육 표준과정 등 실행방안 등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현황 : 자문위원회 1차 중간보고 및 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 소규모 토론회 실시  
별첨자료:

첨부1. 2015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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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민주사회와 인권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인권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서울시 인권조례에서는 시민의 개념을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에 거
주하는 거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민주시
민을 세계시민적 관점, 또는 도시시민적 관점에서 정의하여 민주시민에 배제되는 사
람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2. 인권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회의 결과 보고 (2015-3임-2)

서울시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시 인권비전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를 위해 인권비전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다. 학술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내
용과 과정을 자문할 전문가 T/F가 운영되었고, 운영결과가 보고되었다. 

m 인권비전 수립 전문가 T/F 구성
  － 구성근거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14.10.27) 
  － 참여 전문가(5명)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

덕진 사무국장, 광주대학교 은우근 교수,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
  － 역    할 : 연구 목적․방향․내용 구체화 및 용역 수행 전 과정 자문

m T/F 회의개최 결과
  － 제1차 회의 : '15. 7. 3.
     진정성 있는 비전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가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에 포함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제도 구조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필요
  － 제2차 회의 : '15. 7.22.
     과업내용 체계 재구성 : ①인권비전수립, ②인권정책 발굴, ③제도와 규범 정비
     연구진이 여러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큰 틀로만 제시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608 -

3.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보고 (2015-3임-3)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에 관련해서 김현기 서울시의원 (새누리당)이 발의한 서울시 인
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보고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담신청이나 시장 등의 위뢰없
이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인지한 인권침해사안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조례 20조 제1항 
일부 개정안). 인권담당관은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검토하여 수정안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였고, 의회상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권담
당관이 검토하여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m 인지조사를 법률상 용어인 직권조사로 용어 변경 
  － 인지조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의미상 직권조사를 의미하므로 법률상용어로 변경
m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도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의결을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로 직권조사를 제안하고 있음 
m 인권기본조례에 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

을 명시
  － 직권조사 권한 부여에 따른 제도정비 일환으로 현행조례에 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을 명시
  － 규칙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규칙개정 
별첨자료:

첨부2.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4.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보고: 서울 인권아카데미 I/II과정 (2015-3임-4)

서울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울 인권아카데미 I/II과정 (2015-3임
-4)과 II 과정의 진행상황이 보고되었다. 

서울 인권아카데미 I 과정은 시민의 인권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9개 실·국·본부 5급 이
하 공무원 1,615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혁신기획관, 여
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본부, 도시재
생본부, 주택건축국).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원회는 강의시연 및 자문회의를 열어 통합인권
교육의 주제 및 목표설정, 강의내용 구성의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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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서울 인권아카데미Ⅰ과정 교육 실시 현황
  － 교육일자 : 8.27.(목), 9.1.(화), 9.17.(목), 9.22.(화), 10.1.(목), 10.8.(목), 

10.15.(목), 11.3.(화), 11.19.(목), 12.10.(목)
  － 1·2차 교육추진실적 : 교육대상 262명, 참석 120명, 참석률 47%

일 자 회차 교 육 대 상 참석 인원 참석률 모니터링

8.27.(목) 1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147명 48명 33% 강남식, 서승연

9.1.(화) 2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115명 72명 63% 양혜우, 전광수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은 통합교육 과정은 I 과정 대상자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공무원과 

공사출연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교육이 아닌 종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다.
m 서울 인권아카데미Ⅱ과정 교육 실시(7.21.~12.11.)
  － 전체 교육운영 대상 및 횟수 : 186회, 21,272명

구    분 교육대상 횟수 인 원 강의 방법

간  부  직 4급 이상 6회 330명  ‣ 부서별 업무특성 반영
 ‣ 사례위주 교육 및 토론 병행

본청 5급 이하 50회 2,395명
사업소 5급 이하 95회 12,424명

투자․출연기관 전 직 원 30회 6,069명  ‣ 서울메트로(9,129명), 도시철도공사 
(6,514명)는 자체 인재개발원 교육

위탁복지시설 시설장 5회 54명  ‣ 시설종사자(11,352명)는 시설별 
자체예산으로 교육추진

  － 7월, 8월 교육추진실적
기  간 교 육 대 상 참석 인원 참석률

7.21.~7.31.
(17회)

(본청) 시민소통기획관
(사업소) 서울도서관, 시립미술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의회사무처, 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중랑물재생센터

1,279명 1,037명 81%

8.24.~8.31.
(15회)

(본청) 기획조정실 외 12개 실·국·본부
(사업소) 서울시소방학교, 데이터센터, 인재개발원, 
어린이병원

897명 결과 정리 중

 
인권아카데미 I, II 의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 24

일 워크숍에서 전문가평가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지
며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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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의견

교육소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로부터 인권아카데미Ⅱ 과정의 용역업체 표준강의안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교육소위원회는 모니터링평가지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제시
할 것이다.

5.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추진현황 보고 (2015-3임-5)

서울시는 인권교육을 수행할 교육전문가의 지속가능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
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양성과정의 교육대상과 교육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m 교육대상 : 30명
  － 인권활동 및 인권관련 교육․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서울시 공무원(내부직원에게는 자격제한 없이 문호 개방)  
 
m 교육진행 : 기본과정 + 심화과정 2단계로 운영(총 80시간)
교육생 선발

⇨
기본과정

⇨
평  가

⇨
심화과정

⇨
최종평가

⇨
인권강사 풀

서류전형 40시간
인권에세이
강의시연

40시간
강의시연

(전문가 평가)
강의활동 제공
보수과정 지원 등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권관련 경력자로 제한하되 서
울시 공무원은 자격제한 없이 적극 유치하며 ▷면접심사 없이 서류전형으로만 지원자를 
선발하고, 중도 이탈자 등을 감안하여 30~35명 모집할 것과 ▷강사양성과정 교육기관을 
인권교육을 수행 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 위원회 의견

강사양성과정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대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
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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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2015-3임-6)

2016년 인권담당관의 예산안이 심의되었다.  
별첨자료:

첨부3. 20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편성(안)

❊ 위원회 의견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편정조차 되
지 않은 상황은 우려스럽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
헌장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위한 시
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것인지 사업을 고민하고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인데, 오히려 올해 책정되어 있던 예산마저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
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인권헌장제정 파행사태 이후 서울시는 인권위
원회의 권고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관
련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제출을 요청한다.  

  ⦁인권교육이 성희롱 예방 및 장애자 인권 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인권교육으로 확
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인권교육 예산도 추가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은 행정국에서 집행하다가 인권담당관으로 이관된 업
무이므로 이전 부서의 관련 예산이 기존이 인권담당관실 예산규모와 별도로 확보
되어야 한다.  

  ⦁삭감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관련 예산의 증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조정부분을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

F위원회 기타 요청사항

  ⦁차기 회의 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부서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바란다.

  ⦁시민인권배심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승차비 무료화와 관련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홍보가 진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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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ˑ
[첨부 1]

   - 총 14개(종료 1개, 진행 9개, 예정 4개) -
  ❍ 사업종료 : 1개 

연번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단체명

1 ‘장애인 정치참여 실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관계자

’15.7.21~8.14.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 사업진행 : 9개

연번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단체명

1 민주시민교육 수요 조사 및 교육모
델  연구사업-“동작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여론형성층

’15.7.1~
11.30. 시민과 미래

2 인문학 속에 나타나는 민주
사회모습- 나와 우리의 어울림

서울시민
’15.7.22~

11.18. 한국여성문예원

3 나도 이 나라의 민주시민이다
광진구 내 시민단체 
회원

’15.7.23~
10.30.

광진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4 성숙한 사회, 참여와 소통의 학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15.7.30~
11.30. 티스쿨이앤씨*

5 탈시설 장애인의 시민권리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탈시설 장애인
’15.8.14~

11.11. 한국장애인인권포럼

6 노동자 민주시민교육 서울시 거주 노동자
’15.8.27~

9.30.
뚜벅뚜벅

노후희망의집

7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프로그램 - ‘정치를  부탁해!’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 

’15.9.1~
11.30. 상계종합사회복지관

8 나와 지역사회 함께 건강하기
중구·종로구·
노원구 주민

’15.9.3~
11.28.

(사)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9 동단위 민주시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사업

자양2,4동 주민
’15.9.3~
10.31. 광진주민연대

  ❍ 사업예정 : 4개

연번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단체명

1 지역사회 개입과 해결을 위한 동대문 
민주시민교육사 지역예비과정 개설

동대문구
주민

’15.9.10~
10.17. (사)민족문제연구소

2 민주주의 가치·덕목 함양을 통한 청소년
용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시범교육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및 청소년

’15.9.12~
11.30.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3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통한 민주시민되기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15.10.1~
10.30.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민주시민 감수
성 회복훈련

경력단절여성
’15.10.7~

10.28. 도봉여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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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의원발의 안 수정제출 안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

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

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

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

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복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

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

제20조(직무) ① -----------

-------------------

-------------------

-------------------

-------------------

-------------------

-------------------

-------------------

----------<단서신설> 다

만, 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조사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③항 신설

 ② 시민인권보호관은 제1항의 신청
이나 의뢰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
사할 수 있다.

 ③ 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 ②항과 같음 

[첨부 2]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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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의원발의 안 수정제출 안

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

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

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

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

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

한 경우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

다.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

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

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⑤ 현행 ③항과 같음

 ⑥ 현행 ④항과 같음 

 ⑦ 현행 ⑤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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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20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편성(안)

사 업 명 2015 2016 증감
 인권담당관 1,160,707 959,650 △201,057
　

①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30,600 119,400  △11,200 
　

사무관리비 10,600 9,400  △1,20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110,000  △10,000 

　

②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90,000 80,500  △9,500 
　

사무관리비 66,000 56,500  △9,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4,000     - 
민간인국외여비 10,000 10,000       - 

　

③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35,640 33,900  △1,740 
　

사무관리비 30,600 29,580  △1,020 
국내여비 5,040 4,320  △720 

　

④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43,000 409,700 66,700 
　

사무관리비 288,300 355,000 66,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700 14,700    - 
연구용역비 40,000 40,000   - 

　
⑤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45,300 40,000  △5,300 
　 행사운영비 45,300 40,000  △5,300 

　

⑥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24,250 102,250  △22,000 
　

사무관리비 4,250 4,250     - 
연구용역비 120,000 98,000  △22,000 

　

⑦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 191,000   - △191,000 
　

사무관리비 121,000  -  △121,000 
시설비 70,000  -  △70,000 

　
⑧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0,917 10,500  △417 
　 사무관리비 10,917 10,500  △417 

　

⑨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0,000 70,000 30,000 
　

사무관리비 40,000 65,000 25,000 
공공운영비   - 5,000 5,000 

　
⑩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 45,000 45,000 
　 사무관리비  - 45,000 45,000 

　

⑪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37,600 37,600 
　

사무관리비  - 7,600 7,600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00 30,000 

　
⑫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 10,800 10,800 
　 사무관리비 - 10,800 10,800 

　
⑬ 성북구 인권도서관 문화행사(주민참여) 150,000   - △1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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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4차 정기회 

▣ 회의개요

일  시 2015.10.01.(목) 15:00 ~ 18:30 

장  소 시울시청 본과 달콤방(지하2층)

참석자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강남식·김영남·백미순·양혜우·이남신·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보육담당관, 김종진 책임연구원

안  건

보
고
안
건

1.「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보고 (2015-4정-1)

2.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2015-4정-2)

3.「2015년 서울 인권아카데미Ⅱ과정」표준강의안에 대한 서울시 인
권위 교육소위의 검토관련 보고 (2015-4정-3)

4.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2015-4정-4)

심
의
안
건

5.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2015-4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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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보고 (2015-4정-1)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 대책마련’ 권고(’14.2)에 따라 서
울시는「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의무와 서울시의 의무, 그리
고 서울시민의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조례안은 인
권위원회의 의견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후 최종 결정된다.   

별첨자료:

첨부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

❊ 위원회 의견

⦁조례에서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 2조). 이에 따라 감
정노동자 보호효과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가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2015-4정-2)

서울시는 2014년도 인권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인권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육담당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담당관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되어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으로 확
대하여 이주아동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
한 상황이다(‘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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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 토 의 견 개 선 방 향

1 ○ 강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음
○ 강의목표로 설정하였던 인권감수성 향상에 강의의 

초점이 모아져야함

2
○ 목표가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강의의 

지향점이 없이 산발적으로 병렬되어 
있음

○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의안 구성해야함

○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 감
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무원에게 적절한 사례와 내용으로 구성해야함

3
○ 인권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함
 - 인권을 천부인권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변화발전해온 현대 인권개
념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고 부적절함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 쟁점, 인권의 역사, 
인권의 책무성 등에 정확하고 상호 연결된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함

❊ 위원회 의견

미등록 또는 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이에 따라 불거지는 시도와의 형평
성 논란 및 실정법 충동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실행 의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2015년 서울 인권아카데미Ⅱ과정」표준강의안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 교육

소위의 검토관련 보고 (2015-4정-3)

서울시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원회는 인권교육 위탁교육기관(한국정책개발연구원)의 인권
아카데미 II 과정 표준강의안과 시연강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 위원회 의견

m 강의안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기에 미흡하고 부적절함

❍ ’13~’14년 강의안과 차별성이 없음
연번 검 토 의 견 개 선 방 향

1
○ 중복되고 지루하다는 평가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저항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무원들의 업무 및 삶과 보다 
밀착된 새롭고 풍부한 사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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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T 내용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함 
연번 검 토 의 견 개 선 방 향

1 ○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 
및 근거 등이 부족 

○ 각 슬라이드의 인권관련 메시지가 분명하고 정확해야함(32, 33쪽)
○ 해당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노트가 정확하고 완결적이어야함(2, 

11, 12, 20, 59, 60, 61, 65쪽)
○ 슬라이드와 설명노트의 내용이 조응해야함(30, 43, 46쪽)
○ 각 설명 내용이 인권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함(19쪽)
○ 슬라이드 간의 맥락이 정합적이어야 함(38, 47, 57, 58쪽)
○ 정확한 내용에 근거해야함(21, 43, 53쪽)

2 ○ 내용이 전반적으로 
차별에 치우쳐 있음

○ 인권에 관한 내용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됨

3 ○ 주제별 슬라이드의 재배치
○ 감수성, 인권 내용, 인권행정 사례 등의 주제별로 슬라이드의 

재배치 혹은 재조정이 필요함

⦁위탁교육기관은 10월 초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소위의 의견을 공유함과 동시
에 수정강의안을 마련하여 교육소위의 재검토를 받도록 한다.

⦁차기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안을 
PPT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서울시 인권교육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별첨자료:

첨부2. 교육소위 검토의견

4.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2015-4정-4)

전국 지자체 인권기구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오는 10월 8일 개최
된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 충청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인
권위원회 김형완 위원이 ‘지자체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영상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토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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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찬 및 간담회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50~12:40 (50')   ○ 오    찬  ○ 주재 : 박원순 서울시장     · 기념촬영(단체, 시·도별)
13:00~13:05 (5')   ○ 개회 선언

 ○ 주재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3:05~14:05 (60')

  ○ 진행순서
 ○ 주재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씀  ○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장
   - 경과 및 배경설명  ○ 김형완(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발    제: 지자체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영상의 쟁점

 ○ 김형완(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전체 자유 토론  ○ 다같이

14:05~14:20 (15')   ○ 회의 마무리 및 종료 
 ○ 주재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도 인권위원회 참석자 현황

연번 시·도 위    원 비  고

계 4 20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이화여대 여성학센터 연구위원) 위원장

2  김경자 (서울시의회 의원)
3  김영남 (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4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5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6  백미순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7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8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9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10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장화동 (광주시민센터 前 대표) 위원장

11  박종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
12  최완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소장)
13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위원장

14  김향숙 (강릉여성의 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소장)
15  박종팔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16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17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 위원장

18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부위원장

19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장)
20  황영란 (다남길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 시·도 순서 : 지방자치법상 건제순
별첨자료:

첨부3: 김형환 위원 발제문: 지자체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영상의 쟁점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5년 제4차 정기회 

- 621 -

❊ 위원회 의견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담당관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5.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2015-4정-5) 

법제처는 인권기본조례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설치, 임기 및 직무독립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9조)이 상위법령, 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
당 규정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인권담당관은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 관련 상위법인「지
방공무원법」에 맞게 인권기본조례의 제18조 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
른다’로 개정하고 제2항 각호 부분 및 제19조 부분은 삭제하되,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다.

별첨자료:

별첨3.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신구대조표)

별첨4, 법제처 정비의견(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별첨5. 지방공무원법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 

❊ 위원회 의견

위원회 개정의견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인권담당관이 상위법과 충돌하지않고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에 대하여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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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ˑ
[첨부 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서설

제1조(목적 및 서울시민의 권리)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
동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모든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
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
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
를 말한다.
2.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
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서울시 계약 사용자”란 서울시와 각 아래의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있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가. 납품 
  나. 임대
  다. 용역제공 
  라. 기타 위와 유사한 계약
4.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란 위 제2, 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위 제4호의 감정노동종사자 중 특별히 감정노동에 의
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년마다 지
정하는 직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서울시 계약 사용자, 서울시 감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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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자,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
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서울시의 의무

제4조(서울시 등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
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업무 스트레스”라 한다)의 예방 및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전망
  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및 사고의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서울시의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호방안
  6. 개선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7.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서울시 등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차수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
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교육은 아래 서울시 가이드라인, 모범매뉴얼, 실천규칙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③ 감정노동교육은 감정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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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일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서울시 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
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하고 서울시 계약 사용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계
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규정 및 사용자와 소비자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모든 사람이 감정노동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 
사용자의 감정노동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처우 보장 의무
사용자의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보장 의무 
사용자의 고객의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무
사용자의 감정노동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의무와 
사용자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의무 
사용자의 감정노동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의무
사용자의 감정노동 근로자의 자기보호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의무 

제9조(모범 매뉴얼 및 실천규칙의 배포) ①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서울시 계약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 때 모범 매뉴얼은 아
래 내용을 포함한다. 
각 기관이 시행할 감정노동종사자 관련 교육의 내용과 형식
2. 각 기관이 마련할 감정노동종사자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수칙
3.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 적합한 감정노동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행하되 
기관에 적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하여야 하는 점 
4. 각 기관 유형별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 모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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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수칙
② 서울시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서울시 계약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서별 
모범 실천규칙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 때 모범 시행 규칙은 아래 내용을 포
함한다.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 
금지 행위 발생시 부서 내 상급자의 개입 의무 및 개입 방식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서울시 계약 사용자 계약시의 고려사항) ①시장은 서울시 계약 사용자와 용역, 공
급, 임대 등 계약을 체결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
3.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과 실천규칙에 따
른 회사 매뉴얼과 부서별 실천규칙을 취업규칙 등 회사 규범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
는지 여부

제3장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의무 및 서울시민의 책임 

제11조(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매뉴얼 작성 의무) ①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
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서울시 모범 매뉴얼을 포
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위 매뉴얼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종사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천규칙) ①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뉴얼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아
래의 각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부서별 실천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직장 내의 공식
적인 제도와 절차
2. 감정노동종사자의 상급자가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장
에서 감정노동 관련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점 
3. 감정노동종사자의 상급자는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과 근로자 모두의 이
야기를 경청하여야 하는 점 
4.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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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한 대우를 당한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 중단 시간에 관한 사항 
6. 개별 근로자가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
7. 악성민원 처리 전문가 양성, 숙련된 상급자의 악성 고객 담당, 악성고객 전담 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고객과의 민원문제를 인사 및 근무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여 무리한 감정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점 
9. 직장내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전달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에 관한 사항 
10. 기관장, 중간 관리자, 감정노동책임자,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관련 교육
의 체계적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위 실천규칙을 업무 부서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된 장소
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종사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내 휴게시설)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내에 감정노동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때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대
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종사자가 전화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
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5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
장 내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
동종사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폭력)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① 고객 등의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신설>
  ② 고객 등의 괴롭힘, 폭언 또는 폭력 <신설>
  ③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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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해 상대하는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상 스
트레스 <신설>

* 위 밑줄친 ①,②,③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국회 제출 예정인 감정노동관련 산안법 24조의2(업무상 

스트레스의 관리) 개정 전문가TF에서 전문가 참여 안으로 논의(2015.10.1.)되고 있는 주요 항목이

며, 해당 내용을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에도 반영 검토 예정

제17조(보호조치) 위 제16조의 금지행위 발생시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즉시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근로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이 때 고객의 생명신
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는 즉시 업무담당
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8조 (보호조치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제17

조의 금지 행위 발생과 근로자의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현황을 기록하여 아래 서울
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
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서울시는 아래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제17조 제2항의 근로자 요구를 위반하여 해당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

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7조 제3항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제4장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와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20조(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
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내에 아래 구성원으로 된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기획·집행·심의·
평가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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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아래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을 각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감정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

이 있는 사람
  2. 감정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서울시 감정노동종사

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권고,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 실천규칙에 대한 심의·자문
  3. 감정노종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
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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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2조(금지행위 상습위반자 공표, 고발 등)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매년 보고하는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
다. 이 때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한다. 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
리보호센터는 서울시 내부 기관으로 한다. 
  1.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3.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5. 감정노동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6. 그 밖에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제2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서울시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이 감
정노동종사자 상담 및 작업장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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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교육소위 검토의견

서울시 인권위원회 교육소위(’15. 9. 18.) 

○ 과 정 명 : 2015년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II과정

○ 강 의 안 : 표준강의안 ‘인권특강’ 

○ 개발기관 : 한국정책개발연구원

□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에서 강의될 한국정책개발연구원이 개발한 표준강의안

(이하 ‘인권특강’이라 함)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교육소위는 다음과 같은 의

견을 제시합니다.

1.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에 검토를 부탁한 표준강의안 ‘인권특강’은 서울시 공

무원교육에서 활용되기에는 매우 미흡하거나 부적절 합니다. 

1) 강의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 귀 기관은 첫 시연 때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구두로 제시한 바 있

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권감수성 향상에 강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목표가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강의는 지향점이 없이 산발적으로 병렬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강의안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강의안은 교육 목표에 따라 스토리를 갖고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도록 구성되

어야 합니다. 8개의 강의 목차는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4~5개 정도로 재분류해 스
토리와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도록 재구성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무원에게 적절한 사례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강의안은 인권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 강의안은  ‘사람답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람답게’의 내용이 부실하고 부정

확합니다. 인권의 핵심조건, 인권의 정의,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역사가 여러 파트
에서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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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개념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고 노트에도 정확한 내
용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 쟁점, 인권의 역사, 인권의 책무성 등에 정확하고 
상호 연결된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ppt 20번의 노트에서 인권을 천부인권으로 설명하는 것은 근대인권개념의 출현 당
시의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발전해온 현대 인권개념을 설명
하는 것은 부족하고 부적절합니다. 

2. 강의안은 2013~2014년 수행된 인권 강의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습니다.

 -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중복되고 지루하며 새롭게 배울게 없다는 부정적 평
가를 받을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자칫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강의에서 제시될 사례의 경우도 공무원들의 
업무 유관성 및 삶과 보다 밀착된 것으로 새롭고 풍부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3. PPT 내용의 문제점      

 - 각 슬라이드의 인권관련 메시지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예: 슬라이드 32, 33)
 - 해당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노트가 정확하고 완결적이어야 합니다(예: 슬라이드 2. 

11, 12, 20, 59, 60, 61, 65)
 - 슬라이드와 설명노트의 내용이 조응해야 합니다(예: 슬라이드 30, 43, 46)
 - 각 설명 내용이 인권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예: 슬라이드 19)
 - 슬라이드 간의 맥락이 정합적이어야 합니다(예: 슬라이드 38, 47, 57, 58) 
 - 내용이 정확한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예: 슬라이드 21, 43, 53)
 - 인권에 관한 내용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예: 내용이 전반

적으로 차별에 치우쳐 있음)
 - 구성에 있어 감수성, 인권 내용, 인권행정 사례 등의 주제별로 슬라이드의 재배치 

혹은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권특강’은 표준강의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인권특강’이 표준강의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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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지자체 인권레짐의 창설과 운영상의 쟁점

김 형 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많은 지자체가 저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인권정책과 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일견 외형상으로는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심각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레짐의 초기 도입단계이니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 양상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데,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가 여
타 지자체에게 마치 전범처럼 간주되면서 무차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꼽을 수 있겠다.

1.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란, 지자체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존 업무에 부가하여 새로이 ‘인
권’이라는 행정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 행정이 법에 근거한 것이고, 모든 
실정법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은 원래 시민(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적 명령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많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관
계자(심지어 인권단체를 포함해)들이 인권 업무를 기존에 해왔던 행정에 새롭게 추가되
는 ‘별도의 업무’로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행정청의 자치행정과, 또는 
신설된 인권행정 전담부서(인권담당관, 인권팀 따위의)라는 특정부서의 자문기구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결국 인권레짐의 도입이란, 불안정화 된 
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야기된 이제까지의 권위주의, 관주도주의 등의 일방통행성을 전면
적으로 혁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행정 전반의 철학과 가치를 재정립, 혁신하는 결단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비로소 행정의 본
질적 사명, 즉 국민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인권기구를 만드는 이유와 그 사명에 대해 새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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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 그 본질적 사명은 무엇이며, 이는 행정청의 인권 전담 부서와 어떻게 구분되
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인권기구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청으로부터 독립
하여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충고, 조언,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도
록 권고하는데 있는 것이지, 인권행정 전담 기구를 자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행
정을 집행하는 단위와 모니터링 하는 단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권행정의 집행은 당
연히 행정청이 맡되, 인권기구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명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 소속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위에 옵서버(또는 간사)
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행정청 내 인권정책협의회를 주관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의 인권영향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효과를 유인할 수도 있다.

3.

인권기구의 조사권한을 둘러싼 논란이다. 본디 인권기구는 권고기구로서, 행정명령이나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그저 권고일 뿐, 피권고
기관 또는 피권고인이 얼마든지 불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불수용 했다 해서 법적 불이
익이나 처벌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권기구의 조사권이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
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기구가 조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는 동시에 인권기구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행정적 제재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인권기구의 본질적 사명에 부합
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4.

인권기구는 말 그대로 시민(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
에 이에 걸맞는 활동을 하는 한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더욱 두텁
게 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법
률유보원칙(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
은 제37조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
고 있으므로 인권기구는 가장 헌법적인 기구이자 헌법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권기구가 단지 조례에 근거할 뿐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청이 이의 존폐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
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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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말할 것도 없이 인권기구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구이다.
인권보장이란, 첫째 “폭정과 억압”으로부터의 법의 지배에 의한 보호, 즉 법치주의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의 증진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 활동, 둘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와 이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선, 홍보, 협력 등의 인권증진 활동, 마지
막으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핍의 해소를 위한 활동(“인권의 웰빙패러다
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권적 권리구제가 사법적 권리구제와 층위를 달리하
고 변별화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랄 수 있다. 정의실현을 위한 심판자의 기능은 일회적
인 청량감은 줄지언정 선순환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권의 특성에 걸 맞는 새로운 권리구제의 방법론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예컨대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6.

인권레짐은 원칙적으로 규범, 제도, 정책이 ‘성삼위일체’처럼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구
성되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규범만 마련하고 제도와 정책을 소홀히 한다든지, 규
범과 제도는 마련했으나 정책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권레짐의 실효성이나 효과
성을 크게 훼손한다.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인권레짐이 이같은 유기적 조화를 이루지 못
한 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
구나 규범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각각을 창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실태
조사’와 ‘인권교육’과 ‘주민참여’의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면 지자체별 특성이 간과되고, 인권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태조사의 결과가 왜
곡되게 나타나기 십상이며,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주)
민의 역량강화가 요원해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7.

규범은 제도의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동시에 인권정책의 추진체계가 된다. 제도
의 설계는 각 지자체의 콘텍스트(규범, 공무원 및 의회, 시민역량의 수준과 지자체의 지
정학적 특성, 단체장의 의지, 기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고화’가 아닌 ‘최적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지자체 인권기구가 행정청에 대한 자문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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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겠다면 인권기구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인권정책추진에 있어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양상을 선제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소모적 갈등비용을 최
소화할 수도 있다. 이때 인권기구는 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영향의 정치’를 통해 인권의 
메인스트리밍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권기구의 창설 목적이 지자체 행
정 전반에 대하여 인권적 모니터링에 충실하려면 인권기구는 ‘워치독(Watch Dog)’의 위
상을 확보하고 독립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독임제형(옴부즈만)과 합의제형 (위
원회)을 굳이 동시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동시구성을 꾀한다면 두 기구간의 유
기적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실정상 독임제형보다는 합의제형이 더 적절
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인권기구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관해서는 정형
화 된 모델이란 없다. 특히나 인권옴부즈만과 같은 독임제 기구와 인권위원회와 같은 합
의제 기구가 점차 그 형태와 무관하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추
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중심의 독임형 기구는 제도
와 사람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일정정도 확보된 토대 위에서나 실효적인 기능이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범과 제도에 대한 시민적 동의나 합의의 수준이 높을
수록 옴부즈만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민주주의와 인권보
장 수준이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시민적 신뢰수준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옴부즈만은 자기책임 아래 단독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정
에 불복, 저항하거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
회의 민주적 권력통제(법치주의 실현)의 정도나 법규범에 대한 신뢰수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독임형보다는 합의제형 인권기구가 상대적으로 효과적
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옴부즈만과 인권위를 양축으로 해서 복수의 중층적 인권보장기
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산
과 인력이라는 가용자원의 한계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두 기구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최선일 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창구를 많
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인권기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인권가버넌스 지향이냐, 모니터링 지향이냐
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적 충고와 자문을 중심으로 하
는 인권 거버넌스를 인권기구의 기본적 위상으로 상정한다면 기존과 같은 행정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도 얼마든지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럴 때 인권기구는 말 그대로 거버
넌스에 합당하도록 사회적 다양성,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청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즉 모니터링기구로서 인권기구가 제대
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인권분야를 대표하면서 그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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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법치주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 법규범과 제
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통적으로 행정에 대
한 시민권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적합한 인권기구
는 Watch Dog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8.

현행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다.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기구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자문기구로 설치되다 보니 
그 권한이나 위상, 역할 수행에 있어 수많은 난맥에 봉착하고 있다. 인권기구란, 본디 
“고도의 전문지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1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동조 제2호)하고, 아울러 “주민의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제3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
기관)에 근거한 것으로, 그 설치근거를 확보한 규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
자치법 116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굳이 116조의2를 근거로 인권기구를 단지 자문기구
로서 묶어두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행정편의, 관료중심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
롯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자문기구가 아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인권기구를 설
치한다고 해서 인권 행정의 집행기능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기
구가 자문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9.

지역인권레짐은 매우 전략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 주체들의 역량과 동원
가능한 자원의 수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수준(=헤게모니)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실현은 일방적인 정당성의 주창만으로 가능한 것
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그 정당성이란, 주체가 소외된 채 외부의 계몽과 강제로 구현되어
본들, 그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주체(=시민, 또는 주
민)의 자력화’야말로 인권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자
체 인권기구는 우선 인권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을 인권증진의 주인으로 초대하여 
empowering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토
대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도시공간에서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를 시민 스스로 구현하는
데 인권보장의 책무자인 행정청이 그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
다. 여기에는 단순히 옹호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을 뛰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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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인권정치의 역량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인권의 정치’란, 한마디로 ‘최고화’가 아니
라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한다. 백화점식, 인권의제 망라식, 공중전, 이벤트성 행사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대상
별, 영역별 선택과 집중 필요하며, 특히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 능란한 대(지방)의회, 도
(시)행정청 공무원 설득 및 역량증진전략, 여론형성 및 홍보전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10.

지자체인권기구 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 도시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각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권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권관련 인프라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원동원의 한계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 인권
기구간 협력과 연대의 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흠결
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전국 지자체 인권기구 협의회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역/기초 단위를 망라하는 것은 물론, 합의제와 독임제를 구분할 필요 없이 연대
의 폭을 가급적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간 차등과 왜곡
을 해소하고 수평적 연대에 의한 지역인권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중
앙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기구의 ‘유고상황’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기
반으로 국제적 인권도시 간 협의체와 같은 네트워크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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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

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

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

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

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8조(설치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

며,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제2항 각호부분 삭제 및 제3항 신설)

  ③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

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

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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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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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지방공무원법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ᆞ기술

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

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

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ᆞ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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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

칙으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의 임용시험은 시

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ᆞ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

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

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

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도 교육청에 두

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

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

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

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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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

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

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

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3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

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종전 제53조는 제63조로 이동 <2014.7.31.>]

제54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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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만, 개방형직위에 보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업무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주관하고,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근무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

명서, 이력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

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종전 제54조는 제64조로 이동 <2014.7.31.>]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

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58조제3항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와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서울특

별시 인사규칙」 제46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자는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4조제2항의(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생략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4.7.31]

[종전 제56조는 제66조로 이동 <2014.7.31.>]

제57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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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

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31.]



- 647 -

인권위원회 권고문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결정

- 649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결          정

제 목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
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
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휴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다산콜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담사가 과도한 전자감시 등 노동통제
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
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상담사의 노동인권
을 보장할 것.

이     유

Ⅰ. 권고 배경

‘120 다산콜센터’(이하 다산콜센터)는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관련
된 민원이나 다양한 생활정보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서울시 종합민원전화다. 교통·수도 등 
민원사항은 물론 음식·건강·문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전화로 안내하고 상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일상적 권리를 증진시키고 생활편의를 높이는 민원창구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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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산콜센터의 업무는 1000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이들의 업무수행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서울시민의 일상적 권리와 편의의 
증진에 긴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자살 충동과 우울증 등이 일반 시민보다 
두 배 가량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으
로부터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러
한 요구를 참아내면서 상대방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격심한 감정노동을 수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도한 노동통제와 
지나친 성과주의 경쟁구조로 운영됨으로써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등, 다
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적 상황은 전체적으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를 3개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다산콜센터 조례)는 다산콜센터의 운영형태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시설 및 기자재를 비
롯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정보를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서울
시는 일상적인 회의를 통해 상담업무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산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
어 상담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민의 생활편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최적의 생
활수준을 누리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도 관련
된 문제이다. 또한 서울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상담
사의 인권상황은 서울시의 관할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자문과 

권고의 기능을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이에 위원회는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상황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하고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공개토론회',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황과 실태, 문제점과 원인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1) 민주당 한명숙 의원실, 감정노동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설문조사 결과 (2,259명, 2013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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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이 권고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 제32조, 제36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3조, 제6조, 제7조, 제12조,「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
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2 내지 제19조의5,「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EU 콜센터 노사선언(2004)｣(Call Center Charter), ｢ILO 
고용관계 리포트(2006)｣(Report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및 ｢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2006)｣(Recommendation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LO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준칙(1996)｣(ILO Code practic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EU 직장 내 전자통신감시 관련 일반원칙(2002)」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다산콜센터 업무 개괄

 가. 다산콜센터 설치 근거와 민간위탁 현황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근거와 계약기간, 다산콜센터 운영형태 및 평가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 

2) 서울시는「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위탁운영)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서울시장은 “콜센터 설치 준비단계인 통합 ARS시스템 운영을 포함하여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14조(준용규정)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조치는「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70호, 2006.12.28.)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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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는 본래 서울시 및 각 구청의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민원상담 업무를 하나의 
센터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각 부서에서 업무 담당
자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해왔으나 불친절하다는 시민 불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들이 민원 전화에 시달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원상담 및 
안내 업무를 다산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토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조례
에 따라 3개 민간업체에 이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시
정·구정 등 업무 정보와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3개 업체에 대한 평가 및 모니
터링,  일상적 회의를 통한 상담서비스 보완 등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하고 있다. 
다산콜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3개 민간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463명이며 이
중 여성은 406명으로 87.7%를 차지한다.3)

 나. 다산콜센터 업무 내용

다산콜센터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존 서울시의 업무 외에 25개 자치구 
업무,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업무 등을 다산콜센터의 업무로 신설하거나 통합해왔다.4) 현
재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시정 업무 240개와 구정 업무 170개 등 약 430개 업무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시민들의 일상에 관련된 교통·주정차·쓰레기·상하수도에 
관한 내용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정보까지,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일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시·구정 업무에 관한 것들이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음식·건강·의료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궁금증을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상담사는 본래의 상담 업무 
영역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응대하고 있으며, 수화나 외국어 등 특수 상담도 한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5), 2013년 12월 기준 상담사들은 1인당 하루 평균 105.1건의 
전화를 받고 있다. 근무시간대 별로 보면 주간근무자 103.6건, 저녁근무자 92건, 야간근
무자 119.7건을 응대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감안하면 시간당 12.4건, 4.9분당 1건을 처리
한 셈이다.  

 다. 다산콜센터 근무형태와 일과

다산콜센터는 24시간 민원을 상담하기 때문에 주간, 저녁, 야간의 3교대 형태로 운영
된다. 주간근무는 3개조의 근무시간대(08:00~17:00, 09:00~18:00, 10:00~19:00)를 3
3) 2014년 1월말 기준 

4) 상세한 내용은 김종진,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과 고용구조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서울시 인권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 2013, 24~25

쪽 참조.

5)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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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체가 번갈아가며 근무한다.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매주 달라진다. (오전 11시30분 
시작되는 팀부터 오후2시 시작되는 팀까지 20분 간격으로 점심시간대를 달리한다) 저녁
근무는 18시부터 01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30분이며, 야간근무는 19시부터 08시까지이
고 휴게시간은 2시간인데, 저녁 근무의 경우 대체휴일이 2일 부여되고 야간 근무는 격일 
근무제이다. 

2.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 실태

 가. 과도한 감정노동

  1) 실태
다산콜센터는 전화로 상담을 하므로 통화 시의 밝고 상냥한 목소리, 친절, 감성, 헌신 

등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상담사의 서비스 및 정보가 전적으로 상
담사의 목소리와 말하는 태도에 따라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행하는 감정노동6)을 일
상적으로 하게 된다. 감정노동의 필요성과 함께 이런 역할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사
회적 통념이 결부돼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거의 90% 정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다산콜센터에는 매우 세분화된 목소리의 감정표현규칙이 존재한다.7) 예컨대 상담사의 
목소리 톤은 처음 시작할 때와 정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상담 내용에 따라 달라야한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높여 밝고 친근한 음성으로 시작해서 차츰 부드럽고 차
분한 음성을 냈다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때는 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
으로 응대해야 한다. 언어는 항상 경어체를 쓰되 상황에 맞게 “-다” “-까”체 및 “-요” 
“-죠”체를 7대 3의 비율로 사용토록 한다. 그리고 시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야하며 시
민의 문의사항은 복창해야 한다.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 호응할 때는 진심으로 공감
대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미국의 사회학자 혹실드(A. R. Hochschild)는 항공기 승무원, 텔레마케터, 백화점 판매원, 레스토랑 

점원 등이 직업상 원래의 감정을 숨긴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정노동이라

고 개념화했다. 그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단순히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임금을 위해 팔리

는 상품처럼 교화가치를 갖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힘들여’ 만들어내야 하는 노동인

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유한 본성인 것처럼 잘못 여겨지면서 저임금과 낮은 처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7) 감정표현규칙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상담의 질(quality)을 평가할 때 세별항목으로 이용된다. 예컨

대 음성/억양 등 목소리 톤은 5점, 경청도 4점과 같은 식이다. 김종진, 앞의 글 54쪽 참조, 다산콜센

터 민간위탁업체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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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담사들이 감당해야 할 감정노동의 수준은 친절하고 상냥한 말씨나 특정한 어
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유형을 벗어나고 있다.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격적 모욕, 고의적인 괴롭힘 등 감정노동의 유형은 다양하고 심각하다. 
조사결과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월평균 ▷인격무시 8.8회 ▷무리한 요구 8.8회 ▷폭언/
욕설 6.5회 ▷신체위협 6.5회 ▷성희롱 4.1회 ▷폭행 1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8) 이밖에도 용건 없이 시간을 보내기위해 전화를 하거나, 트집을 잡아 장시간 호통
을 친 뒤 전화비를 물어달라고 하는 등 고의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다수의 상담사들은 시민에게서 폭언이나 욕설, 협박 등을 당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참고 
억누르려 애쓰거나 울게 된다고 토로한다. “일상적으로 아예 감정을 누르고 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욕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도 바로 웃는 목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
과9) 다산콜센터 상담사중 거의 대부분(95.1%)은 진심이 아니면서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짓
는 것과 같이 억지로 감정적 표현을 연기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4분의 3(72.7%)
은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친절한 감정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 감정’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건강
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10) “얼굴은 웃어야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린다”, “우
울하고 눈물이 난다”,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뭉쳐있다”는 등의 심
리적 증세를 대다수 상담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한 상담사는 “정상이던 혈압이 3
년 근무 뒤 150mmHg까지 올라갔다”며 감정노동이 신체적 질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심한 경우는 자신을 비하하고 삶의 의욕이 감소되며 죽고 싶다는 충동까지 초래한다. 2년
째 근무해 온 한 상담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오기가 무섭고 두렵다. 답답하고 가슴
이 떨린다.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어 그만두지 못하지만 늘 속으로 울고 있다”며 “목을 조
여오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했다.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인간 이하가 된 
듯”하거나 “상담사들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호소했다. 성희롱을 당한 한 상담사는 “나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준 듯, 더러운 수치심을 계속 느낀다”며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11)

8) 김종진, 앞의 글.

9) 김종진, 앞의 글, 52쪽에서 일부 인용.

10) 혹실드는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일부 감정만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나 느낌들은 억압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감정의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의식적인 노력 없이 특정 상

황에서 요구되는 감정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전화만 잡으면 상

냥한 목소리가 저절로 나게 된다든가, 눈물이 나면서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

게 되는 거짓 자아(false self)를 수용하게 된다. 그 결과 감정노동자는 내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일종

의 감정적 마비와 무감각의 상태를 경험하는 수동적인 상태에 이르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 

11) 이상의 사례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스트레스 사례 모음’,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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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산콜센터 감정노동의 원인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격심한 감정노동을 겪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목소리로 하는 

전화상담’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노동의 강도가 더욱 강화·악
화되는 데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서 
설정한 ‘무엇이든 해결해준다’는 다산콜센터의 과도한 업무범위를 들 수 있다. 또한 시민
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보호장치의 미흡, 전자감시 등을 통한 노동통제, 극심한 성과주의 
경쟁 구조 등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3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업체를 경쟁시키고, 업체는 이 경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상담사들에게 과도한 경쟁과 실적을 요구하며 동시에 전자감시 등을 
통해 상담사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조직형태가 감정노동
을 강화하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고객 응대 음성서비스 업무 
전화 상담 및 안내라는 다산콜센터의 업무 성격 상 일정한 감정노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상담사의 서비스 및 정보 전달 내용과 질이 전적으로 목소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해야 한다. 또한 실수를 만회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 응대 시 강한 몰입이 요구되는 긴장된 노동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 상담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며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
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심하면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하기 쉽다. 이 또한 감정노동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②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다산콜센터의 업무 영역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개설 초기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

우며 전화 한통화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준다고 홍보해왔다. 그 효과로 다수의 
시민들은 민원 뿐 아니라 일상의 궁금증이 있으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안내받는 서비스
를 이용해왔다. 버스 막차시간, 보육료 지원, 주말 가족나들이 장소 안내 등은 물론, 타 
지역 고속버스 노선과 기차시간, 외국에 있는 대사관 소재, 가까운 맛 집, 이사정산 방법 
등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다산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해결해준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은 과도하거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까지 종종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7호선 역 부근의 모든 A
사 패스트푸드 매장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뒤 몇 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엔 B

격과 감정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 인가?: 콜센터 노동인권보장 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3, 109~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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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패스트푸드 매장의 위치 안내를 문의하거나, 전 세계 스포츠 일정 및 스코어를 알려 
달라, 한전의 전기요금을 깎아 달라, 지역의 영화관에서 생긴 사고 피해자가 서울시민이
니 상담사가 직접 해결해달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가 줄을 잇는다. 게다가 “여자 친구의 
생일 선물을 골라 달라”는 부당한 요구에다 여자 속옷의 종류를 묻고 “넌 속옷을 뭘 입
냐”고 묻는 등의 성희롱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상담사들이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거나, 과도한 문의에 답하기 위
해 포털사이트 등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뭐하냐”, “왜 
이렇게 늦냐”, “이것 밖에 못하냐”, “성의 없다”, “불친절하다”, “다산콜센터 필요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불친절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당하
면 상담사들은 자신들이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기보다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 또는 일방적
인 분노의 표출 대상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한 상담사는 “우리 별명이 말하는 네이버
예요. 전화해서 문의하면 다 알려드려야하니까….”라고 자조했으며, 또 다른 상담사들은 
“창피하다”, “쓸데없는, 말도 안되는 민원인들의 요구로 가슴 속이 타들어간다”,“공무원, 
서울시와 구청을 대신해서 욕을 먹는다”며 “다산콜센터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민원인
들이) 억지를 부리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③ 과도한 저자세와 상담사 보호 장치 미흡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이 유난히 심한 데에는 시민의 무리한 요구나 과도한 민원

제기에 맞서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등이 미흡하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담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시민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제기

하면 상담사는 무조건 참거나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인격모독 상황에서까지도 ‘죄송하
다’는 양해 멘트를 통해 사죄하고 시민의 불만을 무마시켜야 한다. 그나마 서울시는 상습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과 통화할 때는 3회에 걸쳐 상담할 수 
없음을 말한 뒤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12)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상담사들의 인권상황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계별 주요내용 상담 스크립트 

1단계
실질상담 민원내용 
탐색 질문

“시민님,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부
분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단계 
상담내용 녹취 및 
법적조치 가능성 안내

“지금 시민님과의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고 있으므로 심한 욕설
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실 경우, 추후 시민님께서 법적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상담종료 안내
“시민님,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려우므로 제가 먼저 종
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 < 서울시 다산콜센터 일반 상담사의 3단계 대응 스크립트 >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대응계획’, 2012.6.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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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봐야, 이미 민원인들로부터 불쾌한 언행을 경험하고 
난 후여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욕을 세 번 할 때까지 참다가 ‘욕하시면 안내가 어려우니 종결하겠다’하
고 전화를 끊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욕을 한번 듣는 건 적은 건가요? 또 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함을 지르
고 반말을 하셔도 계속 듣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시민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물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13) 

이 과정에서 상담사를 지휘명령하고 일상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중간관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담사들에게 일방적인 인내심을 요구해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을 오히려 악
화시킨다.

“무조건 큰 소리 내며 말이 안 통하는 민원인과 통화 중인데 (팀장이) 
실시간으로 콜을 들으며 쪽지로 어떻게 말하라해 그대로 응대했으나 민원
인은 수긍하지 않았다. 결국 팀장을 바꾸라는 큰소리가 나왔고 민원인은 더 
크게 화를 내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팀장은 내 탓이라고 한다. 왜 내 탓
인가? 팀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팀원을 보호하기보다 무시하는 팀장.”

중간관리자는 보통 오랜 경력을 가진 상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장 실적 중심의 
통제를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기능하며 무리한 요구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
다.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상담사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주거나 일상적인 지지를 제공하
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악성민원인 처리대책14)이 중간관리자들로 인
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성희롱을 한 민원인을 악성등록 
하려는 상담사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다른 꼬투리를 잡아 잘못을 지적하

13) 이하 상담사의 증언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고용성격과 감정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 인가?: 콜

센터 노동인권보장 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3과 김종진 앞의 글(2013)을 참조한 것임 

단계 처리기준 처리자 Action
1 최초 3회 응대 일반상담원 법적조치 가능성 고지후 상담종료

2 악성민원 등록후 민원관리반
① ARS로 상담내용 녹음 안내→
② ARS로 사법처리 가능성 안내

3 ARS 안내 효과가 없는 경우 서울시 고소·고발 안내 경고문 발송
4 경고문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서울시/수탁업체 법적 고소·고발

14)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법적조치 처리절차 요약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2012,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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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무리하고 과도한 민원요구도 “니 운이라 생각하라”며 악성등록하지 말고 친절하
게 응대하라거나 ▷성희롱에 대해 상담이 어렵다고 하자 장시간 불친절하다고 억지를 쓰
는 민원인에게 전화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 등도 속출한다. 이
는 중간관리자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성품의 문제라기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과주의
에 따른 역할 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전자감시체제와 반인권적 노동통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출근시점의 출근체크부터 업무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한다. 상담사의 통화 건수, 내용, 시간과 이석체크 등 모든 업무내용과 
세세한 행동은 모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 상담사의 절반 
이상(53.6%)이 모니터링 당한 경험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89.4%)은 고객을 상대로 한 
업무를 관찰당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감정
표현을 연기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강화된다. 

“민원전화 받고 있으면 유리방(QAA 사무실)에서 쪽지가 오는데 그거 때
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시간대별로 팀장 쪽지가 오구요. … 그래서 하
루에 이석시간이 5~10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하루 종일 물도 안 먹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의 자리 비움도 반드시 컴퓨터에 ‘이석’체크를 하도록 되
어 있다. 근무시간 내내 모든 개인적인 행동이 통제받는 상황인 것이다. 사무실 전체의 
상담율과 응대율, 1일 상담건수 등은 다산콜센터 사무실의 벽면 한가운데 설치된 모니터
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 때문에 상담사들은 시간적 압박을 느끼고 감정적 회복
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더욱 심한 감정노동을 겪게 된다.

“민원 받고 나서 심정은 아직도 너무 많이 상했는데 뺨에 물기만 마르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뭐 추스르고 할 그런 시간자체가 없어요. 대기인들이 기다리
고 있어서 전화를 끊으면 또 바로 받아야하고 정말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어떻게 7~8시간 쉬지 않고 전화를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정말 너무 벅차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상담사들은 자신들이 “소모품인 것 같다. 계속 싼 값에 갈아 끼우는 건전지 같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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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회사도 그런 거다. 우리가 어떻게 살건 말건 너를 싸게 써서 다 뽑아 먹자는 것”이
라며 사측과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⑤ 민간위탁과 극심한 성과주의 경쟁구조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를 3개의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로서는 재계약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
울시는 상담 응대율과 처리율, 불만제기 등의 평가를 통해 위탁업체를 평가하며, 매년 상
담게시율, 해결율, 만족도, 처리 속도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15) 

서로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업체들은 성과급을 통해 고용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경
쟁시킨다. 5등급(S-A-B-C-D) 상담평가 시스템에 따라 상담사들을 분기마다16) 평가
하고 성과급 형태의 수당을 준다. 시간당 평균 콜 수 15건을 기준으로 주간 16건, 야간 
18건 이상 상담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과된다. 업체들은 1인당 콜 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강제하며 후처리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이석시간도 최소화한다. 5등급 평가를 토대로 
5만원의 등급수당과 분기별 성과급이 주어진다. 다산콜센터 사무실에는 콜 수가 많거나 
친절한 상담사로 선정돼 성과급을 받는 개인 또는 팀별 성적, 그리고 성과급을 받도록 
독려하는 플래카드 등이 벽면을 온통 장식하고 있다.17) 

이 같은 상황에서 동료는 곧 경쟁자가 된다. 극심한 상호 경쟁이 개인별, 팀별로 유발
된다. 상담사들은 목표를 달성해야한다는 압박감, 동료 상담사들의 실적을 의식하면서 경
쟁해야 하는 스트레스, 또한 자신 때문에 팀별 성적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
기 검열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겪게 된다.

다른 한편 업체들은 성과급과 함께 감점제를 통해 상담사들의 노동을 통제한다. 즉 업
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상담사는 인사상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된 불이익은 ▷부서/팀 강제 전환배치 ▷인사고과 불이익 ▷성과급 불이익 ▷벌
칙적용 ▷회의 시 공개망신 등이다. 
15) 서울시가 제시한 다산콜센터 목표달성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감동 

행정구현

15초 이내 상담 게시율 92.4 92.4 92.4 92.4 92.4
민원 직접 해결 비율 88.3 88.5 88.5 88.5 88.5

만족도 90.5 90.7 90.7 90.7 90.7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84 85 85 85 85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운영실태 및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2012, 콜센터 노동인권보

장 공동캠페인단, 16쪽 참조

16) 2013년 다산콜센터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매주, 매월, 분기별로 평가를 받았다.

17) 2013년 12월 서울시 인권위원이 다산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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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산콜센터의 고객 불만으로 인한 인사관리 불이익 경험 비율18)

인사고과 
불이익

임금(성과)
불이익

부서강제 
전환배치

회의 공개망신 벌칙 적용 

29.1% 23.0% 36.0% 15.7% 21.0% 

악성 또는 강성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불만을 
제기하면 실적평가 점수가 깎여 성과에 반영된다. 다산콜센터의 업무 대상기관이 아닌 
타 기관 업무라 해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접수가 되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이런 경쟁구조 하에서 상담사들은 과도한 감정
노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나 승
진이 연동되기 때문에 상담사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고 감정자체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의 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받고 민원성 글이 
서울시에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민원 글이 올라가면 안 되기에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상담사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친절만을 강요
하며, 민원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사과까지 하도록 강요합니다.”19)

위탁운영을 하는 민간업체는 상담사를 평가하고 서울시는 업체를 평가한다. 서울시를 
상대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상담사의 질 높은 상담과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
니라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성과지표와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통제와 개인 간 경
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감정노동을 유발하거나 강화·악화시키는 원인을 정리해보면 우선 상담
사에게 과잉으로 친절한 목소리를 요구하거나 상담사의 모멸감을 심화시키는 고객(시민)
중심의 감정표현규칙이 감정노동을 유발한다. 이 같은 감정노동은 ‘무엇이든 물어보고 해
결해준다’는 다산콜센터의 캐치프레이즈와 업무영역 범위로 인해 과도한 요구나 무리한 
민원까지 해결하게 하고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을 강화한다. 상담사의 인권을 제고하는 보
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 않은 채 과도하게 저자세를 요구하는 것 또한 상담사들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과 같은 인권유린조차 고스란히 감내하게 한다. 전자감시 장치를 통
한 실시간 노동통제와 성과주의 평가를 통한 경쟁구조는 격심한 인격모독을 당해도 감정

18) 김종진, 앞의 글 참조.

19) 이선희, “토론문: 서울시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과 고용구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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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아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한다. 실시간 노동통제와 성과주
의 평가 방식이 작동되는 그 근간에는 서울시가 업체에게 다산콜센터를 위탁 운영케 하
면서 성과지표와 운영목표를 제시하고 운영업체끼리 경쟁시키는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
다. 민간위탁이라는 조직형태가 감정노동을 강화 또는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작동케 하
는 주요하고도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건강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모
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모
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약 당사국이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을 위해 조치를 취
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는 고용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
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3) 작업과 휴식
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4) 근로시간 외의 근
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
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의 책
임을 강화하는 것이 추세이다.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66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201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전화상담 업무를 하며 자신의 감정 상
태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친절함과 상냥함을 전달해야 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20) 또한 고객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대해도 제지하지 못
하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 역시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격심한 스트레스
를 받으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다. 자살충동은 일반 시민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다. 또한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신체적 질환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나 폭언· 성희롱 등에도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감정노동을 강요당함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
신적 건강상태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조사와 법제도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검토 시행하고 있고, 특히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미래사회 심리적 10대 위험 요인>에 새롭게 등장하는 10가지 건
강위험 요인에 감정노동이 9번째 위험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다.21)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부터 직장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를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장에서 ‘노동자 마음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발병원인이 된 작업을 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22)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전화상담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의 감정노동 
20) 2013년 고용노동부의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조사 결

과>(2013.11.4.-15, 36개소)에서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예방 ‘미흡’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29개소 중 

개선권고가 필요한 곳은 23개소(미흡 16개소, 보통 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근로계

선정책과, 2013.12.30.). 고용노동부의 조사 항목은 ①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②직무의 자율성 여부, 

③의사소통 창구 여부, ④합리적 업무평가 여부, ⑤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⑥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여부였다.

21) 10대 위험요인으로는 불안정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 고용계약, 과도한 외주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장

시간 노동, 노동강도 심화, 직장에서의 높은 감정적 손상, 취약한 일-가정 양립 등이 포함돼 있다.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 

2011, 국가인권위원회 22쪽 참조. 

22) 한겨레신문 2013년 12월7일 기사 재인용. 한편 일본은 1999년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

준이 제정되었는데, 2010년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건수가 308건(한국 15배)인데, 이 중 79건은 

감정노동 성격과 유사한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로 추정된다(김종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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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
울증을 호소하며 퇴사한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 전 직원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는 성
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도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배상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 이른바 ‘감정노동
(emotional labor)’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
적 반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 활동의 통제, 실적 
향상 및 고객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야 하고, 발생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근
로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객과 사이에 근로자 개
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자로서 개
입하여 분쟁의 원인을 밝히는 등 중재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식사시간,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고객과의 분쟁이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
했을 때 또는 심리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야 
하며, 노동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량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선에
서 규제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한다(서울남
부지방법원 2013.6.21. 선고 2012가단25092 판결). 

따라서 다산콜센터 상담사가 직면해 있는 과도한 감정노동과 그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
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다산콜
센터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3개 민간위탁업체에 있지만,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서
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궁극적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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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악한 작업환경 

  1) 실태 
다산콜센터는 주간, 저녁, 야간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각 층(2층: 

MPC, 3층: 효성ITX, 4층: KTcs)에서 동일 소속업체 상담사가 상담부스(일명 칸막이책
상)와 비치된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저녁과 야간 상담사가 출근을 
해도 주간 상담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지정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심지어 
근무시간 내내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 작업도구가 개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사들의 호소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우리 책상이랑 헤드셋도 없

어요.23) 빈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정해진 좌석) 일이 안 끝나서 자

리에서 안 일어나면 난 또 다른 데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죠. 왜냐면 출첵

(출근체크)을 안 하면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특히 헤드셋은 귀

와 입을 가까이대고 있고 자판이랑 마우스는 계속 만지잖아요. 이게 위생

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죠.”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대다수 상담사들이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반복적인 동작, 고정
적인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끊임없이 마우스를 
쥐고 키보드를 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만성적인 어깨, 목, 통증 등에 시
달리고 있다. 

상담사에게 컴퓨터, 의자, 책상 등 개인별 집기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보니 각자
의 특성에 맞지 않는 눈높이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작업을 해야 하거나 의자의 높이가 맞
지 않는 등의 작업 환경도 상담사들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3교대 근무형태도 질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저녁이나 야간조일 경우 신체리듬과 생활
패턴이 깨져 만성피로와 불면증, 습관성 두통과 목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심각한 경
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까지 있어 
업무상 질병과 재해 노출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사들은 불면증이나 빛이 

23) 서울시인권위원회가 토론회 등을 거쳐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대책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 중이

던 2013년 12월부터 서울시는 상담사들에게 개인별 헤드셋을 제공했다. 인용한 면접조사 내용은 이 

시점보다 앞선 때여서 헤드셋이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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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낮 시간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생긴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야간은 근
무시간이 13시간이나 돼 아침까지 체력적으로 버티는 게 정말 힘들다고 토로한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뒷목이 당겨서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가 또 두통이 오고... 긴장을 하니까 자주 체하는 거 같아요. 또 요즘

에는 목도 계속 안 좋아서 자꾸 쉰 소리가 나고 말할 때 많이 힘들어요”

“야간근무시간 13시간 중에 2시간은 휴식이지만 11시간을 거의 앉아 

있어야 해 아침이 되면 온몸이 다 부어요. 콜이 많으면 삼십 분정도 밖에 

쉴 수 없어요. 정말 급하게 밥을 먹고 일하니까 소화제랑 두통약을 달고 

살죠. 살도 많이 찌고 혈압도 생겼어요. 생리도 제때 못해요.” 

작업환경의학 전문가는 다산콜센터의 현재 작업조건이 근막통증후군, 어깨통증, 허리통
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의자, 책상의 배치, 적절한 인간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장시간 상담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24) 이러한 지적은 현재 다산콜센터
의 상담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조응하는 것이다.

콜센터의 사무실은 많은 근로자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일하기 때문에 환기가 부적절하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다양한 자극성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콜센터 근로
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국회 발표 
자료(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사무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260~2250ppm, 
평균 1697ppm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미국 연방 직업안전·보건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실내 환기상태를 판단하는 800ppm기준과 국내 관련
법 기준 1000ppm, 그리고 우리나라 사무실에서 조사된 일평균 농도 639~786ppm과 비
교해 약 2~3배가 높은 수치이다. 또 근무시간 내내 켜져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해 
실내공기가 매우 탁하고 건조하며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상담을 해 웅웅거
리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5)

24) 김형렬,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포함한 작업환경 조사”, 『서울시 인권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및 고용실태 』, 2013 

25) 서울시 인권위원 다산콜센터 사무실 방문 시 관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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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

로조건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같은 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
질 것을 인정하고 있다.

EU 콜센터 노사선언(Call Center Charter, 2004년)은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조도와 
환기, 공기정화, 난방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척
추장애, 반복긴장 장애 등을 피하기 위해 바른 자세와 도구 사용 방식에 대한 교육을 제
공해야 한다는 점, 의자와 책상· 전화와 컴퓨터 등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을 사용하
고 시력장해 및 목소리 및 청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상담사들은 적어도 2시간 작업 후 스크린으로부터 10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콜센터의 최소 기준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추어볼 때, 환기와 공기정화가 불충분하여 다산콜센터 내의 이산
화탄소 농도가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 인체공학적인 설계는 차치하고 개인의 의
자와 책상·헤드셋 등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전화와 컴퓨터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어
깨·목·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과 위생상의 문제, 시력·목소리 및 청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미비 등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상황은 작업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건강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높다. 이에 따라 EU 콜센터 노사선언의 최소기준 등에 부합하는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다. 휴식권의 미준수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1) 실태 
노동관계법에 따라 다산콜센터에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출산휴가, 보건휴가 등이 마련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이러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
약과 한계가 상당하다. 먼저 다산콜센터는 높은 이직률과 신규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시적인 인력부족의 상태이다. 적정 인력을 유지하지 않는 저비용 노동집약적 운영방식
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침해하고 만성적인 업무과다, 탈진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다산콜센터의 하루 평균 상담 3만147건 처리, 만족도 96점, 응대율 96.4% 유지 
(2013년 12월~2014년 1월 시점)등 양적 성과 이면에는 여성 상담사가 제대로 휴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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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갖지 못한 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 현실이 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의 자리 비움에도 반드시 컴퓨터에‘이석’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업무가 과
다한데다 근무시간 내내 모든 개인적인 행동이 통제받는 상황에서는 격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26) 서울시는 2014년 1월 이전
까지는 컴퓨터에 기록된 상담사 개인의 업무활동 기록을 토대로 개인별 하루 이석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집계한 뒤 그 결과를 상담사들에게 회람해왔다.27) 이는 업체가 상담사들
의 휴식권을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가능한 이석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상담사들은 근무 시간 중에는 숨돌릴 여유조차 없이 전혀 쉬지 못한다고 느끼
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담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아예 없다’고 응답했으며 휴게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18%의 경우도 하루 평균 42.6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8) 다산콜센터의 저녁근무 상담사에게는 하루 30분, 야간근무자에게는 하루 2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담사들이 보장된 휴식시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다산콜센터는 병가나 조퇴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다산콜센터에서 5년째 근무했던 
한 상담사는 ‘너무 심하게 아파서 휴게실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팀장이 휴게실로 와서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퇴를 시켜주지 않아 의자에 
엎드려 있기를 반복하면서 퇴근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여성의 일할 권리와 안정적인 근속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또한 부족해 ‘일
과 가정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 상담사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상담사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가정이나 부모님께 소홀하게 된다는 게 정말 많이 속상하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다가 집에 가면 꼭 병든 닭처럼 있다”, "아이를 거의 방목하고 있는 거 같다”, "
우리는 잘 만나지 못하는데, 나는 저녁에 나가고 신랑은 그때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된다
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82.5%는 ‘일과 가정의 

26) 서울시가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휴식/이석/교육시간

을 합쳐 주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1시간26분, 저녁 근무자는 50분, 야간 근무자는 2시간15분을 소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통계는 교육시간까지 합한 것이어서 정확히 휴식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휴식시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합산해 집계하는 그 자체 만으로도 서울시가 상담사

들의 휴식권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4년 2월 이전까

지는 매일 상담사들에게 개별 상담사들의 하루 

27) 이 때 이석시간이 하루 1시간이 넘는 경우는 붉은 표시를 해서 회람했다. 이는 다산콜센터 상담사 

면담결과임.

28) 한명숙 의원실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조사, 상담사 257명 대상, 2013년 9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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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이 어렵다’고 답했다.29) 
  2) 건강권 및 노동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과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
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제11조는 고용분야에서 여성의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
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근로기준법」은 법정휴가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 몰입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콜센터의 특성상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에는 공개적인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
며, 보건휴가 사용 등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산콜센터 시민 상담은 강한 노동 몰입이 요구되는 일인데 반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와 노동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적정인력을 유지하지 않는 저비
용 노동집약적 운영방식으로 여성노동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나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노동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
다. 특히 상담사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만성적인 업무과다, 탈진 상태도 우려
되는 상황이어서 건강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휴식시간은 비생산적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적정한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라. 폭언, 성희롱

  1) 실태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업무 과정 중에 장난, 협박, 폭력, 성희롱 등 일상적인 언어폭력

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2013년 9월 실시한 서비스직 및 다산콜센터 불쾌한 언행 유
경험 실태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리한 요구 8.8회 ▷인격무시 8.8회 ▷폭
언/욕설 6.5회 ▷신체위협 6.5회 ▷성희롱 4.1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한명숙의원실 주관 앞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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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불쾌한 언행 경험 실태(단위: 월평균, 건수)30)

무리한 요구 인격 무시 폭언 욕설 성희롱 

남성 5.8 4.9 6.8 3.0
여성 9.2 9.3 6.5 4.1
계 8.8 8.8 6.5 4.1

상담사들은 특히 야간 근무 시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하는데, "밤에 술 드신 분은 뭐 
욕설은 기본”이고, "그 시간에 안 주무시고 전화하신 분들은 다 민원성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이상한 전화까지 오니까 매일 매일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 근
무 시 "전화하는 반 이상이 취한 사람”이고, "정말 운이 좋아야 이런 분들이 안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 중에 상담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난 너
랑 대화하고 싶은데 넌 나랑 대화하기 싫어?”라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
여자 친구 선물을 골라 달라, 넌 속옷을 뭘 입냐, 레깅스는 왜 입는 거냐”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된다. 상담사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혼란이 오고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며 자아 존중감이나 업무에 대한 자부심에 
손상을 입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업무재량권이 적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상
황에서도 쉽사리 전화를 종료할 수 없다. 때문에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시 전화를 끊을 권리, 폭언·폭
행·성희롱 등에서 회피할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서울
시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습 폭언, 욕설,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민원 고객을 서울북부
지방 검찰정에 고소한 바 있고, 악성민원 통화 시 3회 상담불가 멘트 이후 여성노동자가 
전화를 선종결할 수 있도록 업무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미 시민들에게 불
쾌한 언행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사후적 대책에 머물러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
기에는 미흡하다.

  2)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32조 제3항과 제4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30) 김종진,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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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할 것과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은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 유형이자 「여

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이 중시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
로 명시하고 있다. ILO도 1985년 채택한 「고용의 기회 및 대우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
기 위한 결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 및 승진 전망을 해치
고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규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직장 구성원 간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고객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면서 성희롱을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는 국가
기관 및 사업주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업무 과정 중에서 여성 상담사들이 겪고 있는 인격무시, 폭언, 욕
설, 성희롱 등은 상담사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며, 특별히 근로현장
에서의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노동자의 인권
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전자감시제도

  1) 실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의하면, 콜센

터 근로자가 수행하는 통화․대기․휴식 여부, 하루 누적 통화 수 및 통화시간, 통화 당 소
요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고객과의 통화 내용 녹취 등의 기능을 하는 전자감
시제도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자감시제도로 인해 근로자
들은 노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노동과정까지도 감시,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스
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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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상담사 역시 출근시점의 출근체크부터 이석체크, 업무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하며 업무내용과 세세한 행동이 모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 고객과의 대화내용은 100% 녹취되며, 상담자와 민원인
과의 통화 내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 노동의 전과정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함으로써 매우 억압적인 방식으로 노동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담사
의 감정노동은 더욱 강요될 수밖에 없으며 직무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2) 사생활 및 노동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며,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EU의 노사선언은 상담사 모니터링 및 개인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상호 공유되고 근로자들에 의해 받아
들여질 때,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가 동의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될 때에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콜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
며, 실시간 청취는 지속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상담사들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접근
권과 오류에 대해 수정할 권리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상담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는 일
정한 시간이 지난 후 폐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1) 

다산콜센터의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통제
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상담사들의 일
거수일투족이 감시·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과도한 감정노동을 할 경우에도 전자감시 체제에 의해 시간적 압박을 받음으로써 감
정을 제대로 추스를 시간적 여유조차 없고 이로 말미암아 감정이 소진되는 상황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권의 침해이자 동시에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인권의 침해임이 명백하다. 

31) 전자감시체계 관련 국제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준칙

(ILO Code practice :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1996), 2002년 유럽연합(EU)의 

‘직장 내 전자통신감시 관련 일반원칙’을 참조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국가인권위

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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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서 3개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러한 민간위탁의 방식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까
지도 확대되어왔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공공의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1) 관리감독의 곤란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안전성의 침해, 2) 상시적인 고용불안, 일자리 질의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착화, 4) 차별적인 저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관리의 대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
으로는 민간부문에서 간접고용형태로 노동자를 활용하는 외주용역화인 것이다.32) 

전형적인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지휘아래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인 ‘직접고용’이다. 반면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
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통하여 노동력을 제공
받는 경우를 ‘간접고용’이라 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간접고용은 사
용자가 본인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피고용자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
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ILO(국제노동기구) 등의 견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
고(2009.9.3.)를 통해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
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과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07년 다산콜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수행하던 대시민 안내 및 상담업무를 민간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33) 민원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84.6%가 다
산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업무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28.5%에 달하는 직원은 업
무 부담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다산콜센터는 시정 업무 240개와 구정 업무 170개 등 
32) 간접고용이란 개념을 가장 넓게 이해하면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

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이 간접고용의 범

주에 포함된다(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12).

33) 2009. 9. 13일자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보도자료. 김종진, 앞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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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정 업무와 직결된 공공성이 높은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서울시가 제공한 건물과 기자재를 사용해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평가하며 
업무 목표 달성지표 등도 세밀하게 정해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악성민원인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3개의 민간업체가 각각 사용하
는 건물의 층간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일까지 결정해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ILO의 「고
용관계에 관한 권고(2006)」및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
8881 판결)34)에 의거해 판단할 때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관계는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애초 민간위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만약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거나 업
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약화된다면, 서울시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서비스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 주로 서비스의 양적 향
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현재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업체
는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매월, 분기별 서비스 평가를 받는데, 3개 업체 중 1개의 업
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2년마다 체결되는 재위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
으므로 경쟁이 과도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과도한 감정노동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수탁업체의 모성보호 및 휴식권 등의 미준수, 폭언·성희롱 등에 대한 미흡한 조치, 
노동 감시 등은 민간위탁에 의한 간접고용형태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위탁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현재의 감정노동과 건강, 모성보호, 노동인권 등
의 문제를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의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고용구조 개선

34)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

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

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조법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노조법상 사용자 지

위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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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30.6%, 공공기관의 14.5%
가 콜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상담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도, 고용구조 개선은 필요하다.

Ⅳ. 개선방안

아래에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가 겪는 인권침해를 다각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침
해 부문별로 나눠 그 각각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감정노동 개선 방안

 가. 상담사 방어권 보장

폭언, 욕설, 성희롱, 고의적인 괴롭힘 등 상담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1회 경고 후 절차에 따라 즉각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과잉친
절을 요구하고 민원인 중심으로 규정돼있는 다산콜센터의 감정표현규칙은 상담사의 인권
을 보장하는 규칙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사에게 무
조건 인내심을 요구하기 보다 상담사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
사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상담 업무의 합리적 조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상징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상담 업무의 범위가 상담사의 감

정노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성’ 중심의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시정 및 구정과 
관계없는 문의나 상담을 대폭 축소해야 상담의 질도 확보되고 시민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다.35)

 다.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감정노동은 일상적인 직무스트레스의 하나로 적절한 평가와 초기 증상에 대한 대처가 

35) 공공성 중심의 업무로 재편할 경우 ‘시정 업무’ 약 60개(18.63%), ‘구정 업무’ 약 54개(15.91%)가 

감소되고, 업무 재조정 통한 직무 설계가 이루어 질 경우 인력 재배치, 합리적 교대 운영, 서비스 향

상 교육훈련 등이 가능하므로 노동강도를 낮추고 보람 있는 직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김종진, 앞의 글 2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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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직무자율성 제고, 의사소통 창구 마련, 상담센터 운
영 등 감정노동 관리 ▷언어폭력 대응 ▷관리자 및 상담사 교육·훈련 ▷정신건강증진 프
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적정한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라. 조례 제․개정 등 감정노동 대책 근거 마련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적절한 교육의 실시 등 구체적인 조치
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근로환경 개선 

 가. 상담사의 직업성 질환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마련

대다수 상담사들이 각종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을 

통해 상담사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심각한 건강권 침해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 따라서 업무 공간의 조도와 환기, 공기정화, 난방시스템을 EU 콜센터 노사선언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1인당 적
정공간을 확보하며 의자와 책상, 전화와 컴퓨터 등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상담사의 건강
과 안전을 보장하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휴식권 미준수 개선 방안

현재 휴게실이 있지만 자유로운 사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마다 5분의 
휴식 또는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이 권장된다. 휴식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보다는 피
로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져야 하고, 길고 가끔 있는 휴식보다 짧고 잦은 휴식이 더 권장
된다.’고 제시하고 있고, ‘EU의 노사선언’ 중 건강과 안전 관련 사항에는 ’상담원들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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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2시간 작업 후 스크린으로부터 10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마다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재의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공개적인 작
업장이나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 폭언 및 성희롱 개선 방안

 가. 인권 침해 예방 상담 시스템 구축 

다산콜센터 업무 과정 중에서 여성 상담사들이 겪고 있는 폭언, 욕설, 신체 위협, 성희
롱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인권 침해 예방 상담 시스
템을 구축해 상담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
련해 서울시는 상담사 인권존중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피해 상담사 보호 시스템 마련

폭언이나 성희롱에 노출된 상담사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시간 동안 상담업무를 중지
하고 반드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피해 상담사의 지속적인 상담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하고, 치유 및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사건 진상 파악과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대책 등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자감시 및 반인권적 노동통제 개선 방안

 가.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단위 미세 통제의 전자감시가 상담사들의 일상적인 직무스트레스 유발에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상담사의 통화건수와 통화시간, 이
석체크 등 초단위의 전자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EU 노사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니터링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모니터링 목적에 대한 상호공유 및 동의가 전제되어
야 하며,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접근권 및 오류를 수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실
시간 청취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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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민간위탁업체로 분산된 위탁 구조로 인해 더욱 과열되어온 경쟁 체제를 바꿔야 한
다. 상담 응대율, 처리율, 불만제기, 만족도, 처리속도 등 지나친 성과 위주의 정량적 평
가 및 개인별/팀별 과잉 경쟁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상담사의 
직무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개선 방안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근무 환경 악화, 감정노동 심화의 근본적
인 원인은 상당부분 민간위탁에 의한 고용구조에 의한 것이다. 때문에 다산콜센터의 다
양한 인권 침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선책은 민간위탁 고용구조를 직
접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상담사들의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고용 위주로 고용구조를 전환한다면, 행정상담 전문가인 다산콜센터 상담
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울시 행정서비스인 상담업무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밝혀진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고용과 업무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고용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상시·지속적이며 공익적인 상담 업무의 특성
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실행하도록 해야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콜센터의 상담사는 과도한 감정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
로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고, 모성보호 및 휴식권 등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폭언 및 성희롱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지만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고 전자감시로 인한 
전방위적 노동통제, 과도한 경쟁 및 불합리한 평가체제 속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
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권
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상담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휴식할 권리,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의 방어권 등을 보장
해야 한다. 또한 전자감시와 극심한 경쟁구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업무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678 -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의한 간접고용
구조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산콜센터 민간위탁구조가 상담사의 감정노동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상담사의 건강권 및 노동인권
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하기로 결정한다.

2014.  2.  5.

위 원 장 문 경 란 
부위원장 박 래 군
위    원 강 남 식
위    원  김 형 완 
위    원 박 영 희 
위    원 백 미 순
위    원 선 상 규
위    원 양 혜 우
위    원 이 남 신
위    원 이 성 훈 
위    원 이 형 석
위    원 장 서 연 
위    원  조 인 동 
위    원  조 효 제 
위    원  홍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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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

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
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
을 받을 권리
⒟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
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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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
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
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
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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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
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
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
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
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
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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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2011.12.)」

5.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과 조치를 해야 한다.
5.1 조직적 관리방안
(1) 휴식
㈎ 휴식은 근로자들을 재 환기시켜 자신의 업무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고 눈 피로, 두
통, 근골격계 긴장, 혈액순환, 소음 노출, 목소리 건강 등에 도움이 되므로 충분한 휴
식을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1시간마다 5분의 휴식 또는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이 권장된다. 휴식
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보다는 피로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져야 하고, 길고 가끔 있
는 휴식보다 짧고 잦은 휴식이 더 권장된다.
㈐ 근로자들이 자신의 휴식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
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과 힘든 상담을 한 경우에는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직무자율성 제고
㈎ 엄격한 스크립트의 부과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므로 가능하면 피한다. 근로
자를 교육․훈련시켜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추게 
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
㈏ 능동적인 근로자들이 수동적인 근로자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일을 더 효과
적으로 수행하므로, 근로자를 더욱 능동적으로 만드는 업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는데 더 많이 참여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술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팀 책임제
를 도입할 수 있다.
(3) 의사소통 창구 마련
㈎ 근로자가 힘들 때 비밀을 보장받은 채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한
다. 가능하면 고충처리 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 상담원을 둘 수 없다면 관리자 중 
1인이 자격을 갖추어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자들에게 상담 창구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한 상담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
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한다.
(4) 합리적 전자감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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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에게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
들일 때만 적용한다.
㈏ 상담원들은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접근권과 오류를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실시간 
청취는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상담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는 일정시간이 지난 
후 폐기한다.
(5) 감정노동 관리
㈎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불만 콜을 상담한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 제공하거나 상담업
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여 억눌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상담센터나 상담원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면담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이끌어내
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업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6) 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 회사 내에 언어폭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 욕설․폭언․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대응지침의 내용에는 
폭력 대응 스크립트 비치 및 단계별 응대 멘트 세분화, 상습욕설 고객 리스트 작성관
리 및 전문 상담원 배정,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대응내용을 포함한다.
㈐ 폭력적인 고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교육한다. 이러한 고객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끝내고 관리자에게 넘기는 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 언어폭력 때문에 전화를 끊는 것을 근로자의 능력부족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로자에
게 어떠한 벌칙도 주지 않는다.
(7) 교육․훈련
㈎ 관리자 교육 :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 구체적인 지원방
법, 작업장 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 교육 : 근로자들이 자신의 감정노동, 언어폭력, 관계갈등 등의 문제를 치유
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한다.
(8)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개발하고 유지하
기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근무 시작 전, 중, 후에 근로자가 모두 함께 하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다.
㈐ 근로자의 컴퓨터 스크린에 작업대, 조명, 헤드셋 등을 조절하는 체크리스트 팝업창
이 뜨도록 하여 작업 시작 전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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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
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
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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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
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
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
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
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
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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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
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
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
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U 콜센터 노사선언(Call Center Charter, 2004)｣
• 성과 관련 목표는 수신콜 수 등 양적 지표보다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

초해야 한다.
• 훈련과 인적자원 개발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즉, 상담사들에게 상품 관련 지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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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증대시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경력 축적은 물론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콜센터들은 새로운 숙련과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신기술이나 상품이 도입될 때 고용 
중인 상담사들을 훈련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작업장은 기업 정책이나 상품 개발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들의 실질적인 도입단계 
이전에 의사소통이 선행되는 방식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고객서비스 질의 제
고와 관련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방식이다.

• 콜센터의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는 단순히 비용계산에만 근거해서
는 안되며, 고객기반과의 근접성, 숙련 및 다중언어 사용 상담사, 경쟁력 있는 정보
통신 인프라 등의 다각적인 면이 검토되어야 한다.

• 콜센터는 고객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원의 수준은 상담사들이 훈련과 직원 미팅, 
휴가, 일시 결원 등을 무리없이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일
과, 가족, 공동체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시간을 노동에 투여해야 
한다.

• 1998년 ILO가 공표한 핵심적인 근로기준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가 콜센터 환경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ILO ｢고용관계 리포트(Report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2006)｣ 
“고용관계란 고용주와 보수를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용자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
는 법적 개념으로서, 고용관계를 통해서 피고용자와 고용주 사이의 상호 권리와 의무
가 발생하고, 피고용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고용에 수반되는 권리와 혜택
을 얻으므로, 고용관계의 존재자체가 피고용자의 보호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
러나 다양한 계약형태 특히 하도급을 통한 인력활용 등으로 인해 피고용자 권리의 부
재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근로자보호부족으로 인해 결국 근로자와 그 가족이 침해를 
받으며, 기업에 있어서도 반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보장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명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다. 근로자의 노
무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user)가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와 점, 즉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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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2006)｣
1) 보호 원칙의 규정
첫째, 보호의 성격과 범위를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각국 법률 및 관습에 의해 정할 
것(권고안 제4조).
둘째, 각국의 정책은 ① 고용관계의 존재, 고용과 자영을 구별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② 

위장된 고용관계의 척결(combat) ③ 복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
약형태에 적용할 보호 및 책임의 기준 확립 ④ 고용관계의 존재여부 및 조건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절차와 메커니즘 확립 ⑤ 고용관계 관련 법률 및 규
율의 준수와 효과적 적용의 보장 등의 원칙하에 시행할 것.
셋째, 고용관계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 연령, 비공식부문, 이주 그
리고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할 것
넷째, 정부가 노사의 주요 대변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것.
2)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접근방식
첫째, 고용관계 판별을 위한 일종의 원칙으로 ‘계약형식이 아니라 일의 수행과 보상에 
관한 사실에 기반을 둘 것’(primacy of facts principle)(제9조) 
둘째, 고용관계를 판별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법률적인 추정(presumption)을 할 것(제11조 ⒝항)
셋째, 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단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종
속성(subordination) 혹은 의존성(dependence)의 조건들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고려해
야한다(제11조 ⒜항 및 제12조). 
넷째, 특정 취업자 집단이 노동자인지 자영자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대표성이 높은 노
사 조직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제11조 ⒞항), 아울러 고용
관계의 존재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을 높일 것을 권고. 

  ILO「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준칙(ILO Code practice :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2006)」

1. 서 문
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수집한다. 다수의 국내법과 국제규범들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의무
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산정보 검색기술, 사원 정보자동화시스템, 전자감시, 유
전자 감별, 약물실험 등은 개인정보보호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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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장치는 노동자의 존엄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노동자 자신이 누가 어떤 정
보를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에 하에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 일반적인 원칙
5.1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5.2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한다.
5.3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
주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
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5.4 장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
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
될 수 없다.
5.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 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
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5.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5.7 고용주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5.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5.9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수집과 이 강령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
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5.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5.11 고용주,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5.12 고용주,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
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
야 한다.
5.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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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직장 내 전자통신 감시 관련 일반원칙(2002)」

1. 필요성

사용자는 감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감시가 특정화된 목적을 위하여 절
대적으로 필요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적게 
침해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감시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3. 투명성

사용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감시의 이유와 
목적, 범위, 정도, 감시의 세부사항(누구를, 어떻게, 언제),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 내부지침 위반에 대한 사용자측의 통보 절차 및 방법, 근로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사용자측은 전자우편의 이용
과 감시에 관한 내부지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직원대표에게 알리거나 협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
다. 회원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추어진 전자우편 감시는 허용
될 수 없다.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경우란 특정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또는 사용자에
게 직장에서의 범법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이다.
4. 접근권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선 처리되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접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타당할 경우 개인정보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 비례성

개인정보의 감시는 적절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의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용의 무조건적인 감시를 배제한다.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은 패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ㆍ발신 전자우편의 
수, 첨부파일의 형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위험방지가 가능하므로 
전자우편의 내용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균형적이지 않다. 사용자는 조직 외부로 나
가는 전자우편에 주의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 외부인들에게 전자우편에 
대한 감시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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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
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할 수 있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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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결          정

제 목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

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
정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 

2. 제6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 왜곡되게 언론에 발표
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3. 2014. 11. 20.「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으로 무
산된 것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4.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보편적 인
권들을 도시행정에 맞추어 구체화시킨 것임을 확인하며, 서울시정 전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이      유

Ⅰ. 권고 배경

1. 서울시정의 목적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후보시절 ‘서울 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이어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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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참
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
지 및 다양성 존중, 시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보편적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2.「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2조 “시장은 인권
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었
다. 이는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3. 서울시는 “인권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목표, 비전 및 서울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
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하여 2014년 8월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64
명의 제정위원을 위촉하고3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 1,570명의 지원을 받아 성별, 연령(14~34
세 이하, 35~49세, 50세 이상), 지역(25개 자치구)을 고려한 추첨과정을 통해 상징적 
대표성을 갖춘 시민위원들과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었다.

4. 시민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매회 3~4시간씩, 6회에 걸친 시민위원회와 30회가 넘
는 전문가 회의, 2회의 권역별 토론회, 9회의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 인권콘서트 등을 
통해, 11월 28일 제6차 시민회의에서 4시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총 50개조로 구성
된 헌장을 채택하였다. 

5.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합의방식”을 요구하였고, 시민위원들이 표결
에 의해 헌장을 확정하려하자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6.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임받은 시민위원회는 제6차 시민위원회에
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최종안의 결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최종안은 그동안 수
개월에 걸친 자발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므로 이견이 있는 조
항은 표결로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다.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안 중에서 이견이 있는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5조(폭력예방과 피해자지원), 제42조(헌장의 이행 주체
와 책임), 제45조 및 제46조(헌장 이행의 방법)는 출석위원의 압도적 과반수의 찬성의결
을 거쳐 의결함으로써,「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정하였다.  

36) 2014. 8. 6. 위촉식 당시에는 시민위원이 총 150명이었으나 사퇴 또는 결석에 따른 해촉으로 최종 

124명임. 전문위원 및 명예부시장, 시의원을 포함해 총 16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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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제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존중하
지 않고, 시민위원회 회의 직후 및 2014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무산”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8.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의결·확정한 「서울시민 인
권헌장」이 서울시정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시민참여 등 시민의 인
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
라 본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이 권고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항, 제37
조,「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 제3호,「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26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Ⅲ. 판단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 개요

가.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구성

m 위촉기간 : ‘14. 8. 6. ~ 12. 31.
m 위촉인원 : 총 164명
- 위 원 장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시민위원 : 124명 (150명 위촉했으나 26명 중도 사퇴 또는 해촉)
- 전문위원 : 40명 (헌장기초분과 7인, 시민참여분과 7인, 명예부시장 4인, 기타 인권

전문가 19인, 시의원 3인)
m위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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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시민위원

·인권헌장 권리목록, 초안 작성
·분과별 의견 발표
·분과별 네트워크(분과별 1인, 연락처 작성, 일정 알림 등)
·분과별 중재(분과별 1인, 분과별 의견대립시) 

124인

퍼실리테이터 ·분과별 사회자(회의운영, 인권적합성 판단, 국내외 사례 소개 등) 12인
간 사 ·테이블별 회의 내용 기록, 정리 12인

기타 인권전문가 ·전문분야별 식견을 바탕으로 분과별 토론 지원, 전체회의 진행 16인

나. 시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 시민위원회 개최 : 6회
구 
분

개    요 성    과

1차
·일시 : '14. 8.13.(수) 19:00~22:00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 : 총 132명

·인권목록 작성
  - 총 319개 

2차
·일시 : '14. 9.2.(화) 14:00~18:00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 : 총 113명

·인권목록 공유·보완 515개 (1차 319개, 
2차 196개)
·인권목록 권리별 분류

3차
·일시 : '14. 9.26.(금) 19:00~22:00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 : 총 121명

·분과 구성: 일반원칙, 참여와 소통, 
복지와 안전, 환경과 문화, 더 나은 
미래, 헌장의 이행
·기초안 작성(분과별)

4차
·일시 : '14. 10.25.(토) 14:00~18:00
·장소 : 서울시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참석 : 총 108명

·각 분과별 헌장기초안 작성 

5차
·일시 : 11월 13일 오후 7시-10시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 : 총 103명

·각 분과별 헌장안 초안 결정
·미합의사항에 대한 집중 토의

6차
·일시 : 11월 28일 오후 7시-10시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 : 총 110명 

최종안 의결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696 -

  2) 전문위원 회의개최 : 총 36회
m 홍보전문회의 - 3회
m 전문위원회의 - 30회 
m 권역별 토론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3회
다. 권역별 토론회 개최 결과 

구   분 일시/장소 참석자

강남권역
 '14. 9.30.(화) 14:00~17:30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총 100명
- 시민, 시민위원, 전문위원, 
대학생 인권동아리 회원 등

강북권역
 '14. 10.17.(금) 14:00~17:30 
 성북구청 성북아트홀(4층)

총 100명
- 시민, 시민위원, 전문위원 등

라.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 개최 결과

연번 분  야 참석 제정위원 일시(시간)/장소 참석단체

1 여성 배복주(사)장애여성 공감 대표
10.13.(월), 10:0010층 공용회의실

서울YWCA 등11개 단체 12명
2 어르신

박홍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0.15.(수), 14:0011층 공용회의실
행설아회 등12개 단체 14명

3 새터민
박홍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0.16.(목), 10:00
서울글로벌센터 404호 북한인권정보센터 등9개 단체 9명

4 아동·청소년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10.17.(금), 09:002층 공용회의실
월드비전 등16개 단체 18명

5 장애인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

10.20.(월), 14:0010층 공용회의실
장애여성공감 등12개 단체 12명

6 성소수자(반대) 서울시 인권센터 10.21.(화), 09:002층 공용회의실
서울시유권자연맹 등24개 단체 24명

7 성소수자 배복주(사)장애여성 공감 대표
10.21.(화), 14:00

서울글로벌센터 405호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7개 단체 8명
8 종합

박래군
서울시 인권위원

인권중심 사람 소장

10.22.(수), 10:002층 공용회의실
재단법인 동천 등 11개 단체 13명

9 이주민·외국인 양혜우
전 이주인권연대 대표

10.22.(수), 16:00
서울글로벌센터 405호

한국이주여성인권센
터 등15개 단체 18명

※ 10대 분야, 117개 단체, 12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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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행사

m 인권콘서트 ‘서울의 인권을 여행하다’
- 일    시 : '14.11.1.(화) 14:00~18:00 
- 장    소 : 시민청 활짝라운지, 이벤트홀
- 참석대상 : 일반시민, 시민위원회 위원, 인권단체·전문가 등 
바. 인권헌장 선포식 (예정)

m 일   시 : 12.10.(수) 14:00 ~ 18:00
m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m 주요안건 :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인권헌장 낭독 등)

2.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의 절차적 정당성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과정은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식 
시민참여 모델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2조 및「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권헌장」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권한을 위임하였다. 
시민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6회에 걸친 전체회의, 30회의 전문위원회의, 2회의 권역

별 토론회, 9회의 인권단체 분야별 토론회, 공청회, 인권콘서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토론의 과정을 거쳐 총 50개 조항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작성했다. 

2014년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에 110명의 시민위원이 출석하였고, 헌장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은 분과별 토론에서 이견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참석자 전원의 찬
성으로 통과되었다. 나머지 5개 조항,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5조(폭력예방과 
피해자지원), 제42조(헌장의 이행 주체와 책임), 제45조 및 제46조(헌장 이행의 방법)는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시민위원들의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제42조, 제45조, 제46조에 대한 표결 결과, 원안 찬성이 73명, 원안 삭제가 10명으로 원
안대로 통과되었다. 제4조, 제15조에 대한 표결 결과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원안 찬성이 60명,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17명으로 원안으
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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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로부터 제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위원회의 민
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확정되었다.   

3.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과정에서 서울시의 문제점 

가. 공청회에서의 불법폭력 방치 및 제6차 시민위원회 의사진행 방해 

2014년 11월 20일「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폭력과 위력이 난무하
는 가운데 무산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청회 개회 전
부터 집단적으로 욕설과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방해했으며, 단상의 발표
자 명패를 팽개치면서 사회자와 발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력을 썼다. 급기야 사
회를 맡은 박래군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장내 정리를 호소
하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청회 당일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에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며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
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직접적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자 혹은 그 집단에 대해 지
극히 극복하기 어려운 해를 입히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에 참여하
지 않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적이
다. 특히 공청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것은 명백히 폭행·협박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는 일부 난동자에 대한 법적 추궁 등 엄정한 대응을 강구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4. 11. 28. 제6차 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마무
리 단계에 이르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전
원합의방식”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사회자인 문경란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담당공무원 중 일부가 
정족수 미달로 인권헌장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부 시민위원들에게 퇴장을 종용하고, 
표결 결과의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의결 과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
다. 서울시는 관계 공무원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
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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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6차 시민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왜곡보도 자료 제공

2014년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된 직후, 언론에서는 ‘서울시민 인
권헌장 합의실패’ ‘서울시민 인권헌장 합의무산’이라는 언론보도가 났다. 이는 서울시 관
계자가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인터뷰를 감행했으며, 이에 따라 허위사
실이 보도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오전,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차 시민위원회에서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고 “12월 10일 축제처럼 인권
헌장을 발표하려 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시민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마침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의 손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위원들이 6차에 걸친 시민회의 등을 통
해 직접 성안한 뜻 깊은 헌장이며, 시민이 참여해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시민참여의 정신
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성안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은 이념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들을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안에서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
하는 조항을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전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인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작업에 참여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시민들이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예정된 대로 12월 10일 선포하고 이행
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결정을 “무산”, “폐기” 운운하며 임
의적,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시민위원회 및 시민위원들의 명예를 훼
손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의결과정과 관련하여 왜곡되게 언론에 발표하
고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서울시민 인권헌장」내용의 보편타당성

시민위원회가 의결·확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주요 내용은 “전문, 제1장 일반원
칙, 제2장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제3장 안전한 서울, 건강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제4장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리는 서울, 제5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제6장 헌장을 실천하는 서울”로 구성되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 기본적으
로 누려야 할 권리 목록과 서울시의 책무를 담은 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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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4조는 제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
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은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제5조는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
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라고 규정하
여 시민의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사회적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4조 
“서울시민은 (중략)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
을 권리가 있다”는 이미 우리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6조 제1항은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사유로 성적지향이 명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7조 등에서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4
년 9월 26일 UN 제27차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폭
력에 반대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결의안(A/HRC/27/L.27/Rev.1)에 찬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위원회가 의결·확정한 「서
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
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및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의결·확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12월 10일에 선포하고, 서울시정 전반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IV. 결론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4.   12.  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결정

- 701 -

위 원 장    문 경 란 
부위원장     박 래 군
위    원     강 남 식
위    원     김 경 자
위    원     김 형 완 
위    원     박 영 희 
위    원     백 미 순
위    원     선 상 규
위    원     양 혜 우
위    원     이 남 신
위    원     이 성 훈 
위    원     장 서 연 
위    원     조 효 제 
위    원     홍 성 수 





- 703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 705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와 『충청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양 위원회’라 한다)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
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규범과 정책,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 운영,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상호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충청남도 도민과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증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양 위원회가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양 위원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
에서 협력한다.
  1. 인권증진을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관련 자료의 상호공유
  2. 인권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의 교환, 교류, 협력 
  3. 인권교육의 확대와 활성화 노력
  4. 인권에 관한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공동행사 개최
  5. 인권홍보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상호 협력사항

제3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 위원회의 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
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양 위원회 중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
한 것으로 한다.

제4조(협의조정) 본 양해각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위원회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위원회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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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위원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3. 19.

충청남도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우 주 형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문 경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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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전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21
세기의 중요한 세계도시이다. 이러한 거대 공동체의 조화, 상생, 안전, 복리를 위하여 모
든 이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 헌
법의 기본권 원칙,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에 제시된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원칙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600년 이상의 문화 전통이 깃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
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자각한다. 

서울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번영
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외적 성장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내적 성
숙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겠다. 

서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공간이 아니다. 서울은 우리가 함께 나날이 만들어 가
는 생활공간이다. 서울의 모든 구성원은 이 도시의 공동 창조자이자 예술가라는 자부심
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성과 공동선에 기반하여 모든 거주민이 차별 없이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인권도시 서울의 기본방향
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공동체의 주인 의
식,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들 특히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신을 재확
인하고 다짐한다. 또한 서울시의 공직자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섬기고 충족시킬 의무
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다짐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
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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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원칙 

제1조 서울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시민은 서울의 주인이다. 
제2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갖

고 서울시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

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
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
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서울시민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용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

<자유로운 참여 함께하는 소통> 

제6조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행정 및 공공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
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7조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공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누구나 쉽고 평등하
게 서울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민들 간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서울시민은 사상·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사표현과 평화로
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9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주민자치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지역공동체
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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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0조 서울시민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서울시민은 자기의 사적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서울시는 공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장 안전한 서울, 건강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서울시민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적·물질적 안정을 위한 보호와 지원 등을 한다. 

제13조 서울시민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보장한다. 

제14조 서울시민은 보행과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
축한다. 

제15조 서울시민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
며, 서울시는 가정, 학교, 일터, 다수인 보호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근
절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여성, 아동, 어르신·약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시민을 특별히 고려한다. 서울시는 피해
자와 피해·가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 

<건강에 대한 권리> 

제16조 ① 서울시민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생애주기
별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을 조성한다. 
② 서울시민은 질병이나 병력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나 직장 등 사회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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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①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권

리가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응급의료를 포함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환경을 
조성·관리한다. 
② 서울시민은 보건의료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보건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서울시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과 가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한다.

제19조 ① 서울시는 주요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살 등 정신관련 질환과 사
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 한다. 

제20조 서울시민은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
바른 먹거리 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영양 및 건강을 증진한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1조 서울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인
간다운 주거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2조 ① 서울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퇴
거를 금지한다. 
② 서울시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23조 ① 서울시는 주거빈곤층 및 무주택 저소득층, 탈시설 주거 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강제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피해 등의 사유로 노숙 또는 홈리스 상태에 
처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4조 서울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실업·질병·장애·빈곤 등의 상황에서 건강과 소득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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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
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참여와 자립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25조 서울시민은 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필수적인 도시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보장한다. 

제26조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과 어린이·장애인·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지원 등 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제4장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리는 서울 

<문화에 관한 권리〉 

제27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적인 유산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활동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8조 서울시민은 공원, 도서관, 휴식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지
리적·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9조 서울시민은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가꾸며 이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
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문화유산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제30조 서울시민은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표현하고 창작
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 및 문화·예술·스포츠 활동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제31조 서울시민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적절한 녹지와 공원
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서울시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에 의한 불편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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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제33조 서울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권과 대중교통 이용권을 갖

는다.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권리〉 

제34조 서울시민은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존중하며 누릴 권
리가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제35조 서울시민은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서울시와 함께 문화유
산, 자연유산, 환경유산을 보전하여 후속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교육>

제36조 서울시민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이 차별 받지 않고 신체
적,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7조 서울시민은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서울시
는 직업 및 교양, 시민참여 등의 평생교육 활동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보장한다. 

제38조 서울시민은 교육과정에서 정치 및 종교적 강요를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이고 자
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과 노동> 

제39조 서울시민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고용형태, 직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일
할 권리와 적정복지 등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특히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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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한다. 
제40조 서울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제41조 ① 서울시민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의 실현

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서울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등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제6장 헌장을 실천하는 서울 

<헌장의 이행 주체와 책임>

제42조 이 헌장에 제시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제43조 서울시민은 이 헌장에 제시된 권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지키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서울시는 헌장에 명시된 권리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헌장이행의 방법> 

제45조 시는 헌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기구 등 제도를 마련하고, 인권실태조사
를 통하여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46조 서울시민은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인권친화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
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는 헌장의 권리를 적극 알리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제47조 시는 행정의 집행과정 등에서 시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구
제절차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조례와 규칙에 정한다. 

제48조 시는 헌장에 제시된 권리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며, 
이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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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는 국내외 인권기구, 도시,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신장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헌장의 개정> 

제50조 헌장은 헌장개정 시민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
주적 절차와 시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715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717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 2012.9.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

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 718 -

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
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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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
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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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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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
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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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
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

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
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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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
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

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
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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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
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
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
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
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67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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