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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추진단>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또한 인권 거버넌스를 통해 비로소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와 학계, 시민사회 많은 분들의 개별자문 뿐만 아니라

2회의 자문회의, 8회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본 컨퍼런스가 방향을 잡고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리를 빌어 힘을 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동추진단장

자문위원

명예대표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영애 |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승창 |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현수 | 충남연구원 원장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박경서 | 동국대 석좌교수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가윤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서창록 |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혜수 |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

전효관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정진성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현백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효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주영 |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Committe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which is a forum to discuss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governance was
only made possible through governance,

This conference have been planned and shaped
with advises from government, academia and civil society and 
through 2 advisory meetings and 8 working group meeting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ould like to show our deep gratitude to
all who participated and cooperated in the process.

Co-Chairs

Honorary Representative : Won Soon Park,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embers

Young-Ae Choi | Representative,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Seung-Chang Ha | Vice-Mayor of Political Affai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yun Soo Kang | Director, Chungnam Institute

Duck-Jin Kim | Directo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atherine Hee-Jin Kim |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Kyung-seo Park | Chair-Professor, Dongguk University

Chan Un PARK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Gayoon Baek | Coordinator, Peac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eam

Changrok Soh | Professor, Korea University

Hei-Soo Shin | Member, UN CESCR

Hyo-kwan Jun | Director-General of Seoul Innov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insung Chung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back Chung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Hyo-Je Cho |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Seonghoon Lee | Excutive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Joo-Young Lee | Advi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Sung Soo Hong | Associat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ill Kyu Hwang | Lawyer,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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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프로그램

Time Program
09:00 - 10:00

(60’) Registration / 등록

10:00 - 10:30
(30’)

Opening Ceremony / 개회식

Greetings / 환영사

Won Soon Par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yor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Congratulatory Address / 축사 

Sung-ho Le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airperson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Jun-Uk Yang, Seoul Metropolitan Council Chairperson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Young-Ae Choi, Chairperson of SHRC Committee and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최영애, 서울 인권 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0:30 - 11:00
(30’)

Keynote Speech / 기조연설

Andreas Kiefer,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 Secretary General
안드레아스 키퍼, 유럽평의회 지역 및 지방정부총회 사무총장

11:00 - 13:30
(150’)

Lunch / 점심
8F, Multipurpose Hall Lobby /

8층 다목적홀 로비

Network Meeting / 네트워크 미팅

Meeting of Metropolitan Human Rights Cities Network /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장소 : 시민청 워크숍룸 (지하2층)

Meeting of Metropolitan Government Committees on Human Rights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장소: 3층 소회의실

13:30-15:30
(120’)

Building Framework / 인권보장 제도 구축

(인권침해 구제제도)

Moderator / 좌장   
Pilho Woo, Institute for Human Rights Cities Director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소장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 

차별과 혐오

Moderator / 좌장

Young-Ae Choi, Chairperson of SHRC Committee and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최영애, 서울 인권 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Speakers / 연사

Sheryl Evans Davis,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Executive Director 
셰릴 에반스 데이비스,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Sung Whi Je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전성휘,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Dong-il Park, Suwon City Citizen Human Rights 
Ombudsman
박동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Won-kyu Ki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vestigation Coordination Division 
Investigator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Speakers / 연사

Robert Wintemute,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로버트 윈테뮤트, 영국킹스칼리지 런던 교수

Yasuko Morooka,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Reseacher
야스코 모로오카,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아태연구센터 

객원연구원

Victoria Hsu, 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 Founder 
빅토리아 쉬, 대만반려권익추진연대 설립자

Sneh Rao,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enior Policy Advisor
스네 라오,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선임정책 고문

Garam Han,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Lawyer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Changwon Py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표창원, 국회의원 

Day 1 December 5 (Mon) / 1일차 12월 5일 (월)

 (1F, Lobby / 1층 로비)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General Session 1 / 일반세션 1 Thematic Session 1 / 주제별세션1 
3F, Main conference Room

 / 3층 대회의실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Overview / 행사개요

Titl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Date Dec. 5(Mon)– 6(Tue), 2016

Them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Venue Multi-purpose Hall, 8F & Main Conference Room, 3F Seoul City Hall

Language Korean and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행사명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개최기간 2016. 12. 5(월) – 6(화), 2일간

주 제 국제 인권기준과 지방정부

개최장소 서울특별시청

공식언어 영어 (한-영 동시통역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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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프로그램

Day 2 December 6(Tue) / 2일차 12월 6일 (화)

Time Program

09:00-10:00
(60’)

Registration / 등록 

10:00-12:00
(120’)

Awareness Raising / 인식 제고

(인권체험 공간조성 사례)

Moderator / 좌장 
Lae-Goon Park, Human Rights Fund SARAM Director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Participation / 참여와 협력

Moderator / 좌장

Hyo-kwan Ju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Innovation 
Bureau Director-General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Speakers / 연사

Viviana Nardoni, Museo de la Memoria Director 
비비아나 나르도니, 기억박물관 관장

Helga Riedl, City of Nuremberg Lord Mayor’s 
Office Human Rights Officer 
헬가 리들, 독일 뉘른베르크 인권담당관 

Dong Sub Si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 
심동섭,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Jungah Kim, Seongbuk-gu Government, Director
김정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장

Byung gwan So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Officer
송병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교육협력팀장

Speakers / 연사

Sneh Rao,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enior Policy Advisor
스네 라오,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선임정책고문

Beom Par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Division Director
박범,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Kyeong-ok Park, Gwangmyeong City, Director 
박경옥,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센터장

Eko Darmiyati, Member of Ansan City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Foreigners
에코 다르미야띠, 안산시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Hyunkyung Yoo,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Students, Member
유현경,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Jeong-eun Lee, SungKongHoe Universit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Research Professor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12:00-13:00
(60’)

Lunch / 점심 

13:00-16:00
(120’)

5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two UN Human Rights Covenants /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 기념 

Moderator / 좌장

Hei-Soo Shi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Speakers / 연사

Fabián Omar Salvioli,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hairperson
파비안 오마 살비올리, UN 자유권위원회 위원장 

Maria-Virginia Bras Gome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ember 
마리아-버지니아 고메스,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Hyo-je Cho, SungkongHoe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Sciences Professor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Seung-Chang H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Vice-Mayor of Political Affairs 
하승창, 서울특벌시 정무부시장

Joo-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Advisor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6:00-17:00
(60’)

Closing Ceremony / 폐회식 

Plenary Session / 특별세션

(8F, Multipurpose Hall Lobby / 8층 다목적홀 로비)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General Session 3 / 일반세션 3 General Session 4 / 일반세션 4

(1F, Lobby / 1층 로비)

3F, Main conference Room
 / 3층 대회의실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Program / 프로그램

Time Program
15:30-16:00

(30’)  Coffee Break / 휴식

16:00-18:00
(120’)

Policy implementation & assessment / 
인권정책 이행평가

(정책수립 과정과 절차)

Moderator / 좌장

Joong-Seop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중섭, 경상대학교 교수

UN SDGs and Human Rights / UN SDGs와 인권

Moderator / 좌장

Kyungja Kim, Member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김경자, 서울시의회 의원

Speakers / 연사

Cath Denholm, NHS Health Scotland Director of 
Strategy 
캐스 덴홀름, 스코틀랜드 국가보건서비스 전략팀장

Simone Philipp, ETC GRAZ Project Manager
지모네 필립, ETC GRAZ 사업담당자

Hyung-Wan Kim,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Head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Team Leader
장진원, 충청남도 인권증진팀장

Hee-hyeon Kim, Member of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Council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Speakers / 연사

Seonghoon Lee,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Joshua Cooper,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Lecturer
조슈아 쿠퍼, 하와이 인권기구 강사

Rahmat Junaidi, Regional Planning Agency 
Bojonegoro Regent Indonesia Head of Social Affairs
라맛 주나이디, 보조네고로 섭정 지역계획국 사회부장

Chang-Woo Lee ,The Seoul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Young-Sook Cho,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th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KWAU) Chair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Bonghee Son, ICLEI East Asia Secretariat Strategy 
Manager 
손봉희,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전략팀장

General Session 2 / 일반세션 2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세션 2

(8F, Multipurpose Hall Lobby / 8층 다목적홀 로비)

3F, Main conference Room
 / 3층 대회의실

8F, Multipurpose Hall
 / 8층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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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 환영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인권이 처한 현실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20세기 전반기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고, 후반기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동시에 겪으며 급속도로 성장

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이나 발전 정도가 다양한 세계 각국 도시들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대부분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국내외 인권 거버넌스의 다

양한 참여주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시

민의 일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생활밀착형 인권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지방정부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하고, 좋은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널리 

확산되기도 합니다. 인권 조례나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인권 문제는 누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서울

시 인권 행정의 성과도 각계 전문가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동안 서울을 비

롯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각자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국내외 지역별 거버넌스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권 거버넌스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내외 여러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보았습니다. 그 첫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Greetings. I'm Park Won-soon, Mayor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of you who are here to attend the‘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reality of our human rights these days. The freedoms that citizens deserve 

are being infringedup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re still being alienated and discriminated against without 

adequate protection.Seoul has been able to look back on the human rights of our society to think about the future 

by recognizing these problems.

Seoul has gone through a period of colonial rule and a war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century, it has rapidlygrown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Thus, 

we can say that Seoul has experienced, or will experience in the future, most of the human rights problems that 

occur in cities around the world with various historical backgrounds and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The city 

appreciates these experiences and is ready to share them withthe various participants from the human rights 

governance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which is authorized by citizens,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are close to citizens' daily lives, which means that they can implement 

human rights polic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citizens' daily lives and thatcannot be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This is not the only advantage of local governments.New policies can be introduced experimentally, 

and good examples can be spread widely to other municipalities.Human Rights Ordinances,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ivil rights protection system are good examples.

Human rights issues can not be solved alone. Everyone must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gather strength. Over 

the past few years, the achievement of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Seoul was possible because of the 

involvement and cooperation of experts and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have built up human rights governance in their regions. I believe that now is the time to move to a new level 

of human rights governance by establishing a network among regional governments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s part of that effort, th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has set the stage for discussions between cities at 

home and abroad to cooperate and develop together. I sincerely thank all of you who are attending this event for 

the first time.

December 5th, 2016

Park Won-soon, Mayor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Greetings / 환영사

Won Soon Park / 박원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yor / 서울특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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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곁에서 인권행정, 인권존중 문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활동가, 전

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의 보

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이행 의무를 실현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할권 내 모든 이들의 인권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인권현장에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지역사회 

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보

호 책임과 기대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08년부터 여러 광역지방자치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인권교육 등의 협력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인권조례를 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가 2012년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인

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흐름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조달 기준에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한 것은 인권존중 문화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에 대한 의제가 더욱 확장되고 인권보장 제도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하

며,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와 협력이 확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인권과 함께 하는 지방정부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의견과 지혜를 공유

하고 공감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Congratulatory Address / 축사

Sung-ho Lee / 이성호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airperson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First of all, allow me to congratulate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which 
is hel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cities. I feel very much privileged to be here with 
you for this meaningful cause.  

Moreover, I wish to express my gratitude to Mayor of Seoul Park Won-soon for his effort to ensure that human 
rights play a key role as guiding principle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My thanks also go to human rights 
practitioners, activists and experts for their contributions in human rights mainstreaming in the culture and the 
public service.  

Last yea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emphasized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its report,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report highligh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human rights, an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of all people living in the jurisdiction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t introduced best practices in a number of countries whe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human 
rights movemen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mmunity. 

Local governments in Korea, bringing government to the grassroots as the lowest tier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a grave responsibility and a significant to role to play i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ir citizens.  

In order to draw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igned business agreements with several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2008 and has since then engaged in joint research and human rights education to tackle human 
rights issues effectively. In 2012, the Commission set forth standards for the Framework Ordinance for Human 
Rights and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s enact or revise their human rights ordinances based thereupon. 

Since Seoul Metropolitan City declared itself as a human rights city in 2012, it established human rights ordinance 
and organizations, and initiated a broad range of citizen engagement programs to realize a truly successful human 
rights city. This is aligned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nd represents a notable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set up “Public Procurement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Businesses” recommended in July 2016. 
The fact that Seoul Metropolitan City developed an indicator reflec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procurement standards is indeed a remarkable achievement in disseminating a human-rights-oriented culture. 

I hope this Conference can expand the scope of agenda on the local governments’ role in human rights protection, 
further develop the human rights system, raise the civil awareness of human rights promotion activities and expand 
thei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human rights movements. 

Lastly, I wish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 once again, and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event facilitates engaging and insightful discussions that will lead local governments to fully embed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ir administration and service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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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입니다.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시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연 것

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2010년 11

월, 인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특위는 서울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

책 과제 발굴과 연구를 지원하고, 인권 관련 정책과 법령 개선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인권기본조례’는 서울시의회 인권특위의 가장 큰 성과물입니다.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

를 열어 서울시와 인권 전문가, 시민의 협치를 통해 만들어진 ‘인권기본조례’는 서울시 인권 행정 시작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인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행정은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책은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시민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문

해봐야 할 것입니다.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는 서울시의 인권 행정, 서울 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 현장에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권 행정 확산을 돕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를 지키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은 인권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인권이 더욱 증진되고 보호받고 실현되어 서울이 1등 

인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 그리고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양준욱

Congratulatory Address / 축사

Jun-Uk Yang / 양준욱
Seoul Metropolitan Council Chairperson / 서울시의회 의장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First of all, allow me to offer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I am delighted that Seoul Metropolitan City chose to host this meaningful conference with a 

strong interest in the issue of human right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that “All citizens ar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on the launch of the Special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November 2010, and engaged i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from November 2010. Since 

then, the Special Committee has helped discover policy tasks, funded research projects, and amended human rights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aim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Seoul citizens.  

In particular,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which passed the Plenary Meeting of the Council in 

September 2012 is by far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The Framework Ordinance 

was drafted through a series of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between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ials, human 

rights experts and the public, and has paved the way for human rights mainstreaming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services of Seoul Metropolitan City.  

I believe that “human rights” should be the overarching value and a top priority in whatever we do. The public 

services and adminis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City must be in support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citizens, and the policies must be design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human value and dignity. To this end, the 10 

million citizens of Seoul must keep asking themselves whether their human rights are well protected, and whether 

any policies are infringing upon their rights. 

Th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will examine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human rights policies enforced upon Seoul citizens, and explore ways of improvement if need be. Also, I hope 

that this occasion will renew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local governments and contribute to human rights 

mainstreaming in their local public services. 

As the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myself am also committed to ensuring that the Council 

protects the safety and life of Seoul citizens, since they are the prerequisites of human rights. The Council will 

continue to engage in close cooperation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and its citizens to promote,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and to make Seoul the No.1 city in terms of human rights implementation.  

Finally, let me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is conference once again, and I wish you all happiness and good 

health. Thank you. 

Jun-Uk Yang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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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국제인권기준과 지방정부”를 주제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는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

해 주신 유럽평의회 지방정부총회 사무총장님,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과 지방도시 인권

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공무원, 인권위원, 현장 활동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컨퍼런스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에서 제정한 사회권, 자유권 협약 및 여성차별철폐, 인종차별철폐, 아동권리, 장애

인권리 등의 주요 인권협약을 비준, 가입하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차원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입니

다. 한국의 인권운동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격랑을 거치면서 다져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짧은 시기에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흔히 인권을 추상적 차원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삶의 터전인 해당 지역 현장에서 인권 침해에 대

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록 아직 한국사회에서 ‘도시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의무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

하며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

근에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권보호와 증진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국 광역지

방자치단체 17개 중 16개가 인권조례를 제공하였고 기초자치단체들도 속속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서의 인권 레짐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은 인권 운동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가 ‘국제인권기준과 지방정부’라는 주제로 해외에서 인권행정을 선도해나가는 핵심 관계자들과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인권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숙지해야 할 ‘국제인권기

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정책 방향 설정과 구

체적인 제도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뜻 깊고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평가합니다.

‘서울’은 수도로서 국내 지방행정체제의 중심이고, 수많은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의 역사 현장이며, 부문별 인권운동가들이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본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서울시가 온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와 인권’

이라는 새로운 인권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인권운동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으로서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Congratulatory Address / 축사

Young-Ae Choi / 최영애
Chairperson of SHRC Committee and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서울 인권 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elcome you here today. 

At the outset, I would like to convey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resident of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under the Council of Europe, the Chairman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human rights practitioners, stakeholders and activists fulfilling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and all participants gathered here from home and abroad as speakers and panelists for the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held for two days under the the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My thanks also go to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putting together this wonderful event. 

Since Korea was admitted to the United Stations in 1991, the country has ratified or joined major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treaties of UN,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Social 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its competences, Korea has sought to fulfill such human rights obligations at the public and private level. The 

history of human rights movement in Korea is not long, however, I am convinced that the aspiration for democracy 

manifested in a series of democratization, anti-dictatorial movements, and the desire to lead a dignified life, and 

special attention to human rights, have surged remarkab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Human rights are often perceived as an abstract concept. However, in order to tackle violence and discriminations 

that are witnessed in our day-to-day life, the power of human rights rooted on mutual respect and equality is vital. 

In particular, it is indispensable that we make a prompt and proactive response to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 

Although the notion of “City and Human Rights” is rather new in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tressed 

local governments as the entity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5 

adopted a resolution on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With the growing awareness in Korea that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promoting human rights, 16 out of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 and now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re following suit. 

As such,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regimes in local governments is highly encour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movement. 

In light of this, our meeting today,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tioners 

and experts under the the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ndeed timely 

and meaningful, as an interactive forum reaffirming the detail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aware of, sharing human rights practices and seeking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with 

the goal of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policymaking and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Seoul,” as the capital of Korea, is the heart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 number of civic movements and 

human rights movements, and where human rights activists often make themselves heard. On the occasion of this 

conference, I hope Seoul will be able to set a new paradigm of human rights movement adding a new dimen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human rights,” and expand the scope of human rights movement through close public-

private cooperation. 

As the co-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I wish to thank you all for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once again. 

Thank you. 

Choi Yeong-ae, Chairpers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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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Andreas Kiefer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Europe, Secretary 

General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defending human rights” 
 

 
Abstract 

 
In his speech, Andreas Kiefer outlines the Council of Europe’s human rights framework, while 
providing a specific focus on the role of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buttressing local politicians’ and administrations’ contributions to promote and implement 
human rights at local level. After an analysis of the role and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horities in regard to human rights, the presentation addresse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laying the ground for the Congress’ 
previous and current activities on this issue and concludes by giving concrete guidance for 
politicians on how to shape a human rights approach to local policy making. 
 
The last decade is marked by a growing awareness of and ambition for human rights policies at 
local level. National legislation has often given th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policies to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which have an impact on human rights. However, while some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field have been indeed deleg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some others 
follow directly from the principles of local and regional self-government, from the right of 
territorial authorities to organise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most functional way. Thus, local or 
regional authorities are not only “agents” of central government – they have their own 
responsibilities to manage human rights on the same basis as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de facto 
the main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human rights treaties. Clearly, the state ratif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ut to large extent local authorities translate international 
obligations into practice. This is what the UN General Assembly referred to as the “Principle of 
shared responsibility”. In essence, a state of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is hence difficult 
to imagine if there are no local authorities that serve as key players in the process.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representing more than 200 000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the 47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has been playing a vital role 
in raising awareness on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Given the inherent connection of the 
Council of Europe’s pillar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Congress’ 
traditional role as guardian of local and regional democracy in Europe soon expanded to promot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for human rights. The diverse 
activities of the Congress, including monitoring of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observation of elections, cooperation activities or de-radicalization work, all evidenced that there 
cannot be democracy without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no human rights withou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Andreas Kiefer / 안드레아스 키퍼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

Secretary General / 유럽평의회 지역 및 지방정부 총회 사무총장

Andreas Kiefer, born on 6 October 1957 in Salzburg, Austria, holds a doctorate of Law since 1984 and a post-graduate degree in 
“General Management with a focus on public management”. 

He worked as Chef de Cabinet of Land Salzburg‘s Vice-President and later President Hans Katschthaler (1984-1995) and as 
Director of the European Affairs Service of Land Salzburg (1996-2010). H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EuRegio Salzburg-Berchtesgadener Land-Traunstein. 

From 2000-2009 he represented the Austrian Länder in the EU‘s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GC) negotiating the Treaty on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the Lisbon Treaty at working level andsubsequently prepared the Lisbon-Treaty-based scheme for 
monitoring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by the Länder. 

In 2003 he served as Secretary General of the Conference of Presidents of Regions with Legislative Powers (REGLEG).
He was elected Secretary General of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 in March 2010 and 
was re-elected in March 2015.

Andreas Kiefer has been a speak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at universities. He has published about local self-government, 
regionalism, interregional co-operation, human rights and citizen participation. 

He is married to Carmen Kiefer, who has been First Deputy Mayor of the Municipality of Kuchl since 1999.

안드레아 키퍼(Andreas Kiefer)는 1957년 10월 6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태어났다. 1984 년법률박사학위를취득했고,"공

공경영을중심으로한경영관리"석사학위를취득했다. 

잘츠부르크부시장의 비서실장 이후 한스캐츠탈러(Hans Katschthaler) 회장(1984-1995)과 잘츠부르크 유럽 행정 사무국장(1996-2010)을 

역임했다. 또한 잘츠부르크-베르히테스가덴영토-트라운슈타인 구간 EuRegio 창설에 기여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유럽 연합 정부 간 회의(IGC)에서 오스트리아 주(Länder)를대표해실무진으로서 유럽 헌법 조약 및 리스본 조약

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주(Länder)에서 시행하는 리스본 조약 기반의 보완성 및 비례 감시 제도를준비했다.

안드레아키퍼는2003년입법권한지역회장회의(Conference of Presidents of Regions with Legislative Powers, REGLEG)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0년3월유럽의회지역및지방 당국 의회(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2015년 3월 재선출됐다.

안드레아키퍼는국제회의및대학에서강연자로활동했다.그는지방자치,지역주의,지역간협력,인권및시민참여에관한출판물을발행했다.

1999년 쿠츨(Kuchl) 지방자치단체 제1부시장을 지낸바 있는 카르멘 키퍼(Carmen Kiefer)와 결혼했다.

Keynote speech /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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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안드레아스 키퍼 

유럽평의회 지역 및 지방정부 총회 사무총장 

“인권을 옹호하는 지역 및 지방 사회” 

 
요약 

 
안드레아 키퍼(Andreas Kiefer)는 연설을 통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인권 

프레임워크 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과 행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 및 지방 당국 의회(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인권에 관한 지방 당국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분석한 후,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 간의 상호 연결을 다루고, 인권에 관한 의회의 과거 및 

현재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 정책 결정에서 

인권 접근법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결론을 맺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차원의 인권 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포부가 커졌다. 국가 법규는 

지방 및 지방 당국에 종종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인권 

분야의 책임 중 일부는 실제로 정부에 의해 위임되었다. 하지만, 영토 지휘권에서 가장 

실용적 방식의 책무 구성에 이르기까지 일부 책임은 지역 및 지방 자치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따른다. 따라서 지역 정부나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사실상 인권 협약 이행의 주요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을 

관리 할 책임이 있다. 분명히, 국가는 국제 인권 협약을 비준하지만, 지방 당국은 상당 

수준 국제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다. 유엔 총회에서는 이를 "공동 책임  원칙"이라고 

부른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 당국이 없이는 효과적인 

인권 보호 상태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 47개국의 200,000개 이상의 지역 및 지방 당국을 대표하는 

지역 및 지방 당국 의회는 지역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럽 의회의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의 본질적인 연결관계를 감안할 때, 유럽의 

지방 및 지역 민주주의의 보호자로서의 본 의회의 전통적 역할은 곧 인간에 대한 지역 

및 지방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증진시키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지방 자치의 유럽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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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s from partnering with the Council of Europe’s Human Rights Commissioner and 
complementing the work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ngress has hence 
developed its own set of activities on human rights. As Pan-European assembly, the Congress is 
well aware of the structural challenges and occasional reluctance to put human rights on the local 
political agenda and thus followed an evolving, pedagogical approach throughout its reports 
published in 2010, 2011 and 2014.  
 
On that basis, the Congress manifested in the Graz Declaration (2015) that “identifying human 
rights related issues, exchanging best practice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regularly assessing the outcomes of implemented actions” will constitute the 
cornerstones of its future activities. Under the umbrella of the Human Rights Action Plan 2016-
2017 the Congress developed practical tools, such as the Human Rights Manual for Local 
Authorities, which provides clear guidance on how to shape a human rights approach to local 
policy making. In line with the methodology of the Congress, the manual responds to the need for 
a tool that groups best practices according to thematic areas and facilitates the exchange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Furthermore, the Congress will welcome local and regional politicians from the Council of 
Europe’s 47 member states at its Colloquium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which will 
be held in Middelburg, Netherlands in September 2017.  
 
In that sense, the Congress actively supports authorities in the three-stage process of identifying 
human rights notions in daily political affairs, via shaping a human rights approach and exchanging 
best practices to evaluating implemented action. Importantly, promoting a human rights 
perspective does not necessarily mean more resources or legal and technical constraints to 
authorities’ work. Instead, embracing the human rights component is an opportunity, a political 
opportunity to strengthen social cohesion, the feeling of inclusion of citizens and in that sense,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local policies. This contributes to achieving active citizenship, based 
on the inter-dependent cornerstones of the triad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e Congress, based on its institutional role in the framework of the Council of Europe, will 
continue its support of local and regional politicians, who in the end are the real actors on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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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선거 관찰, 협력 활동 또는 비급진주의화 활동을 포함하는 본 의회의 다양한 활동은, 

인권과 법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또 법치와 민주주의가 

없이는 인권이 있을 수 없음을 입증했다.  
 
본 의회는 유럽 평의회의 인권 위원장과 협조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것 

외에도 인권에 관한 자체 활동을 개발했다. 본 의회는 범유럽 의회로서, 구조적 난제와 

인권 문제를 지역의 정치적 의제에 통합하는 데 대해 꺼리는 경향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2010년, 2011년 및 2014년에 발표된 보고서 전반에 걸쳐 다루어진 진화적이고 교육적인 

접근 방식을 따랐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의회는 그라츠 선언(Graz Declaration, 2015)에서 "인권 관련 쟁점 규명, 

모범 사례 교환, 모든 수준의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실행된 행동 결과의 정기적 평가"가 향후 

활동의 초석이 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인권 행동 계획 2016-2017(Human Rights Action 

Plan 2016-2017) 산하에서, 본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 인권 매뉴얼(Human Rights Manual 

for Local Authorities)과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개발했다. 이 매뉴얼은 지역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인권 접근법 구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의회의 방법론에 따라, 

이 매뉴얼은 주제 분야에 따라 모범 사례를 그룹화하고, 지역 및 지방 당국 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의회는 2017 년 9 월 네덜란드의 미델 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인권 이행에 관한 

콜로키엄(Colloquium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에 참여하는 유럽 47개 회원국 

의회를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회는 인권 접근법을 수립하고 실행된 행동을 평가하는 모범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일상 정치 활동에서 인권 개념을 파악하는 3 단계 과정에서 당국을 적극 

지원한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 관점을 홍보한다고 해서 당국의 업무에 더 많은 자원이나 

법적 및 기술적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 구성 요소를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 즉, 시민들이 가지는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정책의 효과를 강화한다. 이는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삼각관계의 상호 

의존적 초석에 기초한 적극적인 시민권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본 의회는 유럽 평의회의 틀에서 제도적 역할을 토대로, 결국에는 지역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지방 및 지역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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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주제별 세션 1 취지문: 차별과 혐오

Recently,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minorities are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and the situation is demanding that measures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ession, we will thus look at the European anti-discrimination policy, 

Japan's anti-hate speech policy, and Taiwan's LGBT equality policy in order. Europe 

has long been actively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policies, Japan has recently 

taken a number of measures against hate speech at the municipal and national 

levels, and Taiwan has recently achieved huge success in LGBT equality policies. 

We will discuss about these policies on anti-discrimination and anti-hate speech, 

and take time to ponder upon how to cope—especially how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should cope—with these problems.

최근 세계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유럽의 차별금지정책, 일

본의 혐오표현금지정책, 대만의 성소수자평등정책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고, 일본은 최근 혐오표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대만은 최근 성소수자 평등정책에 있어서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금지정책을 논의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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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토론

Sneh Rao / 스네 라오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enior Policy Adviser /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선임정책고문

Sneh Rao serves as Senior Policy Adviser and Budget Director at the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He oversees 
the Commission's violence prevention initiatives and works closely with minority groups on issues involving hat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efore joining HRC, Mr. Rao was a director at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advocated 
on a range of policy issues affecting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in Latin America. He was also a fellow through the Thomas 
J. Watson Foundation and researched health and human rights issues affecting sex workers in South Africa, Brazil and Spain. 
In addition, Mr. Rao served with the office of former US Senate Majority Whip Dick Durbin and provided support to Foreign 
Relations and Appropriations subcommittees. Mr. Rao speaks Gujarati, Spanish, Portuguese and French. He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Macalester College and holds a Master in Public Policy from Harvard University’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n Ga Ram is a lawyer who studied law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University. He w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Hope Law) and also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lawyer at Hope Law, Chairperson of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 member of the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and advisory member to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nd KNP+.

스네라오는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고위 정책 자문관 겸 예산국장이다.

그는 위원회의 폭력 예방 발안을 감독하고, 증오 폭력 및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수 그룹과 긴밀히 협력한다. 인권위원회에 합

류하기 전에는 국제 인권 단체의 국장이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및 경제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책 문제를 옹호했다. 

그는 토마스 J. 왓슨 재단(Thomas J. Watson Foundation)의 연구원이었으며 남아공, 브라질 및 스페인의 성매매업 종사자와 관련된 

보건 및 인권 문제를 다뤘다. 또한, 전(前)원내총무딕더빈(Dick Durbin) 사무실에서 일하며 외교 및 세출 분과위원회를지원했다. 스네 

라오는구자라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매캘러스터 칼리지(Macalester College)를수석으로졸업했으며, 하

버드케네디 스쿨(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KS) 공공정책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

한가람은 현직 변호사로 학부에서는 법과 국어교육을 전공하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및 한국게이인권운

동단체 친구사이의 대표로 활동하였었으며, 현재에는 희망법 변호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

회 위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iscussion / 토론

Garam Han / 한가람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Lawyer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Discussion / 토론

Changwon Pyo / 표창원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 국회, 국회의원

Thematic Session 1 / 주제별 세션 1

Moderator / 좌장

Young-Ae Choi / 최영애
Chairperson of SHRC Committee and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서울 인권 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02.2-2004.7  Secretary Genera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8- 2007 Standing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08.1- Present  Board of director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10- Present Representative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2013- Present  Co-chairperson
 Korea Peace Forum 

2014 Honor Prize for the Woman Leader of Seoul
 City of Seoul, Korea 

2016.2- 현 <서울특별시 2기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6- 현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

2002.2.19 - 2004.7.22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역임

2004.7.23 - 2007.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2008.1- 현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010.9. - 현재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키는사람들> 대표이사

2013. - 현재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2014- 서울시 여성상 대상 수상

2016.2.2- 현  <서울특별시 2기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6- 현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공동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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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Session 1 
Robert Wintemute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of Human Rights Law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A MODEL FOR KOREA, JAPAN AND TAIWAN? 

 
 
I. Constitutional anti-discrimination law (ADL) and statutory (legislative) ADL 
- the national Constitution sets standards for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all part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he public sector), which may not discriminate in any area 
- but many opportunities in employment, education, housing and othe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 statutes (Acts or ordinary laws) of the legislature are needed to mak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more detailed, and make it clearly apply both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in specific areas (employment, education, housing, other services) 
 
II.  The status quo in Korea 
 
- constitutional ADL: 
http://korea.assembly.go.kr/res/low_01_read.jsp  
Article 11 [Equality] 
 (1)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2) No privileged caste shall be recognized or ever established in any form. ...  
 
- no statutory ADL: 
http://www.citylab.com/politics/2016/03/why-south-korean-businesses-can-legally-refuse-to-
serve-foreigners/473220/ 
... Between expats, migrant workers,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brides, 1.5 million people—
or 3 percent of Korea’s population—are foreign-born. 
That’s expected to grow to 10 percent by 2030, which is on par with European societies today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9038#.WDyA137hBaR  
Republic of Korea: UN rights expert urges adop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9 Oct. 2014) 
 
III.  The status quo in the United Kingdom 
 
- constitutional ADL: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onHR), Article 14 (the UK 
has not ratified Protocol No. 12, which is broader); Article 14 can be enforced in UK courts through 
the Human Rights Act 1998, as well as by applying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trasbourg, France), after exhausting remedies in the UK 
 
- statutory ADL has two sources:  European Union Directives (and Article 157 TFEU) and the 
Equality Act 2010 (for Great Britain = England, Wales, Scotland; separate legislation for Northern 
Ireland), which implements EU requirements and goes beyond them in some areas 
 

Thematic Session 1 / 주제별 세션 1

presentation / 발표

Robert Wintemute / 로버트 윈테뮤트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 킹스칼리지 런던 교수

Robert Wintemute is a Professor of Human Rights Law at King's College London, where he also teaches European Union Law 
and Anti-Discrimination Law.  Originally from Canada, he studied law at McGill University in Montréal, before practising 
bankruptcy law in New York City with the Milbank law firm, and doing his doctorate at the University of Oxfor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 has represented third-party interveners (NGOs) and applicants in cases in which the 
Court has fou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adopted important principles regarding the family life of same-
sex couples:   Karner v. Austria (2003), E.B. v. France (2008), Schalk & Kopf v. Austria (2010), X & Others v. Austria (2013), 
Vallianatos & Others v. Greece (2013), Oliari & Others v. Italy (2015), Taddeucci & McCall v. Italy (2016).  I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e drafted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al arguments for the surviving same-sex partner in Maruko 
(2008).

I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e has served as an expert witness in three cases in which the Court fou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tala Riffo v. Chile (2012), Duque v. Colombia (2016), Flor Freire v. Ecuador (2016).      

로버트 윈테뮤트 (Robert Wintemute)는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인권법 교수이며 유럽 연합법 및 차별 금지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캐나다 출신으로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밀뱅크(Milbank) 법률회사에서 

뉴욕시 파산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사건이나 동성 커플의 가족 생활 관련 중요 원칙을 채택한 데 따른 차별 사건에서 제3자 

개입자(NGO) 및 지원자들을 변호했다. 카너(Karner) v. 오스트리아 (2003), E.B. v. 프랑스 (2008), 챠크(Schalk) & Kopf v. 오스트리

아 (2010), X 외 v. 오스트리아 (2013), 발리아나토스(Vallianatos) 외 s v. 그리스 (2013), 올리아리(Oliari) 외 v. 이탈리아 (2015), 타데우

치(Taddeucci) & 맥콜(McCall) v. 이탈리아 (2016).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Maruko(2008)의 생존 동성 파트너를 옹호하는 구두변론 영

어판 초안을 작성했다. 

미주 인권 재판소의 세 건의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자로 참석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아

탈라 리포(Atala Riffo) v. 칠레 (2012), 두케(Duque) v. 콜롬비아 (2016), 플로 프레이(Flor Freire) v. 에콰도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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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tent of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ADL 
 
A.  Prohibited grounds  
 
- EConHR Art. 14: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shall 
be secur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EU law: 
 - Directive 2006/54 prohibits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 Article 157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prohibits sex discrimination in 
  pay (can be enforced against a private company, unlike Directive 2006/54) 
 - Directive 79/7 prohibits sex discrimination in social security 
 - Directive 2004/113 prohibits sex discrimination in access to services (not education) 
 - Directive 2000/43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racial or ethnic origin  
 - Directive 2000/78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in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 Equality Act 2010, section 4 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protected characteristics—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gender identity];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pregnancy and maternity; race [includes colour, 
nationality, ethnic or national origins];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  year when ground added to legislation for Great Britain:  race (1965), sex (1975), disability 
(1995), religion and sexual orientation (2003), age (2006) 
 
B.  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prohibited grounds 
- Directive 2000/78, Article 2(2): 
(a) direct discrimination shall be taken to occur where one person is treated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is, has been or would be treated in a comparable situation, on any of the grounds referred 
to in Article 1 [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race, religion, sexual orientation cannot be 
justified under UK law; a specific exception is required] 
 
C.  In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prohibited grounds 
 
- Directive 2000/78, Article 2(2): 
(b) indirect discrimination shall be taken to occur where an apparently neutral provision, criterion 
or practice would put persons having a particular religion or belief, a particular disability, a 
particular age, or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at a particular disadvantage compared with other 
persons unless: 
 
(i) that provision, criterion or practice is objectively justified by a legitimate aim and the means of 
achieving that aim are appropriate and necessary ... 
 

Thematic Session 1 / 주제별 세션 1

IV.  The two sources of European law:  the Council of Europe (47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28 member states) 
 

 

 
 
- court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in Strasbourg  
- court of the EU:  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 in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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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sson v. Fogelqvist (CJEU, 6 July 2000), Case C-407/98 (but not if the man is clearly 
 better qualified) 
Lommers v. Minister van Landbouw (CJEU, 19 March 2002), Case C-476/99 (an employer may 
 reserve nursery places for the children of female employees) 
 
- racial or ethnic origin 
D.H. v. Czech Republic (ECtHR, 13 Nov. 2007) (Roma children much more likely than non-
 Roma children to be placed in special schools) 
CHEZ Razpredelenie Bulgaria AD (CJEU, 16 July 2015), Case C-83/14 (neighbourhoods with a 
 Roma majority selected to have electricity meters placed 6 to 7m above ground vs. 1.7m)  
 
- religion 
Leyla Şahin v. Turkey (ECtHR, 11 Nov. 2005) (Muslim university student who wore headscarf) 
S.A.S. v. France (ECtHR, 1 July 2014) (Muslim woman who covers her face in the street) 
 
- disability 

Kaltoft (CJEU, 18 Dec. 2014), Case C-345/13 (obesity could be a disability in some cases)  

- age 
Prigge v Deutsche Lufthansa (CJEU, 13 Sept. 2011), Case C-447/09 (a compulsory retirement age 

of 60 for pilots, compar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65, could not be justified) 
 
- sexual orientation 
Dudgeon v. UK (ECtHR, 22 Oct. 1981) (prohibition of male-male sexual activity) 
Smith & Grady v. UK (ECtHR, 27 Sept 1999) (dismissal of LGB members of armed forces) 
Schalk & Kopf v. Austria (ECtHR, 24 June 2010) (no right to marry for same-sex couples yet, 
 but they have a "family life") 
X & Others v. Austria (ECtHR, 19 February 2013) (if unmarried different-sex couples may adopt 
 each other’s children, same-sex couples must also be permitted to do so) 
Oliari & Others v. Italy (ECtHR, 21 July 2015) (a "specific legal  framework" must be 
 introduced for same-sex couples) 
Taddeucci & McCall v. Italy (ECtHR, 30 June 2016) (a same-sex couple must be exempted from 
 the marriage requirement for a family-member residence permit) 
 
- gender identity (covered by the ground "sex" in EU law)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CJEU, 30 April 1996), Case C-13/94 (dismissal of a 
 transgender woman for undergoing gender reassignent surgery) 
Christine Goodwin v. UK (ECtHR, 11 July 2002) (transgender woman has right to have her legal 
 sex on her birth certificate changed from male to female, and to marry a man) 
 
VI.  Further Reading - R. Wintemute, "Goodbye to EU Anti-Discrimination Law?  Hello to 
Repeal of the Equality Act 2010?", (2016) 27(3) King's Law Journal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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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aterial scope (areas of life in which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and exceptions 
(permitting what would otherwise be direct discrimination; not needed for indirect 
discrimination, which may be justified) 
 
- Directive 2000/43 (discrimination based on racial or ethnic origin), Article 3(1): 
(a) conditions for access to employment ..., including selection criteria and recruitment 
conditions, ... at all levels of the professional hierarchy, including promotion; 
 
(b) access to all types ... of ... vocational training, ... including practical work experience; 
 
(c)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dismissals and pay; 
 
(d) membership of and involvement in an organisation of workers or employers, or any 
organisation whose members carry on a particular profession ...; 
 
(e) social protection, including social security and healthcare; 
 
(f) social advantages; 
 
(g) education; 
 
(h) access to an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available to the public, including housing. 
 
E. Posi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as an exception 
 
- preferences for members of under-represented groups, if equally qualified? 
- Article 157(4) TFEU: 
With a view to ensuring full equality in practice between men and women in working lif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hall not prevent any Member State from ... adopting measures 
providing for specific advantages in order to make it easier for the underrepresented sex to pursue 
a vocational activity or to ... compensate for disadvantages in professional careers. 
 
F.  Enforcement (including enforcement agency) and remedies 
 
- Directives 2006/54 and 2000/43 require an enforcement agency for sex and racial/ethnic origin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http://www.equalityhumanrights.com (all grounds) 
 
V.  Important decisions of the two European courts 
 
- sex 
Dekker (CJEU, 8 Nov. 1990), Case C-177/88 (pregnancy discrimination is sex discrmination) 
Sirdar v. Army Board (CJEU, 26 Oct. 1999), Case C-273/97 (women may be excluded from 
 combat roles in armed forces) 
Marschall v. Land Nordrhein Westfalen (CJEU, 11 Nov. 1997), Case C-409/95 (a woman may 
 be chosen over a man if their qualifications are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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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국의 현황 

 

- 헌법의 ADL: 유럽인권협약(EConHR), 제 14 조(영국은 더 포괄적인 제 12 추가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제 14조는 영국 법정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구제 방법을 강구해본 이후에, 1998년 

인권법을 통해, 혹은 유럽인권재판소(스트라스부르, 프랑스)에 항소를 통해 적용 가능하다. 

 

- 법률 ADL의 두 가지 근원: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는 유럽연합 지침서(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 157 조) 및 영국의 2010 년 

평등법(이는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위한 것이며, 북아일랜드는 

별도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IV. 유럽 법의 두 가지 근원:  유럽평의회(47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28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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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차별금지법: 

한국, 일본, 대만을 위한 모델일까? 

 

로버트 윈테뮤트(Robert Wintemute), 킹스칼리지런던 인권법 교수 

(robert.wintemute@kcl.ac.uk) 

 

주제특강 I: 차별 금지 정책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국제 인권 기준 및 지방정부의 역할 

2016년 12월 5일, 서울시청 

 

I. 헌법의 차별금지법(ADL)과 법률(입법 상)의 ADL 

- 국헌은 입법부, 집행부, 국가 및 지방정부의 모든 산하 부문(공공부문)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차별은 

모든 부문에서 금지된다. 

- 그러나 고용, 교육, 주택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기회가 민간 부문에서 제공된다. 

- 입법부의 법령(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나 일반 법률)은 차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 구체적인 분야(고용, 교육, 주책, 기타 서비스)에서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II. 한국의 현황 

 

- 헌법의 ADL: 

http://korea.assembly.go.kr/res/low_01_read.jsp  

제 11조 [평등]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법률의 ADL 없음: 

http://www.citylab.com/politics/2016/03/why-south-korean-businesses-can-legally-refuse-to-serve-

foreigners/473220/ 

…해외 거주자, 이주 노동자, 군인 및 외국인 신부를 합치면, 150 만 명(또는 한국 인구의 3%)이 외국 

태생이다. 이는 2030년까지 1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유럽 사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9038#.WDyA137hBaR  

대한민국: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촉구하다 (2014년 10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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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2010 년 평등법, 섹션 4 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다음의 특성은 

보호받는 특성이다: 연령, 장애, 성별 재지정 [성 정체성], 결혼 및 동성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임신 

및 출산, 인종[피부색, 국적, 출신 인종 또는 국가 포함],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성향.” 

 

-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법률에 관련 부문이 추가된 년도: 인종(1965), 성별(1975), 장애(1995), 

종교 및 성적 성향(2003), 연령(2006) 

 

B. 금지부문에 대한 직접차별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0/78, 제 2조 2항: 

(a) 제 1조에 언급된 부문 중 어느 것에서라도, 한 사람이 다른 이가 비슷한 상황에서 받는, 받은, 또는 

받을 것보다 덜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직접차별이 성립된다.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성향에 따른 

직접 차별은 영국의 법 아래 정당화될 수 없다. 구체적인 예외사항이 필요하다.] 

 

C. 금지부문에 대한 간접차별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0/78, 제 2조 2항: 

(b) 명백하게 중립적인 조항, 기준, 또는 관행이 다른 이와 비교해 특정 종교 또는 신념, 특정 장애,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i) 해당 조항, 기준, 또는 관행이 합법적인 목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D. 물리적 범위(차별이 금지되는 생활영역) 및 예외사항(예외 대상이 아니었다면 직접차별에 해당됐을 

사항. 간접차별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있다.)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0/43 (discrimination based on racial or ethnic origin), 제 3조 1항: 

(a) 승진을 포함한 직업 계층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선발 기준과 채용조건을 포함한… 고용조건; 

 

(b) 실무 경험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직업 훈련… 에 대한 접근성; 

 

(c) 해고 및 급여를 포함한 고용 및 노동조건; 

 

(d) 근로자 또는 고용주로 구성된 조직, 또는 특정 직업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의 일원 및 이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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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평의회 법원: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ECtHR) 

- 유럽연합 법원: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 

 

IV. 헌법의 ADL내용과 입법의 ADL 내용 

 

A. 차별금지 부문  

 

- 유럽인권협약 제 14조: “본 협약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관계,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 그 어느 

부문에서든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유럽연합의 법: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6/54는 고용과 직업훈련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한다. 

 - TFEU(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 157조는 급여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Directive  

2006/54와는 달리,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79/7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한다.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4/113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한다. (교육 제외)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0/43는 출신 인종 또는 민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0/78는 고용과 직업훈련에 있어 종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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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Z Razpredelenie Bulgaria AD (CJEU, 16 July 2015), Case C-83/14 (주민의 과반수가 로마인인 

지역에서 전기 계량기를 지상에서 1.7m가 아닌, 6-7m에 설치)  

 

- 종교 

Leyla Şahin v. Turkey (ECtHR, 11 Nov. 2005) (머리 스카프를 쓴 무슬림 대학생) 

S.A.S. v. France (ECtHR, 1 July 2014) (거리에서 얼굴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 장애 

Kaltoft (CJEU, 18 Dec. 2014), Case C-345/13 (비만은 경우에 따라 장애가 될 수 있다.)  

- 연령 

Prigge v Deutsche Lufthansa (CJEU, 13 Sept. 2011), Case C-447/09 (65세라는 국제 표준 퇴직연령에 

비한 60세라는 조종사들의 의무 퇴직연령, 정당화되지 못함) 

 

- 성적 성향 

Dudgeon v. UK (ECtHR, 22 Oct. 1981) (남-남 성관계 금지) 

Smith & Grady v. UK (ECtHR, 27 Sept 1999) (군에서 해고된 동성애자∙양성애자) 

Schalk & Kopf v. Austria (ECtHR, 24 June 2010) (아직 동성 간 결혼할 권리는 없지만, 하나의 “가족 

생활”로 인정) 

X & Others v. Austria (ECtHR, 19 February 2013) (미혼 이성 커플이 서로의 자녀를 입양해도 된다면, 

동성 커플에게도 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Oliari & Others v. Italy (ECtHR, 21 July 2015) (동성 커플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틀"이 도입돼야 

한다.) 

Taddeucci & McCall v. Italy (ECtHR, 30 June 2016) (동성 커플은 가족 거주증을 위한 결혼요건을 면제 

받아야 한다.) 

 

- 성 정체성 (유럽연합의 법 중 ‘성별’ 부문에서 언급)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CJEU, 30 April 1996), Case C-13/94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 해고) 

Christine Goodwin v. UK (ECtHR, 11 July 2002) (트랜스젠더 여성은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할 권리와, 남성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VI. 추가 참고 서적 - R. Wintemute,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과 작별하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 폐지를 

맞이하다?", (2016) 27(3) King's Law Journal (곧 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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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호; 

 

(f) 사회적 이점; 

 

(g) 교육; 

 

(h) 주거를 포함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공급. 

 

E. 예외인 긍정적 조치(positive action, 또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자격이 동등하다면, 소외그룹 구성원에 대한 선호도? 

- TFEU(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 157 조 4 항: 직장생활에서 완전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등한 대우에 대한 원칙은 회원국이… 구체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를 채택해, 소외 성별의 

직업활동을 더 용이하게 만들거나… 전문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을 방지하지 말아야 한다. 

 

F.  집행(집행기관 포함) 및 구제 방법 

 

- Directive(유럽연합 지침서) 2006/54 및 2000/43는 성별과 출신 인종/민족에 대한 집행기관을 필요로 

한다. 

-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http://www.equalityhumanrights.com 

(모든 부문) 

 

V. 유럽의 두 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 성별 

Dekker (CJEU, 8 Nov. 1990), Case C-177/88 (임신 차별은 성차별이다.) 

Sirdar v. Army Board (CJEU, 26 Oct. 1999), Case C-273/97 (군 전투 직위에서 여성을 제외시킬 수 있다.) 

Marschall v. Land Nordrhein Westfalen (CJEU, 11 Nov. 1997), Case C-409/95 (자격요건이 동등하다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Abrahamsson v. Fogelqvist (CJEU, 6 July 2000), Case C-407/98 (남성의 자격이 월등한 경우는 예외다.) 

Lommers v. Minister van Landbouw (CJEU, 19 March 2002), Case C-476/99 (고용주는 보육시설을 여성 

직원들의 아이들을 위한 장소로 확보할 수 있다.) 

 

- 출신 인종 또는 민족 

D.H. v. Czech Republic (ECtHR, 13 Nov. 2007) (로마 어린이들이 그 외 어린이들보다 특수학교로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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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uko Morooka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Researcher 
 
１. Prevalence of hate speech in Japan and its background 
Hate speech and hate crimes toward Koreans in Japan are derived from the structural 
discrimination which is based on the colonialism that hasn’t ended, and this has continued in the 
postwar society publicly or individually. The discrimination itself has improved little by little, 
through the struggles of those directly involved. Meanwhile, the government itself hasn’t 
acknowledged that there has been severe discrimination, and it hasn’t conducted any factual 
survey of the discrimination; moreover, it hasn’t established any equality law,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ducation for preventing discrimination, domestic human rights institute, 
individual notification system, etc. Since early 2013, the hate demonstrated has been conducted 
publicly in areas where Korean Japanese reside by the racist groups, which has been done during 
the weekends all over the country. About 400 demos have occurred, making them very frequent 
and normal. The emergence of efforts deny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historical perpetrator was 
the background of the demo’s outbreak. 
 
２. Activation of protests and movement for enacting legislation 
The protests which have been held on the sites have become active as well. In March,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Arita Yosihu(有田芳生) who is a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at that time, it was 'the Democratic Party’ 
of the current time) held the rally that criticized the hate demo. Moreover, the NGO which 
required the enactment of the anti-race discrimination law that is based on the actualization of 
the Treaty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for which Japan signed in 1995, developed 
various activities. In October, the Kyoto Regional District announced the epoch-making decision 
that the Kyoto Korean school attack was racial discrimination appointed by the Treaty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pril 2014, the 「Parliamentary Union for Demanding the Framework Act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which is a bipartisan union, was established mainly by 
the opposition. In July, the High Court supported the first trial of the Kyoto Korean school 
attack, and the mayor of Osaka accepted this, so he expressed the opinion that he will examine 
the ordinance for preventing hate speech. Furthermore, the UN Committee of the Treaty of 
Freedom Rights and the UN Committee of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participated 
in the screening of the report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end of July and in August 
respectively; moreover, they issued strict recommendations which require legal regulation 
regarding hate speech and hate crime, etc.  
By accepting domestic and foreign criticism, the majority party also started to make movements; 
in Augus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formed a project team for preventing hate speech and 
the Komei Party also participated in the formation of a project team in September. 
 After September 2014, Tokyo Metropolis National Municipal Council, groups of people 
directly involved, etc. started to submit written opinions successively, which was triggered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UN (By the end of May 2016, there were more than 300 written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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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is the basic ideology for the efforts of the public toward the 「contribution to the 
society where there are not any unfair discriminative comments and behaviors」, and it does not 
have any regulation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rticle 4 contains the responsibilities. It says that 「the nation should execute the policy 
regarding the countermeasure for eliminating hate speech」 and 「the local public entities 
should make efforts to seek the countermeasures which meet the case of each region」. 
From article 5 to article 7,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lt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oper education are included abstractly. 
However, this legislation can be regarded as the first ‘anti-racial discrimination law’ of Japan, 
since it aims to promote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ve comments and behaviors」 by the 
nation and local public institute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vere damages caused by them for 
the first time.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nation supports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nd that non-
discrimination has become the standard of the nation and society because the law.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at the site of the hate demo, the police had to notify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demo about the contents of the bill which include the retraction of hostility 
toward immigrants and the elimination of the hate speech. Furthermore, ri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on May 30th, Kawasaki city did not allow the use of the municipal park 
for the hate demo. On June 2nd, Kawasaki branch of Yokohama(横浜) Regional District made 
the decision to ban the hate demo and forbid people from roaming around near the regions where 
Korean Japanese reside in Kawasaki. 
 
4. Further tasks 
Thanks to the law, hate speech has been controlled to some degree; however, the law is not 
forceful and it is also abstract. Additionally, the coverage of the countermeasure does not cover 
all racial discrimination, but only hate toward foreigners in Japan, which is rather limited. Also, 
the condition of ‘people who legally reside in Japan’ is discriminative and it violates the 
ordinance. 
 Thu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the movements for preparing concrete policies of 
the nation and the regions, which i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rdinance are occurring 
in many regions. In Kawasaki city, the committee that is examining the promotion of race policy 
replied regard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hate speech,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rdinance. Furthermore, as the next step for targe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the 
comprehensive law to abolish racial discrimination, the movement for enacting the basic law to 
abolish racial discrimination in 2017 is occurring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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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y who belong to the congressmen union that stated 
their opinion in May 2015 submitted the 「Bill for promoting the policy of the deracializ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ereafter “the opposition party bill”) to the House of Councilors. They 
declared the banning of discrimination and established the bas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which included the annual report, the factual surve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in the Cabinet Office, and the financial 
measures, etc. Discussion of the opposition party bill began on August 6th of the same year at 
the House of Councilors Justice Committee. After that, private consultation of the major 4 parties 
in Japan occurre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expressed opinions such as ① Covering all of 
the areas of racial discrimination, ② The provision for prohibition should be carefully handled in 
term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etc. The opposition party bill accepted the public opinion 
which requires the countermeasure of the country. As a result, the bill was not withdrawn, so the 
discussion continued. 
 By the end of the same year, the justice ministry of Japan declared that 「The Realization 
of the Country for Human Rights」 will be its first target by 2020, when Tokyo will host the 
Olympics. Among the plans for 2016, it also conducted a factual survey regarding hate speech. 
On January 15th, 2016, the ordinance for inhibiting hate speech was established in Osaka city 
(Refer to reference No.1). 
 On March 22nd of the same year, testifiers for the opposition party bill were questioned. 
Also, a third-generation Korean Japanes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area of Kawasaki City, 
Kanagawa who was a woman appealed the damages. Moreover, on March 31st, a congressman 
who belongs to the House of Councilors’ Justice Committee inspected the damaged site of the 
hate demo. 
 Based on the above details, on April 8th, the two parties of the majority party submitted 
the 「Bill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ve insulting remarks toward people who are 
from foreign countries」. After that, through the discussions of the majority parties and 
opposition parties, a part of the in party bill was modified, and the Justice Committees of the 
House of Councilors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greed to pass the bill, and on May 24th, 
in the general meeting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majority of the members agreed to pass 
the bill. 
 
3. Hate speech relief bill’s overview and significance 
 The bill for getting rid of hate speech (refer to reference No.2) is not a fundamental law 
abolishing racial discrimination, but an ideological law which is specialized for getting rid of 
hate speech toward foreigners in Japan. The full text includes content that hate speech 「causes 
lots of agony to the targets and severely cracks the effected communities」; moreover, it also 
says that hate speech 「should not be available」 and 「it should not be allowed」. 
 Article 1 promotes policies to get rid of hate speech, since 「it is an important task」. 
Article 2 is the regulation for justice, and the 「people from foreign countries (except for 
Japan) 」 are 「people who are from countries or regions outside Japan, or their descendants that 
reside legally in Japan」. Moreover, 「the unfair discriminatory comments and behaviors」 are 
conducts ① excluding those people in local communities ② for encouraging or provoking the 
discriminative notion ③ because they are from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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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들여 여당도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자민당, 9월에는 공

명당에 혐오 발언(Hate Speech) 대책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다.  

 9월 이후에는 UN 권고를 계기로 하여 도교도 국립시의회를 시작으로 당사자 단체 등이 노력하

여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잇달아 제출되었다(2016년 5월말 시점 300 건 초과).  

 2015년 5월 전술한 의원연맹소속의 야당 의원 7명이 참의원에게 ‘인종차별철폐 시책 추진 법

안’(이하 야당 법안)을 제출하였다. 차별의 금지를 선언하고 정부의 기본방침책정, 연차 보고, 실

태 조사, 피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내각부에 심의회 신설, 재정 조치 등을 정했다.  

 야당 법안은 동년 8월 6일에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나, 이후에는 자공민진 4

당의 비공개 협의가 7회 개최되었다. 여기서 자민당은 ① 인종차별 전체를 다루는 것은 영역이 

너무 넓다. ②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표명되었다. 

야당 법안은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폐안하지 않고 심의를 이어가게 되었다. 

 동년말 법무성은 2016년도 예산안 중에서 2020년 도교 올림픽 개최 시까지의 ‘인권 대국・일

본의 실현’을 첫 목표로 내세웠으며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오사카시에서는 혐오 발언(Hate Speech) 억제 조례가 성립되었다 (자료 1 

참조).  

 동년 3월 22일, 야당 법안에 관한 참고인 질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

사키(川崎)시 주거지역에 거주 중인 재일 한국인 3세의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였다. 또한 3월 31

일에는 혐오 시위(Hate Demo)의 피해 현장을 참의원 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시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 양당은 4월 8일 대안으로 참의원에게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처 추진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여야당에서의 논의를 통해 여당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참의원・중의원 양법무위원회에서 

전회파의 일치로 부대 결의한 후 가결하였으며 5월 24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3. 혐오 발언(Hate Speech) 해소법의 개요와 의의 

 혐오 발언(Hate Speech) 해소법(자료 2 참조)은 야당 법안과 달리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이 

아니라 재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Hate Speech) 해소에 특화된 이념법이다. 전문에서는 

혐오 발언(Hate Speech)가 대상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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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일본에서의 혐오 발언(Hate Speech)의 만연과 그 배경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Hate Speech) 및 혐오 범죄(Hate Crime)은 식민지주의의 미청산

을 근저로 하는 구조적 차별을 배경으로 하며, 전후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혹은 개인적인 형태

로 계속 이어져 왔다. 차별 전반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왔

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차별이 있음을 자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차별의 실태조사, 평등법, 

차별금지법, 차별철폐교육, 국내인권기관, 개인통보제도 등 일체 정비를 하지 않았다. 2013년초

부터 재일 한국인 거주지구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주의집단에 의한 공공연한 혐오 시위(Hate 

Demo) 및 가두 선전이 주말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연평균 40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상화되었다. 역사적인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노력의 대두가 배

경에 있다.  

 

２. 반대운동의 활발화와 법률제정운동  

 현장에서 항의하는 카운터 활동도 활발해졌다. 3월에는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당시, 

현 ‘민진당’)참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유지들이 혐오 시위(Hate Demo)를 비판하는 원내 

집회를 열었다. 또한 일본이 1995년에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의 구체화를 중심축으로 하여 

반인종차별법의 제정을 요구해온 NGO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0월에는 교토조선학교 습격

사건 민사 재판에서 인종차별 철폐 조약이 정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획기적인 교토지방법

원의 결정이 있었다.  

 이듬해인 2014년 4월에는 야당 중심으로 초당파인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 연

맹’이 설립되었다. 7월에는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의 1심 판결을 지지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이를 받아들여 오사카시장이 혐오 발언(Hate Speech)대책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

을 표명하였다. 또한 7월말에는 UN자유권조약위원회, 8월에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

본정부보고서 심사가 있었으며 혐오 발언(Hate Speech), 혐오 범죄(Hate Crime)에 대한 법 규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엄격한 권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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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립 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정책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과 지방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가와사키시 인종시책추진심의회가 조례 제정을 포함한 혐오 발언(Hate Speech) 대책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또한 포괄적인 인종차별철폐법의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단계로서 

내년 2017년 인종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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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해악을 인정하고 혐오 발언(Hate Speech)를 ‘있어서는 안되며’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1조는 목적으로서 혐오 발언(Hate Speech)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조는 정의 규정이며 ‘본국(일본) 외 출신자’란 ‘오직 본국(일본) 역외에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자손이며 적법하게 주거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①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목적으로, ② 외국 출신인 것을 이유로, ③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이라 한다.  

 3조는 기본 이념으로서 국민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별금지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4조는 책무이며 국가는 ‘해소를 위한 대처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조에서 7조에서는 ‘기본적 시책’으로서 상담 체제의 정비, 교육에 대한 충실화 등 계발활동 

등이 추상적으로 들어졌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국가가 처음으로 ‘차별적 언동’의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그 해소를 위한 대처를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의 첫 

반인종차별법이라 할 수 있다.  

해소법에 의해 국가가 반차별의 입장에 서고 반차별이 국가와 사회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대한 의의는 크며 성립 이후 혐오 시위(Hate Demo)의 현장에서 경찰은 카운터에 대한 

적대감의 철회와 혐오 발언(Hate Speech)를 멈추라고 하는 내용을 데모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게 

되었다. 또한 성립 직후인 5월 30일 가와사키(川崎)시는 헤이트 집회를 위한 시립공원 사용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6월 2일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 

가와사키(川崎)지부에서는 가와사키의 재일 한국인 주거지역 주변에서의 혐오 시위(Hate 

Demo) 및 배회 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4. 이후의 과제 

 동법에 의해 일부 혐오 발언(Hate Speech) 억제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동법에는 강제력이 

없고 추상적이며 대처의 대상도 인종 차별 전체가 아니라 재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Hate)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라는 조건은 차별적이며 조약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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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許秀雯 (Victoria Hsu) / 빅토리아 쉬
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 Founder / 

대만반려권익추진연맹 설립자

Thematic Session 1 

Victoria Hsu 

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 Founder 
 
The Struggle for LGBT Rights in Taiwa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LGBT Rights in Taiwan in recent years can be explained in the following 
aspects: 
 
 1.  Legislative: Two bills proposing marriage equality (same-sex marriage) were raised in 
Taiwan’s Legislative Yuan in 2012 and 2013. The bill proposed in 2013 was drafted by the 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 (TAPCPR). Victoria Hsu was the principal author of 
TAPCPR’s bill. This version of the bill aims to give any two people, regardless of gende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equal rights to marriage, as well as to allow same-sex spouses to 
adopt children. These two bills passed the first reading in the Legislative Yuan, but despite the fact 
that opinion polls show that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of Taiwan support these bills, they 
continue to be vigorously opposed by several religious organizations. The two bills were dead after 
the previous Legislative term ended. Currently, there are three versions of marriage equality bills 
proposed in November 2016 by legislators Yu Mei-Nu (DPP), Hsu Yu-Ren (KMT) and the New 
Power Party (NPP), wherein Hsu Yu-Ren’s version was adapted from TAPCPR’s draft in 2013. 
The three bills all passed their first readings and entered the Judiciary and Organic Laws and 
Statutes Committee for deliberation. 
 
 
2. Judicial: The TAPCPR’s legal team maintains that the Civil Code’s prohibition of same-sex 
marriage is unconstitutional. Therefore, on 20 August 2015, the TAPCPR lawyers led by Victoria 
Hsu have applied fo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rom the Council of Justices on behalf of Mr. 
Qiu Jia-Wei. The TAPCPR has also initiated three other administrative lawsuits in connection with 
marriage equality cases since 2014. 
 
3.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LGBT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opposing LGBT rights: In 
the 2016 general elections, organizations both supporting and opposing LGBT rights are engaging 
in the elections as a means toward achieving their desired ends. Victoria Hsu was an openly lesbian 
candidate of the Green Party/Social Democratic Party alliance, running for the position of 
legislator-at-large. This is a new situation worth analyzing for Taiwan society. 
 
4. Local Government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over the past two years among some of the 
local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Taiwan. These include allowing same-sex partner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weddings held by city governments, allowing same-sex partners to register 
with the household registry, and even advocating that same-sex partners have the right to sign 
surgical consent forms. The Taipei City government has, moreover, petitioned the Council of 
Justices to issue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garding whether or not same-sex partners can 
marry. 
 

5. Other: With regard to LGBT rights, Taiwan already has had some achievements and continues 
to proactively push for further progress. These areas include the laws and policies in connection 
with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Anti-discrimination Laws, the changes to the legal 
gender, and the implementation of LGBT inclusive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middle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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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쉬 

대만반려권익추진연맹 

 

대만의 성소수자(LGBT) 인권투쟁 

 

요약 

최근 몇 년간 대만에서 일어난 성소수자(LGBT) 인권에 대한 진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입법: 2012 년과 2013 년에 대만 입법원에서는 결혼평등(동성결혼)에 대한 법안 2 건이 

제안됐다. 2013 년에 제안된 법안의 초안은 대만반려자권익추진연맹(TAPCPR)이 작성한 

것이다. TAPCPR 법안의 주 저자는 슈 빅토리아(Hsu Victoria)였다. 이 법안은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결혼의 권리를 부여하며, 

동성 배우자 커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두 법안은 대만 입법원의 

제 1 독회를 통과했지만, 여론 조사에서 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종교단체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두 법안은 

이전 입법기간이 만료되면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현재는 민진당 소속 유 메이누(Yu Mei-

Nu, DPP)와 국민당 소속 슈 유렌(Hsu Yu-Ren, KMT) 의원, 그리고 시대역량당(New Power 

Party, NPP)이 2016 년 11 월에 제안한 결혼 평등 법안의 3 가지 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슈 유렌의 안은 2013 년도 TAPCPR 의 초안을 수정해 작성한 것이다. 3 가지 법안은 

모두 제 1 독회를 통과했으며, 심의를 위해 사법 및 기본법률 위원회(Judiciary and 

Organic Laws and Statutes Committee)로 넘어간 상태다. 

 

2. 사법: TAPCPR 의 법률팀은 민법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5 년 8 월 20 일, 슈 빅토리아(Hsu Victoria)가 주도 하에, 

TAPCPR 변호사들은 츄쟈웨이(Qiu Jia-Wei)씨를 대신해 재판관회의(Council of 

Justices)에 헌법적인 해석을 신청했다. TAPCPR 은 이외에도 2014 년 이후 결혼평등과 

관계된 사례 3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 성소수자 인권 지지단체 및 반대단체의 정치 참여: 2016 년 총선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슈 빅토리아는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녹색당(Green Party)/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소속의 무임소입법자 

후보였다. 이는 대만 사회에서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상황이다. 

 

4. 지방자치단체: 지난 2 년간 대만의 몇몇 지방 도시 및 자치주 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중에는 동성 커플이 시 정부에서 개최하는 집단 결혼식에 참여해, 동성 

반려자를 가족으로 등록하고, 심지어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 받게 

된 사례도 있다. 또한 타이베이 시 정부는 재판관회의에 동성 커플의 결혼이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5. 기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대만은 이미 몇 가지 성과를 거뒀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는 가정폭력의 예방, 

차별금지법, 합법적인 성별 전환, 초등∙중학교 교과과정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교육의 

실시 등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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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션 2 취지문: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권

The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nown 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as adopted at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on 25 Sept. 2015 as new 

global goal replac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o reduce extreme 

poverty for 15 years from 2001 to 2015. The SDGs is to address inequality, climate 

change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ddition to poverty in the past. It also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ho are emerging 

actors in a era of SDGs

2016 is the first year of the SDGs implementation and many governments of both 

national and local in the world today are developing implementation plans and 

setting up mechanisms. The proposed session aims at understanding SDG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draw lessons about how to implement the SDGs 

effectively at the local level from two case studies on Indonesia and USA.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포함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SDGs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유엔 등 국제사회 빈곤퇴치 활동의 공동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

표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표입니다. SDGs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빈곤퇴치 이외에 

불평등, 기후변화, 정의와 인권 등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행

의 주체 측면에서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이외에 지자체와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6년은 SDGs 이행 원년으로 많은 국가의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행위자와 협력하여 SDGs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SDGs를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

고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미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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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토론

Bonghee Son / 손봉희
ICLEI East Asia Secretariat Strategy Manager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전략팀장

Bonghee Son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strategic partnerships and initiatives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of the East Asian 
region in enhancing urban sustainability and low-carbon development. Bonghee has been working for ICLEI East Asia Secretariat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2. Before moving to Seoul, she worked at ICLEI World Secretariat in Bonn to assist and manage 
various events and project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 She also has an experience of working as a women’s right 
activist over 6 years at Korean Womenlink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Korea.

손봉희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전략팀장은 동아시아 지역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 기획,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2012년 동아시아본부 창립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독일 본에 위치한 이클레이 세

계본부에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회의와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클레이 근무 이전에는 한국 여성단체인 한

국여성민우회에서 6년간 여성인권 활동가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했다.

Discussion / 토론

Young-Sook Cho / 조영숙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WAU) Chair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Ms. Young-Sook CHO is a chair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WAU). She 
is an advocate and trainer of the gender and women’s human rights issues as well as a gender exper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or ODA. Ever since in 1980, when she started to engage in student movement and labor movement, she has 
gradually became a feminist after she was aware of the gender inequalities and VAW within the CSOs movement as well as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as a whole. S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Incheon (one of export zone in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1988 and worked as a policy director and secretary general of KWAU during the 
1996 to 2005. She worked as a president of th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from the November of 2005 until 2008 and 
organized nation-wide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of the prostituted women and preven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girls. From 2009 until now, as a chair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the KWAU, she has focused o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EDAW, BPfA, UNSCR 1325, and 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 on the gender perspectives. She studied in History,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ad a MA in Gender 
Studies and Activism.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여성인권과 젠더 이슈 옹호자이자 훈련강사이며, 동시에 국제개발협력(ODA)의 젠더 전문가이

다. 그녀는 1980년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젠더불평등 문제를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8년 설립된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창립멤버로 활동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

면서 정책실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소장직

을 역임하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여성과 소녀들의 성적 착취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 2009년 이후 현재까

지 여성연합의 국제연대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북경여성행동강령, 1325 유엔안보리결의안, 유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등의 국내이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여성학 석사이다.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Moderator / 좌장

Kyungja Kim / 김경자
Seoul Metropolitan Council, Council Member/ 서울시의회, 의원

After I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 received my master’s, then 
my doctorate degree in urban plann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t 
Newcastle University in UK, respectively. I gave lectures on environmental policies and administration at Hanyang University, at 
the University of Seoul,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at a number of other universities, and I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al Policy & Administration Society. Currently, I work as a visiting senior researcher of the Department of 
Safety & Environment Research at Seoul Institute. My researches mostly focus on environmental policies and planning, such 
as the “Study on Basic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eoul.” Currently, I also serve as the Chairman of the Policy 
Review Subcommittee at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Kyungja Kim has been the member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since 2014 and currently a member of Education Committee. 
She is also a member of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From 2010 to 2014, She was a member of Yangcheon Council. 
Before becoming a council member, she has worked in the community of Yangchoen as a committee member of Green Store 
Alliance and co=president of Network for eco-friendly school lunch. Her main interest is in environment, child’s right and human 
rights.

Discussion / 토론

Chang-Woo Lee / 이창우
The Seoul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한양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을 강의했으며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을 역

임했다. 현재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비롯해 주

로 환경정책과 환경계획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검토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경자 의원은 2014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양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양천구 녹색가게연합회 운영위원,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으로 활동

하는 등 환경, 아동, 인권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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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Human Rights – Centered on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LEE Sung Hoon, Executive Director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November 25, 2016 

 

Presentation Abstrac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fer to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that were 
included in U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at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5, 2015. 

SDGs can be understood as UN’s comprehensive policy response to multiple global crisis. 
They are not a legally binding treaty, but they are a politically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Although the format of SDGs is more focused on development when compared to the previous 
MDGs, the details still hold relevance to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Goals 1 to 15—that address the development of an ordinary society,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refer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ghts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goal 16 on governance corresponds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 rights, SDGs provide a new opportunity for realizing human 
right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s and political frames. In other words, they 
provide an opportunity to link human rights standards and systems, addressed separately from 
development in the UN system, with development in terms of its content. It is thu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wards re-interpreting SDG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to 
enable SDGs, based on a human rights approach,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 would like to propose a few tasks to this end. 

First, SDG fulfillment plans and existing 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eed to be combined to create an integrated framework. 

Second,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arget 17.17) concerning the fulfillment of SDGs need 
to be built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faithfully fulfill its 
obligation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t joined and ratified, and 
companies should abide by U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at is 
highlighted in clause 67 of the 2030 agenda.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human rights indicators in relation to SDG performance, and 
to use these indicators as a way to independently monitor SDG performance. This role should 
be play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Fourth, impact evaluations of human rights need to be carried out during SDG process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an be issued ahead of time and to further contribu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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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oon LEE / 이성훈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 한국인권재단 상임대표

Anselmo LEE is currently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He has been involved in 
organizing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since 2011 host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also was a member of the 
Seoul Human Rights Commission (2013-2015)

He is the founding member and currently Chair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 since 2010.  

Internationally, he is (part-time) Secretary General of Asia Democracy Network (ADN) created in October 2013, a regional 
network of regional NGO engaged in democracy promotion. He was a board member of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s’ 
Participation (2012-2016)

Since 2008, he has been teaching as adjust professor about global governance, civil society,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t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at Kyunghee University. He holds a master degree in sociology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fter studying sociolog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he as civil servant worked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s Director General 
in charge of policy and education (2008-2010). He also served as Executive Director of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Bangkok-based regional human right NGO (2005-2008.4) after working in Geneva for 8 
years (1997-2004) as Secretary General of International Catholic Movement for Intellectual and Cultural Affairs (ICMICA)-Pax 
Romana, global network of Catholic professionals and intellectuals committed to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한국인권재단에 2010년부터 상임이사로 재직 중. 2011년부터 광주시의 세계인권도시포럼에 공공주관과 자문으로 참여해왔고 서울시 

1기 인권위원 (2013-2015)으로 활동했다. 

2010년 설립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운영위원으로 올해는 국제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인권과 개발, 글로벌 거버넌스와 아시아 시민사회를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Asia Democracy Network (AD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인 CIVICUS 국제이사로 활동했다. (2012-2016)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2008.4-2010.3)을 역임했고 그 전에 태국 방콕의 아시아인권단체 협의체인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2005-2008.3)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가톨릭지식인문화운동 (Pax Romana) 사무총장 (1997-2004)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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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와 인권 -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5년 9월 25일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포함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말한다  

SDGs는 지구적 복합위기 (multiple global crisis)에 대한 유엔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 

대응으로 볼 수 있다.  SDGs는 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SDGs 는 과거 MDGs에 비해 발전의 언어를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사회개발, 경제개발 및 환경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1-15번 

목표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권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16번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관점에서 SDGs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과 정책 프레임을 활용하여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즉 유엔 시스템에서 개발/발전과 분리되어 전개되어온 인권 

규범과 제도가 개발과 내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관점에서 SDGs 를 재해석하고 인권기반접근을 통해 SDG 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DGs 이행계획과 기존의 국가인권기본계획(NAP)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SDGs이행을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 (세부목표 17.17)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기업은 2030 의제 67 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세째, SDGs 이행 관련 인권지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독립적인 SDGs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SDGs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발행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ifth, human rights education needs to be linked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ighlighted 
in SDG target 4.7, and be spread universally. Human rights education needs to be promoted 
as the core content and mean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grounds for executing 
SDGs need to be strengthened. 

Local authorities (local governments) & SDGs 

Local authorities, alo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lfillment 
and monitoring of SDGs. At the same time, local authorities are one of the sectors of UN’s 
“Major Groups.” 1  The details of SDGs show a close connection between urban local 
authorities and goal 11, and between rural local authorities and goal 2. Furthermore, goal 12 
that addresses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links goal 2 and 11; that is, the city 
and the farming area in terms of its content. 

Local authorities need to create synergy by connecting existing human rights city frames with 
sustainable city fram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mbrace and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adopted at the UN Habitat III Conference in Quito, Ecuador, in October 
of this year—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city. In particular, it is an important task for 
Seoul to interpret various projects from local authorities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job 
creation, city restoration, village creation) as human rights, and to conduct these projects from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1 Major Groups are comprised of 9 sectors (NGOs, women, workers and trade unions, children 

and youth, farmers, indigenous peopl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business and 

industry, and local authorities) and have been created at the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Rio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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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Lecturer / 하와이 인권기구 강사

Joshua Cooper is CEO of the GOOD Group, a global force for freedom, advancing advocacy to realize human rights.  Cooper 
is also Dean of the International Human and Peoples Rights Law INNES Program in Vienna, Austria.  Cooper is a Lecturer In 
Political Science, Pacific Islands Studies  and Hawai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nd the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Teaching Peace and Human Rights in Geneva, Switzerland.  Cooper is the US Human Rights Network Universal Periodic 
Review National Task Force Co-Chair for the 2nd UPR of the USA resulting in record number of recommendations and the US 
Human Rights Network Geneva Coordinator for the 1st UPR of the USA.  Cooper is also Director of the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United Nations Association Hawaii Vice President of Education and served on UNA-USA Human Rights Task 
Force. 

조슈아 쿠퍼(Joshua Cooper)는 자유를 위한 글로벌 단체 굿 그룹(GOOD Group)의 CEO로 인권 실현을 위해 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쿠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 인권법 INNES 프로그램의 학장이기도 하다. 쿠퍼는 하와이 대학교와 스위스 제네바소

재 평화 및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교육 센터에서 정치학, 태평양 제도 연구 및 하와이 연구를 강의하고 있다. 조슈아쿠퍼는제2기 미

국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전문위원회에서 미(美) 인권 네트워크 공동 의장으로 기록적으로 많은 추

천을 받았으며, 제1기 미국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에서 미 인권 네트워크 제네바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또한, 쿠퍼는 하와이 인권 연구

소 국장이며 유엔 연합 하와이 교육 담당 부원장이다. 미합중국 국제연합협회인권 전문위원회를 위해일한 바 있다.

다섯째, 인권교육을 SDG 세부목표 4.7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수단으로서의 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SDGs 이행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지자체)와 SDGs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SDGs 이행과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유엔에서 주요 그룹(Major Group)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SDG 의 목표 내용을 볼 때 도시의 지방정부는 11번 목표와 농촌지역의 지방정부는 

2번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12번 목표는 

도시와 농촌 즉 2번과 11번 목표를 내용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존의 인권도시 프레임과 지속가능도시 프레임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10월 에쿠아도르 퀴토에서 열린 UN HABITAT 3차 

회의에서 채택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도시권 (right to city) 의 관점에서 

적극 수용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 경우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즉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를 인권으로 해석하고 인권기반접근을 통해 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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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Hawaii also serves on the National Steering Committee with the next conference planned 
for Jackson, Mississippi in 2018 and will share the latest developments.  
 
The presentation will also focus on the upcoming events of engagement in Hawai'i,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Nations related to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other 
human rights mechanisms.  
 
The presentation will share abou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Follow up. There will be launch 
of UPR Fire Side Chat for Fundamental Freedoms launched in mid-January.  It will focus on 
implementation of state and local recommendations featuring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ities 
National Steering Committee. We are exploring best ways to connect human rights law clinics, 
students, working groups, NGOs, community associations interested for all to be able to 
participate.  The second National Summit on Human Rights Education will take place in 
Washington D.C. focusing on UPR Taking Stock and Next Steps Human Rights Education 
featuring grassroots associ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Finally, there will be discussion o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Pre and Post National Planning Calls for Local and City 
Participation from the Grassroots to Geneva.  
 
With a Trump presidency, it will be essential for people to coordinate close to home at local level. 
We will build on our tradition to transform the human rights tools to maintain culture of mutual 
respect, equality and inherent dignity in our islands and the international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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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rdinating Human Rights at Home in Hawai'i & Creating a National Culture of Fundamental 
Freedoms & Protection of Our Planet:  Human Rights Citie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uman rights begin in our hearts and at home in Hawai'i.  Being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with a unique history, our movement has always recognized the power and possibility of 
global human rights norms that are woven in the native wisdom of the islands.  The universality 
of the language is lived in the daily practice of Aloha Aina and Malama Honua that provides a 
domestic prioritization of people and the planet along with a foreign ethos of engagement for 
everyone on earth.    
 
Due to this philosophical position, Hawai'i has mobilized a human rights campaign at the 
community level that links with best practices for peace, justice and fundamental freedoms at the 
country and global civil society level.  In Hawai'i, we organize at the inner, island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liberation of humanity.  
 
Hawai'i mobilizes campaigns through annual Human Rights Day at the Hawai'i State Capitol 
usually honoring 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Day and International Women's 
Day.  Every year, a small coalition of dedicated civic associations engage to encourage human 
rights as a guide for our government to make decision and our people to live together in the spirit 
of aloha and social justice.   
 
Human Rights Day offers a Career Fair for the Common Good bringing together NGOs across 
Hawaii to discuss together for a day about legislative priorities, meet with youth eager to engage 
and finally attending annual forum with presentations o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 
and its important to our islands.  We also ensure legislation is introduced on important initiatives 
relevant to promote and protect rights in Hawai'i.    
 
Hawai'i has adopted legislation other States have agreed to from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the decade of the 
annual event.  Hawai'i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City initiative growing 
around the globe and became the first State of Human Rights adopting resolution building on the 
cities model.  Honolulu, home of the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also become one of the 
first Cities for CEDAW recently creating a task force to implement women's rights in Hawai'i.   
 
In 2016, Hawai'i continues to coordinate at the grassroots level making Human Rights Day main 
theme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Global Human Rights with drafting a resolution 
to be adopted in 2017.   Hawai'i also participated and played pivotal role with network of advocates 
to host the Washington DC Human Rights City Convening in 2016 that created the USA 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Human Rights Cities agreeing to host similar summits ever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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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와 우리 섬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하와이의 인권 개선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계획안에 대한 법안이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와이는 지난 십 년간 연례행사에서 원주민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에서부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들이 동의한 법안을 채택해왔다. 하와이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인권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도시 모델 건설 결의안을 채택한 

최초의 인권 주가 됐다. 하와이 인권 연구소의 본거지인 호놀룰루 역시 최근 하와이에서 

여성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최초 

도시 중 하나가 됐다. 
 

하와이는 2016년 풀뿌리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및 글로벌 인권을 인권의 날 주제로 삼았으며, 2017 년에 채택할 결의안을 작성했다. 또 

하와이는 인권 옹호 단체 네트워크에 참여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 

워싱턴 DC 인권 도시 대회를 개최해 미국 인권 도시 국가 운영위원회(USA 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Human Rights Cities)를 창설했으며, 이 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와이는 국가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차기 대회는 2018 년 미시시피 

잭슨에서 개최되며 최근 전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발표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및 기타 인권 구조와 관련하여 

하와이, 미국 및 유엔에서 진행될 다가오는 행사 참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발표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사후점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1월 중순 설립된 

기본 자유를 위한 UPR 파이어 사이트 챗(UPR Fire Side Chat for Fundamental Freedoms)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인권 도시 국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하는 국가별 및 

지역별 권고사항의 이행에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 

법률 상담소, 학생, 실무진, 비정부 기구, 지역사회 연합을 연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제 2회 인권 교육 정상 회의에서는 풀뿌리 연합과 

정부 기구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별 정례인원 검토에 대한 평가 및 차세대를 위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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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세션 2 

조슈아 쿠퍼 

하와이 인권기구 강사 

 

개요 

 

하와이 국내 인권 조율 & 기본 자유에 대한 국가적 문화 창조 & 지구 보호 

: 미국의 인권 도시 운동 
 

인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뿌리인 하와이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고 독특한 역사를 가진 각 섬의 고유한 지혜로 엮은 세계 인권규범의 힘과 

가능성을 늘 인식해왔다. 언어의 보편성은 알로하 아이나(Aloha Aina)와 말라마 

호누아(Malama Honua)라는 일상적인 관습 속에 살아 있다. 알로하 아이나와 말라마 

호누아는 지구상 모든 이들을 위한 참여라는 외국의 정신을 따라 인간과 지구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철학적인 입장에서 하와이는 국가 및 세계 시민 사회 차원의 평화와 정의, 기본 

자유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와이에서 우리는 인류의 

자유를 위해 내륙, 섬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캠페인을 조직한다.   
 

하와이는 하와이 주 의사당에서 비핵(Nuclear Free), 태평양 독립기념일(Independent Pacific 

Day),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기념하는 연례 인권의 날 행사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년 소규모 시민단체연합이 참석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이 알로하 및 사회 정의의 정신으로 함께 사는데 인권을 지침으로 삼도록 독려한다.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에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하와이 

전역의 비정부기구들이 모여 하루 동안 입법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을 만나며 최종적으로 연례 포럼에 참석한다. 이들은 포럼에서 국제적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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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Rahmat Junaidi / 라맛 주나이디
Regional Planning Agency Bojonegoro Regent Indonesia, Head of Social Affairs / 

보조네고로 섭정 지역계획국 사회부장

Born in Indonesia June 1, 1973. Graduated postgraduate Master of Public Health in 2007 from Melbourne University - Victoria, 
Australia. Become a government staf since 1993, especially in the health care community as well a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health. 

Actively writing in the Journal of Health. Also writing in the mass media. Work has also spawned a book titled Blessing 
Inspiration which contain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community empowerment. The second book was written by 
a team of transformation Bojonegoro. Initiate a change of government and development Bojonegoro through enforcement task 
force of human rights through cultural approach in2008 to 2016. The task force is in partnership with governments and coordinate 
the public,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who are members for n a human rights enforcement, so Bojonegoro recognized by the 
human right city in 2015. In 2016 that has pioneered Bojonegoro as the only district that is ready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repare valid data base, establish SDGs ambassador of the younger generation, help review the 
medium-term development plan Bojonegoro related SDGs and active campaigning in the SDGs understanding in communities 
along INFID organization, so no one is left behind 

1973년 6월 1일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 2007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대학교에서 공중보건석사과정을 마쳤다. 1993년부터 보건소 

등정부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보건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에 참여했다.

라맛 주나이디는 대중매체와보건저널(Journal of Health)에적극적으로 기고했다. 라맛 주나이디는 저서 “블레싱인스퍼레이션(Blessing 

Inspiration)”를 집필하였으며, 이저서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사회역량강화를 다루었다. 두번째 저서는 보조네고로(Bojonegoro)변

화혁신팀과 공동 집필했다. 2008년 ~ 2016년 문화적인 차원에 서접근하는 인권전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변화와 보조네고로의 발

전을 주도했다. 전문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했으며 인권실현단체의 구성원인 대중,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들을 조율했다. 이를 통해 보

조네고로는 2015년 인권도시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2016년 보조네고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이행할준비

가 된 유일한지역으로 꼽힌다. 유효한자료를 수집하고, 젊은 세대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보조네고로

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며 기여하고있다. 또한, 누구도 낙오되지않도록 하

기위해 국제민간단체포럼(INFID)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있다.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 인권 이사회의 풀뿌리에서 제네바에 

이르기까지 지역 및 도시의 참여를 촉구하는 국가적 전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국내 지역 차원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우리는 우리 섬과 국제무대에서 상호 존중의 문화, 평등,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인권을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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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ot Problems for Enforcement of Human Rights  
The first step was finding out the root cause of all the problems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o enforce human 
rights in Bojonegoro, the root of the problem is two things: Government was closed and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was low. It set a phase of change from building the confidence of all parties and open 
government. Phase improv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innovation. Phase mutual 
trust has occurred so then do collaboration. Phase been upholding of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epare better  

a. The government was closed (not transparant); the result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corrupt 
and dictatorial. Because all its policies only he knows that people are less able to oversee the running of 
the government.  

b.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was low.  
Human Resources is a potential inherent in human beings to realize their role as social beings are adaptive 
and transformative able to manage itself and all the potential inherent in nature towards achieving 
prosperity in the life of the order of a balanced and sustainable 5. Human resources rather than as a mere 
source of power, but rather in the form of capital or assets to the region (Human Capital) The question 
whether humans who have long formed can be changed certainly could but in the longer term, should be 
arranged with appropriate policies and regulations, provide basic services in education, health, skills in 
approriate. 
  
3. Cultural Approach to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Inclusive Development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ask force job is implementing this cultural approach. The cultural approach (cultural) is one 
approach that could lead to the development results more concerned with human interests. The cultural 
approach to position the whole person as a human being (this is the real core of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which also shows the human be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an area, so 
not only economics. By building a real man also means building an inclusive manner 3. Development in 
Bojonegoro started in 2008 with the new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all aspects of human life. Here, 
people began to feel the presence of the government as it begins to be considered fair and equitable 
manner. People began to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development process (the subject of 
development not only as an object). Human life is not only related to physical affairs but also to the 
cultural aspects in human beings. The cultural approach has advantages when applied in development 4. 
First, holistic. Human beings have a soul and body. Even the human essence was present in his soul so 
that the material-economic approach is not enough to solve human affairs. In carrying out human 
creativity has a moral system, taste, ethics, values, customs, traditions, ethics, and restored the rights 
estetika. All those rights restored (reconsiliation). Thus, development should aim to humanize. Here we 
make a public dialogue every Friday in government office Bojonegoro, so people, NGOs, scientists, 
entrepreneurs directly face to all officials in Bojonegoro, to give criticisms and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ccepted, clarify and provide solutions. Follow-up of this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also review the related location. As technology advances, the criticisms and suggestions 
can be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telephone, SMS, email, etc. Second, participatory. Society is 
positioned as a major subject that they are more involved role in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only concerned with the conditions today but fo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sign development programs is variant proposal from top and bottom up. 
This is where the government is open up to the people to do interactions directly to the people to find 
out their needs with a value of 4 D (Dialogue, Direct, Distribution and Digital). Good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NGOs,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will make easier to find solutions to development 
problems, meet directly with them is a form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innovation 
which is the value of open government. There is a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governm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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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mat Junaidi 

Regional Planning Agency Bojonegoro Regent Indonesia, Head of Social Affair 

 
CULTURAL APPROACH TO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BOJONEGORO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ing Respect Life – Human Rights is not just talking today but also how to involve removing 
bad past experiences, take things to strengthen and determination achieve a better life for 
generations of Bojonegoro,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 

Suyoto Bojonegoro Regent 2008 
 
1.Introduction  

Bojonegoro district is located on the island of Java (East Java province of Indonesia) has an area of 
230.706 hectares, 28 districts, 45% of its area is forest area and is traversed by the longest river in Java 
(Solo river stream). Flooding every year and soil structure motion greatly affect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Bojonegoro has natural resources that has influential for human rights enforcement and 
high potential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As 45% of their forest area is mostly teakwood, very 
high-quality wood to construct buildings and furniture. 717 877 000 m3 of water reserves for supporting 
agriculture and other water needs. Having 78,000 ha Agriculture Land who generate 1.5 million tons of 
rice per year. Have the oil reserves of 650 million barrels is 20% of Indonesia's oil reserves. Natural tourism 
exotic (Geo Heritage), which has not been touched much in tourism management 1  

Bojonegoro was born from a long history of conflict, political hostility kingdoms in Java, the Hindu 
Majapahit kingdom with the Islamic Sultanate of Demak. The political battle Demak to Pajang, Pajang to 
Mataram, Continued fighting between the Dutch colonizers and Japan with the people of Indonesia to 
continue into the era of the past orde which there was history complaint comunist betrayal and the history 
of the dictatorship of the New Orde, until the euphoria of reform / democracy uphold the freedom of 
speaking. The era of the 2000 Commencement of Exploration of oil and gas that make high economic 
expectations for Bojonegoro. The Dutch and Japanese colonialism had effect the people of Bojonegoro 
became very poor, for hundreds years (endemic poverty);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s low, trust in 
government is low (public distrust). Government is always closed to the public and the issue of corruption 
that continue to occur, the construction of roads, bridges, housing, irrigation facilities and inadequate 
sanitation, economic growth is very low , inequality, poor public services and long dark history of this form 
of radical system and discrimination which is a reflection of weak enforcement of the human rights in 
Bojonegoro. It continues on the replacement regime, until 2008.  

In 2008 it was a big change of regime in Bojonegoro, it wa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condition of 
human rights enforcement. Because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 Bojonegoro very slow and very low 
public services which result in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can not be done or be left untouched. 
This is an opportunity to invite the new regime to do better for the people Bojonegoro and can be a model 
for Indonesia and even the world. I see the new government or the new regent who has a very good 
personality and commitment to improve the condition. The new regent has intelligence and mastery of 
problems above average, he could become the locomotive of the transformation. We then formed a task 
forc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ojonegoro, from government, civil 
society,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4 parties/ 4 best friend /4 SEKAWAN). The Reagent emphasizes 
concept to build the present and build for the future generations, that the ess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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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mong the public,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s an innovation for the 
people to get close with government include in development budgeting. The public is given the 
opportunity to propose a budget and assessing budgets here we invite parliament to be honest.  
Third, Appreciation for local wisdom. The cultural approach rewards local knowledge available in the 
community without losing our culture tersebut.Held a cultural festival that brings together people like 
Grebeg Jonegaran is an approach that does not see the post of ethnicity, religion and race all the groups 
together to thank God almighty above all grace together held every year, is also reviving cultural arts 
festival that unites the people when their current rice harvest, motivating people with songs and poems 
are rooted culture, etc. Fourth, Appreciation the cultural differences. This approach promotes pluralism 
so that the diversity of culture, race, religion, and ethnicity not be a bottleneck in the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should be directed to everyone or development for all. Here we appeal to all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races to plant large areas of land owned by the government to plant crops, especially 
food crop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ditions and the results can be enjoyed together with the fair, 
such as plants Star Fruit , Guava etc. Also crops which could be renewable energy such as Kemiri sunan as 
biofuels (biodiesel) And to support all then for us doing the right exercises for the needy in all programs 
Fifth, Emphasizes of human relations. Human beings are social creatures who need to communicate with 
fellow human beings. Decision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not only in the hands of the government, 
but involve the public,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four parties/4 SEKAWAN). Our emphasis on the area 
of oil exploration in order to create mutual respect and the need also with governments and scientists, so 
as to create a cottage industry around the oil industry and other home industries such as Grabah, batik, 
sculpture, shoes etc. Also we are doing in the area of pockets of poverty, so that investors and the 
community can work together and respect each other, it is advantageous from an economic .Sixth,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incipled fond of saving. Bojonegoro floods frequently and droughts then it should 
be able to manage the water well by make infiltration wells, biopori, maintaining forests, planting trees 
in the environ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uld really also keep the environment, implementing 
river festival etc. Personally fond of saving exemplifi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students as well as 
institutions with capital participation in regional banks and save a portion of revenue-sharing oil 
(endowment) that will b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s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2. If you see the above description, we try slowly expansion of 2008 to 2016 (for 8 years). To uphold human 
rights in the society and build an inclusive manner Bojonegoro not only concerned with the economy also 
social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At Present,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have been realized in Bojonegoro, no discrimination, all are 
equal, the economy grew well reach 5%. Human development index reaches 75 the poverty rate could be 
reduced to below 10%.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religions and groups in these 5 years and a lot of 
other success variables. In 2015, we received an award from the government as a successful district 
uphold human rights. Our development carried out not only for the present generation but also for future 
generations, tha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n 2015 the United Nations set a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17 objectives. In March 2016, we declare to next agenda for ready to 
implementation that 17 golas of SDGs. We do evaluation abou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long 
with baseline data is valid, it is also growing interest in the younger generation to support through the 
ambassador SDGs, as well as reviewing the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of Bojonegoro so the target 
and program in align with the objec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4. Lesson to learn : Enforcement of human rights embodied in the friendly town of human rights, shows 
the system of government that is open and able to increase the capacity of citizens, indicating the 
presence of the government is able to collaborate fully with the people,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with 
their approach to the new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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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보조네고로 시민들은 수백 년간 매우 빈곤하게 살았고, 인적자원의 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들은 고질적 빈곤을 겪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컸다. 정부는 국민에게 폐쇄적이었으며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과거 

보조네고로는 도로, 교량, 주택, 관개시설, 위생시설 등이 부족했고 경제 성장이 매우 

더뎠다. 불평등, 공공서비스 부족, 급진 체계로 형성된 오랜 어두운 역사와 차별은 

보조네고로에서 인권 실현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2008 년까지 

보조네고로에서는 정권이 거듭 교체됐다.  

 

2008 년 보조네고로의 정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권에 대한 여건을 개선할 

기회가 생겼다. 보조네고로는 개발 속도가 매우 느렸고 공공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로 인해 인권 실현이 불가능했고 인권 문제는 방치되어 왔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보조네고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할 시기였고 인도네시아와 심지어 전 

세계에 인권 실현의 모범이 될 기회였다. 새 정부와 매우 훌륭한 성품의 헌신적인 새 

지도자가 상황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새로운 지도자는 현명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했으며, 변화의 원동력을 창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인권 실현과 

보조네고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만들었다(4 개의 당/네 명의 절친한 친구들/4 SEKAWAN). 이 

지도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인 현 세대 및 차세대를 위한 건설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2. 인권 실현의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 단계는 보조네고로의 인권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문제를 찾아 파악하는 

것이다. 근본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는 폐쇄적이며, 인적자원의 질이 낮다. 개방된 

정부가 사람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투명성, 

책임성, 참여, 그리고 혁신과 연관된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협력할 수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원활하도록 지지한다.  

 

a. 정부가 폐쇄적이다(불투명성). 

그 결과 정부는 권위적이고 부패하며 독재적으로 변한다. 모든 정책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고 사람들은 정부 운영을 견제/감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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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맛 주나이디 

보조네고로 섭정 지역계획국 사회부장 

 
보조네고로(Bojonegoro)의 인권 실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적 접근 

 
 

“존중과 삶 – 인권은 보조네고로의 현 세대와 차세대의 더 나은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수요토 보조네고로 

리젠트 2008 
 
 
 

1. 들어가며 

보조네고로 시는 자바 섬(인도네시아 자바 주 동부 지방)에 위치한다. 면적은 

230.706 헥타르이고 28 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의 45%가 임야이다. 자바 섬에서 

가장 긴 강인 솔로강이 보조네고로 시를 가로지른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토양 구조가 인프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조네고로 시는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임야의 45%는 건물 건축과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고품질 

목재인 티크 나무이다. 농업을 포함한 전체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717,877,000m³의 

수자원이 필요하다. 78,000 헥타르의 농지는 연간 150 만 톤의 쌀을 생산한다. 보조네고로에는 

6 억 5 천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원유 매장량의 20%에 해당한다. 

이국적인 천혜의 관광 천연자원(Geo Heritage)은 과도한 관광사업을 지양하여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다 1. 

 

보조네고로는 긴 분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보조네고로는 자바 섬에서도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마자파힛 힌두 왕국(Hindu Majapahit Kingdom)과 데막 이슬람 왕국(Islamic 

Sultanate of Demak) 사이에서 생겨났다. 데막(Demak)에서 파장(Pajang), 그리고 

파장에서 마타람(Mataram)으로 이어지는 정치 싸움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자들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 뒤를 이어 불만, 공산주의, 배신의 

역사 그리고 뉴 오더(the New Order) 독재의 역사가 있다. 그 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개혁과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2000 년대는 원유 및 가스 탐사가 시작됐으며, 

이 시기에 보조네고로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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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는 후속 조치로써 관련 지역들을 검토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비판과 제안은 

전화, 문자, 이메일,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참여. 사회는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개발의 설계는 상의하달의 다양한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4D 가치(대화, 직접, 분배, 그리고 디지털) 실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도록 직접 소통함으로써 시민 앞에 투명해질 수 있다. 시민, 비정부기구,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들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개방된 정부의 가치인 개발과 혁신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더 쉬워진다. 정부 구성원들 그리고 대중, 과학자, 

기업가들은 공동의 책임을 함께 가진다.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비롯한 정부 사업 이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대중에게는 예산을 제한하고 예산을 

평가할 기회가 되며, 의회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지역 사회의 지혜. 문화적 접근법은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식을 전파한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레버그 조네가란(Grebeg 

Jonegaran)과 같은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그레버그 조네가란은 민족,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출산의 사람들이 모여 신에게 감사하는 축제이다. 문화 예술 부흥시키는 

이 축제는 매년 개최된다. 이 축제는 추수 기간 사람들을 결속하며, 전통문화의 노래와 

시로 사람들에게 의욕을 준다. 

  

넷째, 문화적 차이 인정. 이 접근법은 문화, 인종, 종교 및 민족의 다양성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원주의를 장려한다. 건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든 종교와 모든 인종의 사람에게 정부 소유 대규모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스타 과일이나 구아바와 같은 농작물들을 

공평하게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케미리 수난(Kemiri sunan)과 같은 바이오 

연료(바이오 디젤)로 사용 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용 농작물도 재배하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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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적자원의 질이 낮다. 

인적자원은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고 변화하여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깨달음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리킨다. 또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서와 삶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5. 인적자원은 단순한 자원이 아닌 지역의 자본과 

자산이다(인적 자본). 변화는 장기적이고 적절한 정책과 규제, 적절한 교육, 보건, 기술의 

기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권 실현에 대한 문화적 접근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포괄적 개발 

 

전문 위원단의 업무는 문화적 접근법의 이행이다. 문화적 접근법(cultural)은 인류에 

이익을 가져다 줄 발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문화적 접근법은 

개인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인류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이는 인권 실현의 진정한 

핵심이다. 인간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진정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포괄적인 방식을 구축한다는 점을 뜻한다 3. 

보조네고로에서 개발은 2008 년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해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부가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정부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실제 개방 과정에 초대받고 참여했다. (개발 

객체일 뿐만 아니라 개발 주체로서) 인간의 삶은 물리적 측면과 연관된 것만은 아니며, 

인간 존재의 문화적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 문화적 접근법이 개발에 적용될 경우 장점이 

있다 4. 

 

첫째, 전체론.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질조차도 그의 영혼에 

존재한다. 따라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법은 인간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덕적 시스템, 취향, 윤리, 가치, 관습, 전통, 윤리, 

그리고 권리가 관여한다.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다 (조화). 따라서 개발은 인간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보조네고로 청사에서 국민과 매주 

대화를 나눈다. 시민, 비정부기구,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들이 모든 보조네고로 

공무원들과 직접 만나 정부에 대한 비판하고 제안한다. 보조네고로 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명확하게 밝히며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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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간관계 강조. 인간은 다른 인간과 소통이 필요한 사회적 존재이다. 개발 이행 

결정은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대중, 과학자 및 기업가(4 개의 당/4 SEKAWAN)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부, 과학자의 주도하에 우리는 석유 탐사를 

진행한다. 석유 산업과 그라바, 바틱, 조각, 신발 등과 같은 가내 수공업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빈곤 지역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지역 사회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잦은 홍수와 가뭄의 발생. 침투 우물, 생물 공극, 숲 유지, 환경에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철저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프라 개발로 환경을 보호하고, 강 축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 공무원과 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본 기관들과 지역 은행들은 현재와 미래에 인적 자원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수익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²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천천히 2008 년부터 

2016 년까지 8 년간 성장할 것이다. 사회에서 인권을 실현하고 포괄적인 건설을 위해 

보조네고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발전을 이룰 것이다. 

 

현재 보조네고로에서 인권 강화가 실현됐다.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다. 경제는 5% 

이상 성장했으며 인간 개발 지수는 75 를 기록했고 빈곤율이 10%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지난 5 년간 종교와 단체 간 분쟁이 없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 2015 년 우리는 정부로부터 성공적인 인권 옹호 지역으로 상을 받았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해, 2015 년 유엔이 17 개 목표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6 년 3 월, 우리는 SDG 17 개 목표를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의제를 선포했다. 우리는 가능한 기본 데이터와 

새천년개발목표를 평가한다. SDG 대사를 통해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겨냥하기 위해 중기 

보조네고로 개발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4. 교훈: 인권 실현은 인권 우호적인 도시를 구현하고 개방된 정부 시스템을 보여주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한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시민, 과학자, 기업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88 _ 2016 SEOUL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_ 89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2016-12-01

2

 The total area of 230.706 ha
 Consists of 28 sub regency
 The total population of 1.3 million
 Potential nature: forests (> 45%), oil and gas, as well as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structure of the ground motion
 Has a long history of poverty
 Prone to flooding and drought
 Being in Solo river watershed

3

Overview kabupaten bojonegoro

01/12/2016

BOJONEGORO Potential Resources 
very influential on human rights enforcement and pot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01/12/2016 4

45%  Region Forest 
area (Teak Forest)

Reserves 650 Million Barrel Oil and Gas 
6 TCF. 20% of the National Reserves

Water resources 717 877 000 M3

78,000 hectares of productive 
land which produced 1.5 million 

tons of rice.

Potential Nature Tourism Object 
(Geoheritage)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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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PPROACH
TO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BOJONEGORO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ntation in Seoul Human Rights City Forum , December 2016

Rahmat Junaidi
Bojonegoro Government Indonesia
(Task Force Human Rights & Sust. Dev.) 

01/12/2016 1

“Building Respect Life – Human Rights is not just talking today but also how to 
involve removing bad past experiences, take things to  strengthen and 

determination achieve a better life for  generations Bojonegoro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01/12/2016 2

Quotes 

Suyoto Bojonegoro Regen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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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sation Process 2008 -2016 

Mid 2008  Change of Government Regime

NEW GOVERNMENT/NEW REAGENT  VERY GOOD PERSONALITY & COMMITMENT TO IMPROVE
TASK FORCE  : BOJONEGORO DEVELOPMENT TASK FORCE FOR JUSTICE AND WELFARE BOJONEGORO PEOPLE

(Containing the value of upholding Human Rights & Sustainable Development )

1. Holistik  (economic, moral,system etc)

CULTURAL APPROACH ( Enforcement Human Rights & Inclusive 
Dev.  to Sustainable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put Regent

ROOT PROBLEMS :  

01/12/2016

7

 The Goverment is closed ( not transparent)  People are less able to oversee No Trust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was Low      capital or assets to the region and we can 

change human behavior with a cultural approach  new culture ( supporting) 

2. Participatory  

3. Appreciate the Local Wisdom   

4. Appreciate the cultural differences  

5.  Empasizes of Human Relation 

6. Protect the environment & fond 
of saving 

Public Dialogue every Friday or social media Criticism,sugestions for  government

4 D ( Dialogue,Direct,Distribute,Digital) Transparency,accountabilty,partisipation,  
innovation

Reward for Local Wsdom Reviving culture art festival,song,poems,lets 
celebrate the triumph

Development for all Manage together on land owned by the 
government that the results for all,  voc. training  

Decision not only in government Four best friend( gov, community,scientist,bisnis)

Develoment to protect the enviroment & 
the future

Policies and loving environment, disaster 
mitigation, share  of stock,endowment fund

 .

 .

• The availability of basic services, 
especially for Education and Health
•Public works and arrangement of 

space
• Housing and residential areas 

including sanitation and clean water
• Comfort, tranquility, happiness
•public order and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Protection of women, children, 

vulnerable groups and marginalized
• freedom of religion

• etc 

Coverage Human Rights City/ Regency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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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Story of conflict and weak enforcemen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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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Economic
Growth 

• Government Closed for public 
• Corruption
• Low quality of Human resources

• Money Politic
• Low Budget Ability (Debt Rp. 

350 M, APBD 891 M 
• Low Participation From Public 

(Disconnected) 

Natural Disaster
Drought Land Fissures Flood

POVERTY (endemic poverty) > 28  %

Low quality infrastructure, 80 %
of roads are 
broken,bridges,housing,innadequate 
sanitation etc

Absence of Government
presence and transparency
Low level of satisfaction and public
Distrust from people

Conflict of political hostility kingdoms in Java,, Continued fighting between the Dutch colonizers and Japan conflict in 
era of the past orde, history complaint comunist betrayal and the history of the dictatorship of the Indonesia  New 

Orde  , until the euphoria of reform / democracy

01/12/2016 5

OLD CULTURE INSTITUSIONAL NEW CULTUT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T ONCE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LESS OF TRUST
FOR GOVERNMENT 

BUILD PUBLIC TRUST WITH OPEN GOV. Phase

12/1/2016 6

( Task Force Human Rights/Sustainable Development ) 

Improvisation Process 2008 -2016
ARISING OUT OF TRUST AND

STRENGTHENING OF HR
MUTUAL TRUST AND 

THE EMERGENCE GROUPS OF CHANGE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INNOVATION Phase 

COLABORATION 
AND CO CREATION Phase 

1. Holistik  (economic, moral,system etc)

2. Participatory  

3. Appreciate  the Local Wisdom   

4. Appreciate the cultural differences  

5.  Empasizes of Human Relation 

6. Protect the environment & fond 
of saving 

First regulation Human
Rights in sub local
Indonesia & first regency
/city to declare the
readi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ALL RELATED to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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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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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ion

2. Strategy

5. Culture

6. Spiritual - Intention 

7. Believe - System

01/12/2016 11

Regent Regulation No. 7 of 2015 First 
Regulation Human Rights in Indonesia 
Subnational 

AWARD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REPUBLIC INDONESIA 

Recognition as a human rights friendly regency

Next Agenda 

We are at the beginning of the event looking 
for what the root cause in order to achieve 17 
objectives of  SDGs based on the problem 
analized on MDGs with valid baseline data, 
supported by IT  

it is also growing interest in the younger 
generation to support through the 
SDGs ambassador

Reviewing the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Bojonegoro to 
conform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matic Session 2 / 주제별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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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Condition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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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y

1. Vision

2. Strategy

7. Believe -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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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have been realized in Bojonegoro, no discrimination, all are equal

 Open government have occurred in Bojonegoro district supported the award's first Indonesian sub 
national government reach OGP

 Human development index reaches 75 

 the economy grew well reach 5%. 

 The poverty rate could be reduced to below 
10%.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religions and 
groups in these 5 years 

Gini Ratio, 2008 : 0,28   2016 : 0,24  

Good road conditions, 2008 : 20 %  2016 : 88,57 %  

Good bridge conditions, 2008 : 41 %  2016 : 84,59 
%  

Handling of social conflicts, 2008 : 27 %  2016 : 97,1 %

Environmental quality index, 2008 : NO DATA  2016
: 63,97 SI

Open unemployment rate, 2008 : 5,02  2016 : 3,10%  

Access to clean water , 2008 : 57,85 %  2016 : 7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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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to Learn  
Enforcement of human rights embodied in the friendly town of human rights, shows the system of 
government that is open and able to increase the capacity of citizens, indicating the presence of 

the government is able to collaborate fully with the people,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with their 
approach to the new culture, provided that:

The new culture is formed in line with local culture and even strengthen the local wisdom

The new culture perceived benefits directly by the peopl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in this new culture system is also part 
of inclusive development

This new culture is actually part of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01/12/2016 14

Thank You 
Rahmat Junaidi
Task Forc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Board – Jl. Pahlawan No 9 Bojonegoro East Java, Indonesia 
+62 – 878- 5585-6255
junaiditru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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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General SessionⅠ Concept Note: Building Framework

일반 세션 1 취지문: 인권보장 제도구축

Establishing a sustainable framework is essential for a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human rights. This framework includes ordinance, human resource or organization. 

Since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these frameworks 

are also different from one another even within the same country. Acknowledg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framework and sharing experiences will be very 

helpful to the local governments planning to introduce or improve its own human 

rights framework.

This year in SHRC, participants will share experiences of managing various forms of 

institutions in regard to human rights protection. They might be called Ombudsman, 

Ombudsperson or Commission but in principle their missions are same; receiving 

human rights complaints and seeking remedies by probing into them.

지방정부 행정에 인권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에는 조례, 인력 또는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별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각 지

방 특색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인

식하고, 실제 운영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면,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하

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권보호기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이나옴부즈퍼슨 또는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차별 등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조사를 거쳐 해결

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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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Sheryl Evans Davis / 셰릴 에반스 데이비스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Executive Director  /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Sheryl Evans Davis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he was born in Denison Texas, 
but she grew up in the San Francisco-Bay Area. Director Davis earned her BA degree from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and 
her Master's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he began her career as an educator, working in 
private schools and volunteering in community centers in the Western Addition. Early on in her career, Director Davis became 
well acquainted with the disparity between the two of resources, experiences, expectations and opportunities. This awareness 
prompted Director Davis to develop out-of-school time programs for Western Addition youth that linked with the private 
schools to offer support with homework, enrichment classes as well as access to quality programs. Director Davis has served 
as a legislative aide for the District Supervisor focusing on public housing issues, building collaboration amongst service 
providers, public safety,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and youth issues. In addition Director Davis served on the 
Fillmore Community Benefits District, Redevelopment Agency's Western Addition Citizen Advisory Committee, SFPD Fair and 
Impartial Policing Advisory Committee, SFPD Community Policing Advisory, and The SF Census Complete Count Committee. 
She currently serves as the co-facilitator for the Workforce Investment Citizen's Advisory Committee. Director Davis was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Mo' MAGIC collaborative. The collaborative launched in 2006 with the purpose of convening various 
stakeholders to address community issues. The group meets twice a month to develop and implement solutions facing the Western 
Addition neighborhood aroun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justice, education and community health. Through these efforts 
hundreds of youth are supported during the summer months and stronger partnerships between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government, residents and businesses have been formed. Until August 2016, Director Davis worked with Mo' MAGIC and 
coordinated programming for the Ella Hill Hutch Community Center through Collective Impact.

서울대학교 셰릴 에반스 데이비스는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텍사스 데니슨에서 태어났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랐다. 데이비스 국장은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샌프란시스

코 대학(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사립학교 교육자로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웨스턴 애디

션(Western Addition) 소재 지역 문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데이비스 국장은 경력 초기에 경험, 기대라는 두 가지 자원과 기

회 사이의 불균형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데이비스국장은 웨스턴 애디션 청소년을 위해, 사립학교와 연계해 양질의 프

로그램뿐만 아니라 과제를 도와주고 보강 수업을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데이비스 국장은 지역 감독자의 입법 보좌

관으로 근무하며 공공주택 문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 공공안전, 경제 및 인력 개발,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중점을 다루었다. 이 

외에도 데이비스 국장은 필 모어 커뮤니티 혜택 지역(Fillmore Community Benefits District), 재개발국 웨스턴 애디션 시민 자문위원

회(Redevelopment Agency's Western Addition Citizen Advisory Committee), SFPD 공정하고 공평한 치안 자문위원회(SFPD Fair 

and Impartial Policing Advisory Committee), SFPD 커뮤니티 치안 자문단(SFPD Community Policing Advisory)와 SF 인구조사위원

회(SF Census Complete Count Committee)에서 일했다. 현재 인력 투자 시민 자문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Citizen's Advisory 

Committee)의 공동 중재관이다. 그녀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소집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

된 Mo' MAGIC(Mo' MAGIC collaborative)의 창립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웨스턴 애디션 지역이 당면한 경제 발전, 사회정의, 

교육, 지역사회 보건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백 명의 

청소년이 여름에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단체, 정부, 거주자, 기업 사이에 강력한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 2016년 8월까지 데이

비스 국장은 Mo' MAGIC과 협력하며컬렉티브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해 엘라 힐허치 커뮤니티 센터(Ella Hill Hutch Community 

Center)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Moderator / 좌장

Pilho Woo / 우필호
Institute for Human Rights Cities, Director / 인권도시연구소, 소장

General Session 1 / 일반 세션 1

Pilho Woo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Institute for Human Rights Cities. Formerly, he was a member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for Education’s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students, vice president of School Peace and also the team leader of 
Human Rights Protection Tea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le working for the SMG, h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system of SMG. He published ‘Human rights cities’ in 2013. 

우필호는 현 인권도시연구소 대표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평화만들기 부대표,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맨 처음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저서로는 ‘인권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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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ts of Human Rights Commission go back to 1964 when the modern day civil rights 
movement manifested in San Francisco through demonstrations against hotels, supermarkets, 
drive-in restaurants and automobile showrooms that discriminated against African Americans. In 
early 1964, Mayor John F. Shelley appointed an Interim Committee on Human Relations, which 
subsequently recommended to the Board of Supervisors that a permanent Human Rights 
Commission be established. In July 1964, the Board of Supervisors passed the recommendation, 
and Mayor Shelley signed an ordinance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ommission. From 1964, 
the Human Rights Commission grew in response to City government's mandate to address the 
causes of and problems resulting from prejudice, intolerance, bigotry and discrimination. The 
Mayor and the Board of Supervisors gav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more and broader 
powers and duties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passed additional ordinances, which were 
implemented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 June 1990, the voters of San Francisco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Charter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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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ssion 1  

Sheryl Evans Davis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Executive Director 
 
 
     

 
 
 
 

 
 

Abstract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Conference 

The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works to provide leadership 
and advocacy to secure,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for all peopl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1964 by City Ordinance 
and became a Charter Commission in 1990. 
The Human Rights Commission enforces City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33 (Non-discrimination in housing, 
employment and public accommodations)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38 (Non-Discrimination based on HIV 
Status)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1.2 (Non-Discrimination in Housing 
against Families with Minor Children) 
 SF Administrative Code Chapters 12B (Equal Pay Ordinance) and 12C 
(Non-Discrimination in City contracts)   
 SF Administrative Code Chapter 12H (Sanctuary City Ordinance) 
 
The Policy & Social Justice Division collaborates closely with other 
governmental agencie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to address a wide range of civil rights and social justice issues 
affecting the residents of San Francisco. 

The Discrimination Complaints Investigation and Mediation Division 
investigates and mediates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and non-compliance 
in employment, housing and public accommodation, as prescribed by City 
policy and jurisdiction. In addition, the Division is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Sanctuary City Ordinance by assisting the public in filing, 
mediat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non-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Edwin M. Lee 
Mayor 

 
 

C i t y  a n d  C o u n t y  o f  S a n  F r a n c i s c o  
HUMAN RIGHTS COMMISSION 
 

 
Sheryl Evans Davis 
Executive Director 
 

COMMISSIONERS 
 
Susan Belinda Christian 
Chair 
 
Eva Chan 
Theodore Ellington 
Hala Hijazi 
Mark Kelleher 
Andrea Nill Sanchez 
Michael Pappas 
Richard Pio Roda 
Abby Porth 
Michael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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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한다. 또한, 조례 불이행에 대한 불만 접수, 중재 및 조사에서 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성역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인권위원회의 시초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차별하는 호텔, 슈퍼마켓,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 및 자동차 전시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통해 근대 시민권 운동이 시작됐다. 1964 년 초 존 F. 셀리 시장은 인간관계에 

관한 임시위원회(Interim Committee on Human Relations)를 임명했으며, 이 위원회는 

이후 감리위원회에 상시 인권위원회 설립을 권고했다. 1964년 7월 감리위원회는 

권고안을 통과시켰고, 셀리 시장은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에 서명했다. 1964 

년부터 시 정부가 편견, 편협, 편견 및 차별로 인한 원인과 문제 해결을 인권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인권위원회가 성장했다. 시장과 감리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한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추가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인권위원회가 해당 조례를 이행했다. 1990 년 6월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인권위원회를 헌장위원회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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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컨퍼런스 개요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는 모든 이들에게 인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한 주도권을 부여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위원회는 1964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됐으며 1990년 

헌장위원회가 됐다.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 법령을 이행한다. 

 

 샌프란시스코 경찰법 제 33 조(주거, 고용 및 공공 편의에서의 차별 

금지) 

 샌프란시스코 경찰법 제 38 조(HIV 감염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샌프란시스코 경찰법 제 1.2조(미성년자 가정 주거 거부에 대한 

차별 금지) 

 SF 행정법제12B장(동일 임금 조례) 및 제12C장(도시 계약에 대한 

차별 금지) 

 SF행정법 제12 H장(성역 도시(Sanctuary City) 조례) 

 

 

정책 및 사회 정의부는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시민권 및 사회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 

지역 사회 기반 단체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차별 불만 조사 및 중재부는 시 정책 및 관할 지역에서 규정에 따라, 

고용, 주택 및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및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에드윈 M. 리 
시장 

 
 

샌 프 란 시 스 코  시  및  군  

인권위원회 

 
셰릴 에번스 데이비스 
사무국장 
 

위원 
 
수잔 베린다 크리스틴 

의장 
 
에바 찬 

테오도르 엘링톤 

할라 히자지 

마크 캘러허  

안드레아 닐 산체스 

마이클 파파스 

리처드 피오 로다 

애비 포스 

마이클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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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VERVIEW

The Policy & Social Justice Division collaborates closely with other governmental 
agencie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to address 
a wide range of civil rights and social justice issues affecting the residents of San 
Francisco.

The Discrimination Complaints Investigation and Mediation Division investigates 
and mediates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and non-compliance in employment, 
housing and public accommodation, as prescribed by City policy and jurisdiction. In 
addition, the Division is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Sanctuary City Ordinance by 
assisting the public in filing, mediat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no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POLICY DIVISION

The HRC's Policy Division collaborates closely with 
government agenci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embers of the public to address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ssues in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The Policy Division’s current 
work includes:                                       

Community Initiatives
Grant Partnerships

General Session 1 / 일반 세션 1

2016-12-01

1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 E O U L  ME T RO P O L I TA N  G OV E R N ME N T  H U MA N  R I G H T S  C O N F E R E N C E
G E N E R A L  S E S S I O N  I  – B U I L D I N G  F R A M E W O R K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orks to provide leadership and advocacy to secure,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for all peopl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1964 by City Ordinance and became a Charter Commission in 1990.

The Commission enforces City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33 (Non-discrimination in housing, employment and public 

accommodations)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38 (Non-Discrimination based on HIV Status)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1.2 (Non-Discrimination in Housing against Families with Minor 

Children)
SF Administrative Code Chapters 12B (Equal Pay Ordinance) and 12C (Non-Discrimination in City 

contracts)  
SF Administrative Code Chapter 12H (Sanctuary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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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ITIATIVES (CONT.)
Community Safety Initiative 

Engage youth from historically underserved communities in San Francisco through a summer internship at 
various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including Mo’MAGIC, Facebook and LinkedIn

Provide mentorship, training and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ssues 

Goal is for youth to become ambassadors of the HRC’s work in their communities

Inclusionary Housing and Programming Policies for Transgender Inmates

Collaboration with SF Sheriff’s Department and transgender community stakeholders to develop and 
implement inclusionary housing and programming policies for transgender inmates at County jails

Addresses the segregation and disparate treatment of transgender inmates in detention facilities 

GRANT PARTNERSHIPS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for Translatinas in the Mission District

Scope of Work: Case management, community building, education/advocacy services for transgender Latinas in the Mission District 

Grant Recipient: El/La Para Translatinas

Grant Amount and Term: $200,000 (7/1/15-6/30/16)

Status: Partnership in third year, with consistent service delivery to translatina community. 

Transgender Coalition Building and Organizational Support Services

Scope of Work: Development of a citywide transgender coordinating council, anti-violence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leadership development for trans-serving stakeholders 

Grant Recipient: TAJA’S Coalition (Fiscal Sponsor: Saint James Infirmary)  

Grant Amount and Term: $200,000 (12/1/15-11/30/17)  

Status: Executive Director hired and trained. Transgender Coordinating Council developed and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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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ITIATIVES

Black to the Future 

Black to the Future is a call-to-action for African American community empowerment in San Francisco

Connects at-risk community members with services including workforce development, education, family 
support, violence prevention and health/wellness

Engineering for Equity

Advise City departments on how to make government services more equitable for residents

Ensure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full range of government decisions

SFPD/Youth Community Forums

Ongoing meetings between SF police officers and youth to build trust and engage in dialogue on community 
issues, particularly as they relate to underserved communities of color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relationship between SF police officers and youth

COMMUNITY INITIATIVES (CONT.)

Fair Chance Ordinance (FCO)

Outreach and enforcement of the FCO, which regulates the use of arrest and conviction records in housing 
and employment

Development of annual report to the SF Board of Supervisors on status of the FCO’s implementation

Implicit Bias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of citywide training program on the impact of unconscious bias in personnel and policy decisions

Includes collaboration with the Mayor’s Office and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Photovoice Projects 

Presents the lived experience of Arab/Muslim/Sikh and Jewish community member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through photography and narrative

Stems from identity-based workshops with community members focused on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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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DIVISION
HRC's Discrimination Division investigates and mediates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and non-compliance in 
employment, housing and public accommodation, as well as 
the Sanctuary City Ordinance.  The Discrimination Division’s 
current work includes:                                       
Complaint Investigations
Outreach and Trainings
Special Projects

WHAT WE DO

Investigate and mediate discrimination complaints in the areas of housing, 
employment and public accommodation

Investigate and mediate complaints of noncompliance with the Fair Chance and 
Sanctuary City Ordinances

Engage stakeholders to resolve community disputes and issues involving individual or 
systemic illegal discrimination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formation and referrals to individuals, community 
groups, businesses and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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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PARTNERSHIPS (CO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Legal/Support Services for Incarcerated and Formerly Incarcerated Transgender Persons

Scope of Work: Leadership development, in-custody and re-entry support, and coalition building services for transgender, gender 
variant, and intersex people  

Grant Recipient: Transgender, Gender Variant, and Intersex Justice Project (Fiscal Sponsor: Justice Now)

Grant Amount and Term: $150,000 (12/1/15-11/30/16)

Status: Hired staff, organized legal clinics and mail programs for transgender inmates, and hosted leadership development retreat.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for LGBTQI Survivors of Violence

Scope of Work: Trauma counseling, peer support groups, and leadership development services for LGBTQI survivors of violence  

Grant Recipient: SF LGBT Center 

Grant Amount and Term: $160,000 (12/1/15-11/30/16) 

Status: MOUs and work-plans in effect with collaborative partners.      

GRANT PARTNERSHIPS (CONT.)

Community Engagement and Outreach to Persons with Arrest and Conviction Records on Article 49 of the SF Police Code "The 
Fair Chance Ordinance"

Scope of Work: Training, education, and analysis on the Fair Chance Ordinance 

Grant Recipient: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Grant Amount and Term: $100,000 (10/1/15-12/31/16)

Status: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conducting community education and outreach on FCO in collaboration with persons with 
arrest and conviction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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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OUTREACH AND TRAININGS

2015 Inquiries and Intakes

An inquiry is the first contact with the Discrimination Division from a potential Complainant regarding their 
allegations.  If the allegations appear jurisdictional, an intake is conducted to review the facts of the case in 
more detail, procure documents, and make a final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or, in the alternative, to refer 
the individual to agencies that may better assist them.  In both cases, investigators provide community outreach 
and education on the HRC and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Discrimination Division.  

In 2015, the Discrimination Division processed 1,466 inquiries and intakes.  

Training Programs

The Discrimination Division continues to provide comprehensive trainings to housing providers and employers 
on San Francisco’s anti-discrimination laws.  Covered topics include implicit bias, gender identity, and LGBT 
cultural competency trainings.  

Most recently, trainings were held on the Fair Chance Ordinance and its application to property managers of 
affordable housing.  These trainings were conducted at Swords to Plowshares, Community Housing Partnership, 
and Equity Residential.

SPECIAL PROJECTS: 
THE EQUAL PAY ORDINANCE
In  2015, the Discrimination Division was proud to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 Pay Ordinance. The ordinance requires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at do business on large projects with the City to submit an Equal Pay Report on 
compensation paid to employees.  

The ordinance also established an Equal Pay Advisory Board.  The Equal Pay 
Advisory Board works closely with the HRC to fulfill the goals and duties set forth in 
the Equal Pay Ordinance.

Working with the EPAB,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others, the HRC produced a Report in 2015 of the EPAB’s ke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equal pay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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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 INVESTIGATIONS

COMPLAINT INVESTIGATIONS

2015 Investigation Trends

As in previous years, housing complaints were the most commonly filed,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was the 
most common allegation.  

2015 Mediations and Settlements

The Discrimination Division mediated 21 cases in 2015, a 16% increase over 2014, and settled 17 cases.

Mediation Clinic with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In a continuing partnership, the Discrimination Division served as guest lecturers for the fall and spring 
semester Mediation Clinics at UC Hastings and oversaw HRC mediations of actual complaints conducted by 
student mediation teams. 

2015 Letters of Concern

The Discrimination Division issues Letters of Concern when there is a likely violation in need of immediate 
action, or when a policy matter presents a serious risk of discrimination within our jurisdiction.  The 
Discrimination Division drafted 33 Letters of Concern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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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Sung Whi Jeon / 전성휘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2015.7.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기간제 근로자 휴가

규정 차별 등의 권고 결정을 하였다.

She has been active as a permanent human rights guardian of Seoul since July 2015.
She has made recommendation decisions for cases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citizens for physical conditions in the 
qualifications for a citizen model at a fashion show and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employees regarding lea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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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OJECTS: 
DISABILITY RIGHTS IN THE RIDE-SHARING ECONOMY
As workplaces and public accommodations adapt to the ride-sharing economy, the 
Discrimination Division is working to ensure that they are responsive to established 
San Francisco law regarding acces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researching how other jurisdictions are working with tech companies, 
the Discrimination Division has attended hearings and provided testimony regarding 
the need for all employers and businesses to uphold existing anti-discrimination laws 
in new markets such as ride-sharing.

SPECIAL PROJECTS: 
DISCRIMINATORY ADVERTISING ONLINE  
Many online advertisements for housing opportunities use language indicating a 
limitation or preference for a protected class.  In 2015, the Discrimination Division 
sent a total of 168 educational notices to housing providers in response to such 
discriminatory advertisements.

Source of Income Discrimination (“No Section 8”) – 73 Notices Sent
 The City Attorney’s office is currently involved in litigation against a property management company 

(Lem-Ray Properties) for refusing to accept Section 8 housing vouchers.  HRC had previously sent 
notices to the property manager informing them that their advertisements (stating that they would not 
accept Section 8 or any subsidy vouchers) were illegal.

Familial Status (Occupancy Limits) – 62 Notices Sent 

Disability (Service and Support Animals) – 33 Notices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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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ed the new decision making system requiring agreement of 3 permanent  

Ombudspersons and 6 non-permanent Ombudspersons. 
 

2. Role and Oper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ttee 

○ Scope of responsibility: Investigat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which occurred in the following public agencie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reporting to it 

- Autonomous districts (Gu) (Matters for which the chief of  

the gu government requested an investigation based on administration  

commissioned by Seoul and the human rights ordinance) 

- Organizations set up with investment or funded by Seoul 

- Organizations performing administration commissioned by Seoul  

(Investigation is limited to commissioned administration) 

- Welfare facilities supported by Seoul 

○ The remedy committee is convened monthly, or on a special basis  

if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person or demanded by more than  

3 Ombudspersons. 

- Determination of whether human rights have been actually violated is  

made with a majority vote of present members of the remedy committee. 

- Investigation shall be taken up by permanent Ombudspersons with discussion. 

○ The remedy committe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Mayor of  

the documented resolution, who will also notify those involved in the case 

of the result, including the chief of the organization that was investigated. 

- The chief of the investigated organization, unless there is a specific reason not to, shall 

respect the result, take any necessary corrective measure based on it,  

and report the results of the measure to the Mayor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abovementioned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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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wi Je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Seoul Human Rights Ombudsperson System 

1. Human Rights Ombudsperson System Overview 

○ The Seoul Human Rights Ombudsperson System is an ombudsman system based 

on Article 18 of ｢Seoul Human Rights Ordinance｣ enacted on  

 September 28th, 2012. 

- The Ombudsperson investigates a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which occurred in the process of business of an agency reporting to or 

supervised by the city government and recommends corrective  

action to the Mayor (Article 20 of Human right ordinance). 

○ On January 2nd, 2013, the Seoul government appointed 3 Human Rights  

Ombudspersons and provided authoritie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decision making. 

○ The decision-making method for the Ombudsperson has been changed from  

an independent and sole discretion to an agreed decision (2014). 

○ The right of investigation into all cases of verb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has been consolidated to the Human Rights Ombudsperson 

(September 29th, 2014). 

○ Authority for cognitive investigation is provided based on an amendment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October 28th, 2015). 

○ On September 29th, 2016, in line with the amendment of ｢Seoul Human Rights 

Ordinance｣,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ttee was established on 

October 28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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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departm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Perman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Perman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The investigation report 

is introduced to the 

committee 

and resolution is 

reached 

(Recommendation 

required, case rejected, 

or case dismissed) 

⇒ 

 

Decision letter is 

composed 
⇒ 

 

Finalized decision 

letter is reviewed 
⇒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ttee 

Perman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One non-perman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Decision letter is 

delivered to the human 

rights departm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Perman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 Investigation method 

 The permanent Ombudsperson may collect information from a relevant organization or 

request information or statements in person from any involved party. 

 The permanent Ombudsperson may choose to invite an external expert to assist the inv

estigation efforts if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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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medy committee verif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  

and recommendation by the investigated organization on a yearly basis and 

reports the results to the Mayor. 

○ If deemed necessary, the remedy committee may publicly announce the corrective 

measure and/or recommendation. 

- Such an announcement may not be made if it is restricted by a relevant law, or if there is a 

risk of breaching privacy of any related party. 

○ Human rights Ombudspersons are excluded from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following cases: 

- If the Ombudsperson, their spouse or former spouse is directly involved in the case, 

or a shares interest and/or obligation with the involved parties regarding the case 

in question 

- If the Ombudsperson currently is or was a family member or a relative of those 

directly involved in the case in question 

- If the Ombudsperson testified or gave a testimony regarding the case in question 

- If the Ombudsperson is / was involved in the case in question as an agent of those directly 

involved 

- If the Ombudsperson is / was involved in a remedial process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a trial or other law in regards to the case in question 

○ If the remedy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it can request 

support from Seoul, upon which the Mayor may designate personnel to support the 

responsibility of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3.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 Case 

○ Investigation process 

Request for 

investigation is filed 

⇒ 

 

Human rights 

department (Human 

rights Ombudsperson) 

is notified 

⇒ 

 

Investigation is 

conducted and 

report is prepared 

and submit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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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Harassment at 

work 

Privacy 

violation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Personal 

rights 

42 13 18 6 2 1 2 

※ Details of recommenda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2015~2016) 
 

Year Case 

'2015 

Human rights violation by revealing names of those accused of poor 

attitude at work. 

Violation of expression of youth due to decision to deny the request to 

access a city facility. 

Human rights violation with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in a sexual 

harassment case 

Sexual harassment by a volunteer 

Verbal abuse by a chief of an organization performing commissioned 

administration 

Human rights violation by forcing retirees to sign a security pledge 

Sexual molestation at work 

Discrimination against a young sexual minority by denying support for a 

town exhibition 

Sexual harassment at work 

Sexual harassment at an organization funded by Seoul 

'2016 

Verbal abuse by a staff member at a business establishment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at a business 

establishment while resolving a case 

Discrimination against a sexual minority by denying a group access to a city 

facility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during an interview 

Derogation of competency of a disabled applicant during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project propos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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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status (As of October 31st, 2016). 

Category 

Number of cases (Based on date when the decision was made) 

Total 
Case not 

closed 

Closed 

Subtotal Dismissed Rejected Withdrawn 

Resolved 

during 

investigation 

Recommendation 

made 

Total 409 29 380 165 77 64 20 54 

2016 106 29 77 20 20 14 7 

16 

(2 combined 

cases) 

2015 99 . 99 39 25 16 9 10 

2014 158 ‧ 158 93 25 25 4 

11 

(3 combined 

cases) 

2013 46 ‧ 46 13 7 9 ‧ 

17 

(7 combined 

cases) 

 

4. Results and required improvements 

○ Violation cases and deter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diverse fields 

- Consolidation of channels of resolution for verb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case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decisions to make. 

The year 2016 has witnessed many different types of determinations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social status, appearances or sexual orientation, or based on 

information leakage or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representing diversity of decisions in 

incrementally more areas. 

※ Status of recommendation and corrective measure by type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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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ation method shifted from solitary decision making to cooperative 

determination 4 years after the Ombudsperson system was implemented. 

- Now is the time to prepare a new system to suit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ttee so that the system can settle down and stabilize through the new 

foundation of the committee. 

○ Measures are needed to deal with uncooperative organizations or involved person(s) 

General Session 1 / 일반 세션 1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employees regarding leave regulations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in a sexual harassment case 

Sexual harassment at a business establishment 

Human rights violation by poor or lack of protective measures for a victim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media regarding a 

suicide case of a staff member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rocess of treating an HIV patient at a city 

hospital 

Discrimination against citizens for physical conditions in the qualifications 

for a citizen model at a fashion show 

Human rights violation by leaking private information during public 

processing of information 

Discriminated hiring based on gender 

○ Expansion of scope of investigation by human rights Ombudspersons 

- Incremental expansion of investigation scope by adding cases of verb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among employees and cases requested by autonomous 

district (Gu) governments as well as by newly establishing a cognitive investigation 

right. 

○ More democratic decision-making expertise impartiality in the process 

- Reinforcement of reliability of decisions thanks to a shift from solitary and 

independent decision making to determination by 3 human rights Ombudspersons 

and resolut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ttee, which involves 

experts from diverse fields. 

○ Establishment of right to announcement 

- Basis of grounds to announce a recommendation and/or corrective measure, except in 

cases where a relevant law restricts an announcement or where there is a risk of 

breaching privacy. 

○ Settling the system and stabiliz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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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에 한함)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 소집 가능 

-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 

○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 

-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 공표 

-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음의 경우 조사·결정에서 제척 

-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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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 

전성휘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1.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개요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2. 9. 28.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 18조에 의해 탄생한 인권옴부즈맨 

- 시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고 시장에게 시정권고(조례 제 20조) 

○ 서울시는 2013. 1. 2.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임용하고, 독립적인 조사 

및 결정권한을 부여 

○ 시민인권보호관 단독결정에서 합의결정으로 변경(2014) 
○ 서울시 직원 간 언어폭력 및 성희롱 사건조사를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조사로 일원화 결정(2014. 9. 29.)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지조사 권한 부여(2015. 10. 28.) 
○ 2016. 9. 29.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2016. 10. 2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 상임 보호관 3명과 비상임 보호관 6명 합의결정으로 체제로 변경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 직무범위 : 다음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 위임사무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 소재 구청장이 조사 의뢰한 사항)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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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권고 

총 계 409 29 380 165 77 64 20 54 

2016 106 29 77 20 20 14 7 
16 

(병합2건) 

2015 99 . 99 39 25 16 9 10 

2014 158 ‧ 158 93 25 25 4 
11 

(병합3건) 

2013 46 ‧ 46 13 7 9 ‧ 17 

(병합7건) 

4. 성과 및 과제 

○ 다양한 분야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결정 

- 서울시 직원 간 언어폭력·성희롱 사건 일원화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결정을 

많이 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에는 성별, 사회적 신분, 용모,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과 정보유출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결정도 다수가 

있어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 

계 차별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권 

42 13 18 6 2 1 2 

※ 시정권고 결정 내용(2015~2016) 

년도 사건명 

2015년 

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General Session 1 / 일반 세션 1

-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구제위원회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음. 

 

3. 인권침해 조사 

○ 조사절차 

인권침해신고 접수 
⇒ 

 

인권부서(인권담당관) 통지 
⇒ 

 

사건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부서(인권담당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보고 상정 및 
의결(권고, 기각, 각하) ⇒ 

 

결정문 작성 
⇒ 

 

최종 결정문 검토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중 

1인 
 

결정문 인권부서(인권담당관) 

통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조사방법 

 상임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관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요구 가능 

 상임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
음. 

○ 인권침해 사건조사현황(2016. 10. 31.기준) 

구 분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계 조사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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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제도의 정착 및 안정화 노력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4년만에 독임제가 합의제 기구로 변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기틀을 마련하여 제도가 정착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관이나 대상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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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출연기관 직장내 성희롱 

2016년 

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차별 

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성희롱 2차 피해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원 자살사건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정보공개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 확대 

- 직원 간 언어폭력 및 성희롱 사건 조사, 인지조사권 신설, 자치구 의뢰 

사건으로 조사범위의 점차 확대 

○ 결정과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 강화 

- 독임제에서 3인 시민인권보호관 합의 결정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의결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함에 따라 결정의 신뢰성 강화 

○ 공표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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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Suwon City Human Rights Center has achieved a myriad of successes in the short span of a 
year and a half, there are still numerous items to be improved, as the policie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re a relatively new ideology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the center, because the center is still dependent upon 
the Human Rights Team in several circumstances, despite the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expresses 
favor for its independence. Also, it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human 
resources provided by Suwon City,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s that operate separate administrative 
human resources for more efficient task management. 

 
III. As such, Suwon City Citizen Human Rights Office is the origi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has 

been carrying out its role as the watchdog for human rights administration of Suwon City. It is expected to 
carry out its role to the best of its abilities, in order to transform Suwon City into a community that is 
righteous, warm and friendly to human rights, more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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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Dong-il Park / 박동일
Suwon City, Human Rights Ombudsperson /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General Session1  

Dong-il Park 

Suwon City, Citizen Human Rights Office, Human Rights Ombudsperson 

 

Suwon City Results and Agenda for Citizen’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I. It has been a while sinc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have been of important interests to people 
living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as there is a saying, “the completion and the beginning of human rights come from the regions,” 
regions are known to be the origin and resolution for all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as these are the 
places where every aspect of human life takes place. 
Thus, it is necessary and imperative for regional governments to improve human rights policies, policies 
whose core values are based o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orm “human rights cities,” through taking 
care of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as welfare, health, education, housing, water, safety and tax,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citizens. 

In order to improv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the single most important measure to be taken is to 
create policies that focus on human rights, and for this purpose, regional governments have been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such as a human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ombudsmen. 
Specifically,, tasks related to protecting human rights, represented by “human rights officials,” are the most 
important policy-related methods to practically guarantee human rights, and to serve as an essential system, 
because without human rights protective methods, these tasks do not hold true meaning. 

 
II. Suwon City is the largest fundamental local government with a population of 1.25 million, and in 

order to realize “Suwon, the City of Human Rights,” the city established the basic plan, “Human Rights 
Suwon City,” in October 2012, and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Team in February 2013, enacted “Suwon 
City Human Rights Ordinance” in July 2013, and built Suwon City Human Rights Center in May 2015, 
through organizing the 1st Suwon City Human Rights Committee in November of the previous year. 
“Suwon City Human Rights Center” is the first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Specialized Human Rights Department, and two civil professional workers are employed, in order to handle 
various tasks, such as consulting and investigat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administration of 
Suwon City matters, researching laws, policies, cases for enhancing human rights, developing plans to 
enhance human rights, evaluating the status of human rights, and forming a network with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e policies Suwon City Human Rights Office is that it created a human rights 
center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Human Rights Team. Secondly,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is based 
on having the full authority to decide th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which is dramatically different 
from the cas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Since its establishment on May 4th, 2014, the Human Rights Center has accepted 97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nducted investigations on 26 cases, made 6 recommendations to enhance policies 
related to human rights, separate from the before-mentioned cases of violations. The center has also been 
handling other tasks, such as evaluating the human rights on autonomous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vestigating the statuses of organizations for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groups of society and forming 
networks with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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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점, 둘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보호관의 결정방식이 

‘독임제’라는 점이 다른 지자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 인권보호관은 2014. 5. 4. 인권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97건의 인권침해 진

정사건을 접수하고 그 중 2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별개

로 6건의 인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그 외에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인

권영향평가, 매년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인권유관단체와의 네트

워크 형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이처럼 수원시 인권보호관 제도는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통해 

수원시 인권행정의 핵심제도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인권조례상에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여건상의 

이유로 조직구조상 인권팀에 소속되어 있어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

아 시급히 개선 필요성이 있고, 타 지자체에서 인권보호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지

원인력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시에서는 아직 행정지원인력이 지원되지 않

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Ⅲ. 이처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수호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자 수원시 인권행

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수원시를 보

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인권친화적 공동체로 만드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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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 성과 및 과제 

 

Ⅰ.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 ‘인권’문제는 주요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특히,“인권의 시작과 완성은 지역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인간의 삶이 구

체적으로 펼쳐지는 직접적인 공간인 ‘지역’이야말로 인권문제의 발생지점이자 궁극적

인 해결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접촉하고 사회복지·보건·교육·주택·식수

·치안·세금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가 모든 행정을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즉, 인권행정)을 펼치고, 나아가 인권행정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하는 ‘인권도시’

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권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 지방자

치단체는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전담조직 설치, 인권옴부즈맨 임명 등의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관’으로 대표되는 인권침해 구제업무는 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

단 못지 않게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인권침해 구제수단의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은 명목상의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Ⅱ. 수원시는 인구 125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인권도시 수원’실현을 목

표로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 인권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하였으며, 7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제1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거쳐 2015년 5월 수원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인권전담부서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어,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증

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실태조사, 

인권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보호관제도의 특징은 첫째, 인권전담조직(인권팀)과 별개의 독립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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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원시
인권도시 추진개요

❍ 2012. 4.19. 국가인권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 10.17. 수원시,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 수립
❍ 2013. 2.15. 인권전담부서(인권팀) 신설
❍ 3.13.   ‘수원시 인권조례 만들기 협의회’ 구성
❍ 7.29. 수원시, 공무원 인권교육 시작
❍ 7.31.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 8.12.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 자문단 구성
❍ 9.10.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1.13.     제1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성
❍ 2014. 5. 9.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
❍ 5.29. 인권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 9. 1. 인권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9. 5. 인권센터 설립계획 수립
❍ 9.25.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7.31.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 10.11.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완료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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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
성과및과제

시민인권보호관

박 동 일

목 차

�I�. 수원시 인권도시 추진개요

�I�I�. 수원시 인권보호관 제도의 현황

�I�I�I�. 수원시 인권보호관 제도의 성과

�I�V�. 수원시인권보호관제도의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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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및 역할
❍ 인권위원회 : 수원시 인권행정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 인 권 팀 : 인권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 인권센터(시민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상담·조사업무

■ 운영체계도

인권도시 수원

인권팀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수원시인권행정운영체계

Ⅱ. 수원시
인권보호관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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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23. 인권증진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4.27.     시민인권보호관(2명) 임명

❍ 5. 1.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 5. 4.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

❍ 6. 4. 인권증진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7.12. 수원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 12.10. 제2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성

❍ 2016. 1. 4.     수원시 인권증진기본계획세부실행계획 수립

❍ 5.30.     수원시 인권센터 1주년 기념포럼 개최

❍ 6.24.     인권증진기본계획 실행부서별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

추진과정

인권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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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 2015. 5. 4. (수원시청 별관 7층)
❍ 체제 : 수원시 직영 (감사관 산하)
❍ 구성 : 센터장 1명 (감사관 대행)

시민인권보호관 2명
❍ 권한
- 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시정권고

-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

- 인권실태조사

- 인권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운영현황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접수

조사개시 결정
• 기각/각하
• 종결처리
• 시정권고

결과 통지이의신청
신청인·피신청인
결정사항 통보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보장소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자문(필요시)

인권센터(센터장)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보장소위원회자문(필수)

인권센터(센터장)

인권침해진정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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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수원시인권기본조례」제20조제1항, 제2항

① 시장은효율적인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인권센터를둔다.
② 인권센터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권증진을위한법령·제도·정책·관행등의조사·연구및그개선방안연구
2. 시소속공무원과시민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프로그램개발, 홍보
3. 인권상황실태조사에관한사항
4. 다음각목에규정하는인권침해진정등에대한상담, 조사
가. 시가추진하는사업또는정책으로인하여인권침해를받았거나받을
우려가있는경우

나. 시소속공무원에의한인권침해
다. 시장이지도감독하는시설등에서의인권침해
라. 시장, 위원회가인권침해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안

5. 그밖에인권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수원시인권기본조례시행규칙」제3조

① 「수원시인권기본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20조에따라설치된인권센터

(이하“센터”라한다)에는인권센터의장(이하“센터장”이라한다)을두며, 센터장은

센터를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한다.

② 인권침해등에대한상담·조사, 연구활동등전문적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

센터에시민인권보호관(이하“보호관”이라한다)을둔다.

③센터장은보호관이업무를독립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보장한다.

④보호관은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임용한다.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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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조사내역

❍ 상담내역 <2015. 5. 4. ~ 2016. 11. 7.> (단위 : 건)

❍ 조사내역 <2015. 5. 4. ~ 2016. 11. 7.> (단위 : 건)

총 계

전화/방문/우편 인터넷

직권소계 조사
개시

상담
종결 이첩 소계 조사

개시
상담
종결 이첩

97 76 9 62 2 18 14 1 3 3

총 계
완 료

조 사 중
종 결 각 하 기 각 시정권고

26 5 10 7 3 1

1. 인권침해상담·조사실적

사건번호
접수일

/완료일
사 건 명

내 용

조사결과 사 유

2015-001
2015.06.01.

2015.06.08.
수원시의회의원에 의한 폭언 및 개인정보침해 각하결정

조사 비대상

(규칙11조1항2호)

2015-002
2015.06.01.

2015.06.17.
선경도서관내 이용자 퇴거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시정권고 인권침해

2015-003
2015.06.10. 

2015.07.01. 
KT위즈파크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제한 시정권고 차 별

2015-004
2015.06.10. 

2015.09.01. 
민원인의 시청출입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기각결정

인권침해아님

(규칙11조2항)

2015-005
2015.06.11. 

2015.06.22. 
광교홍재도서관 경비용역업체 직원 왕따 및 부당해고 종결처리 해고철회

2015-006
2015.06.20. 

2015.06.23.
민간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부당대우 각하결정

조사 비대상

(조례20조2항4호)

2015-007
2015.06.24.

2015.07.1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은행예금 압류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2015-008
2015.07.08.

2015.07.27.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각하결정

조사 비대상

(규칙11조1항3호)

2015-009
2015.10.08.

2015.10.21.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2015-010
2015.10.21.

2015.12.16.
시립어린이집 교사 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각결정

인권침해 아님

(규칙11조2항)

2015-011
2015.10.27.

2016.02.0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활동 참석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종결처리 침해행위 시정

2015-012
2015.10.31. 

2015.11.18. 
사설 PC방 흡연 단속 요청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2015-013
2015.11.09. 

2015.12.11.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의 이용자 차별 시정권고 차별

2015-014
2015.12.07.

2016.01.19.
생태체험에서의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종결처리 차별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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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자체 현황

나. 수원시 운영 상황
• 조사 및 판단, 결정문 작성에 있어 인권보호관 2명의 협의를 통해 운영
• 결정문에연서하는방식으로결정에대해공동책임

• 인권침해여부판단에있어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 : 인권 보호관이 독자적으로 판단·결정
▶진정사안이 중대하거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인권보장
소위원회 혹은 전체 인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이를 참고하여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판단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독임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독단적 결정의 우려 및
신뢰성 저하의 문제를 운영상의 묘를 살려 해결하고 있음

수원시인권보호관제도의특징

구 분 지 자 체

독임제 수원시

합의제
(상임, 비상임)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전남

Ⅲ. 수원시
인권보호관제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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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경위
• 2015. 6.10. 신청인, 진정접수
• 2015. 6.10. KT위즈파크현장조사
• 2015. 6.12. 피신청인,자료제출
• 2015. 6.25. 시정권고결정

결정내용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KT위즈파크의사전주차예약제실시와관련하여 장애인
들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권고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이용에있어장애인들이차별받지
않도록현장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실시하고향후유사
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 철저히할 것을권고

KT 위즈파크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제한 (2015-003)

사전주차예약제 운영방법 개선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조사경위
• 2016. 1.26. ○○복지재단산하복지시설1, 2에대한현장조사
• 2016. 1.27. ○○복지재단산하복지시설3, 4에대한현장조사
• 2016. 2. 1. 복지시설2 시설장과면담협의
• 2016. 2. 2. 종결처리

사회복지시설에서의종교활동참석강요로인한인권침해 (2015-011)

직원채용 모집공고상
종교 편향적 문구 삭제

면접 채점표상
종교 편향적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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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접수일

/완료일
사 건 명

내 용

조사결과 사 유

2016-01
2016.02.15 .

2016.05.04.
수원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모욕적 발언 기각결정

인권침해 아님

(규칙11조2항)

2016-02
2016.03.28.

2016.06.09.
사회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인권침해 기각결정

인권침해 아님

(규칙11조2항)

2016-03
2016.03.14.

2016.04.29.
수원시 운영 미술 프로그램 강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 기각결정

인권침해 아님

(규칙11조2항)

2016-04
2016.06.10.

2016.07.22.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에 의한 폭언 등

인권침해
각하결정

조사 비대상

(규칙11조1항1호)

2016-05
2016.06.16.

2016.09.01.
상수도사업소의 수도검침원에 대한 부당대우 기각결정

인권침해 아님

(규칙11조2항)

2016-06
2016.07.18.

2016.08.0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각결정

인권침해 아님

(규칙11조2항)

2016-07
2016.07.19.

2016.07.29.
불법주차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2016-08
2016.08.08.

2016.10.04.
개인정보 침해 종결처리 침해행위 시정

2016-09
2016.08.09 .

-
수원박물관 발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조 사 중

2016-10
2016.08.10.

2016.08.26.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피해, 기존

사유지내 시설물 파손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2016-11
2016.09.26. 

2016.10.05.
주거지에서 일조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2016-12
2016.10.27.

2016.11.02.
주거지 원룸 사이에서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흡연
을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종결처리 관련부서 이첩

선경도서관내 이용자 퇴거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2015-002)

조사경위
• 2015. 6. 3. 신청인, 진정접수
• 2015. 6. 5. 피신청인출석진술
• 2015. 6.11. 선경도서관현장조사
• 2015. 6.16. 시정권고결정

결정내용
선경도서관장에게

 피신청인에대하여수원시에서정기적으로실시하는
인권교육을받도록조치할것을권고

 피신청인을포함한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도서관
이용자들의인권이침해받지않도록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
강화할것을권고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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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근 거 관 련 부 서 조 치 결 과

1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공무원증
제도개선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행정지원과
․ 2015 .6.12.   공무원증 표기 변경 및 정비계획 제출
․ 2015. 7.이후 공무원증 신규·재발급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기재

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헌법 제10조 행정지원과

․ 2015. 7.16. 경기도 인사과에 제도개선 의견 발송
․ 2015. 9.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16. 9.1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인용결정)
․ 2016. 9.28. 인사혁신처, 합리적 대안 마련키로 함

3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 봉투

겉면의 인권침해사항 개선 헌법 제10조
체납세징수단
및 각 구청

세무과(세정팀)

․ 2015. 7.24. 각 구청 및 체납세징수단 담당자와 협의
․ 2015. 8. 4. 지방세 체납안내문에 해당 문구 삭제

4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의 인권침해적 용어

개정 검토

헌법 제10조 자치행정과

․ 2015. 9.18. 사용부서→소속부서등인권친화적용어로변경
․ 2015.12.11. 수원시공무직관리규정,수원시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전부개정입법예고
․ 2016. 1. 7. 수원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제811호)
․ 2016. 1. 8. 수원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제812호)

5
정년퇴임식에서의 일반

공직자와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간 차별사항 개선

헌법 제11조 행정지원과

․ 2015.12. 8. 정년퇴임식에서 ‘공로패’수여시청원경찰,무기계약
근로자와일반공직자의공로패단가를달리정한것은차별행위

․ 2015.12.20. 행정지원과(인사팀)에서차별시정 및 향후 동일한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함

6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헌법제10조, 제1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조

영통구청
자원순환과

․ 2016. 5. 9. 수원시인권센터, 제도개선권고결정
․ 2016. 5.18.  영통구, 쓰레기봉투실명제전면재검토결정

7
수원시 공무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헌법 제10조 행정지원과
․ 2016. 6.15. 행정지원과에 제도개선 의견 발송
․ 2016.10. 4. 수원시 근로자들의 대외직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 제도개선 권고실적

기존 공무원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로 대체

개인정보 관련 공무원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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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9. 수원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탁기관이 특정 장애
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른 장애인이 차별
받고 있다는 민원 접수

• 2015.12.11. 수탁기관인한국장애인부모회수원지부장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이용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권고

• 2016.01.13.  한국장애인부모회수원지부장, 추후 프로그램
운영시 장애 유형에 상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조치계획 수립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의 이용자 차별 (2015-013)

생태체험에서의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2016-014)

사건개요
• 수원시‘생태체험’ 실시과정에서일반공무원과공무직근로자사이에

1. ‘체험기간’의차별: 일반공무원은‘2박3일’로체험기간을정한것과
달리공무직근로자는‘2박3일(주말또는공휴일1일포함)’로차별

2. ‘팀구성’에있어서의차별 : 공무직근로자는공무직근로자들로만
팀을구성하도록지침을정함으로써,팀구성시일반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를차별

조사경위
• 2015.12. 7. 행정지원과에자료제출요구
• 2015.12.21. 참고인조사
• 2015.12.23. 행정지원과, 자료제출
• 2016. 1.18.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과협의
• 2016. 1.19. 종결처리

• 2016.01.29. 행정지원과 “2016년성실공무직근로자생태
문화체험추진계획” 수립→공무직근로자도일반직공무원
과동일하게생태체험을실시하도록함

공무직근로자들끼리 팀을 구성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을 자율적으로 변경

체험일정에 주말 또는 공휴일 1일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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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3. 4개구청
체납세징수담당자에
인권침해사항설명및
제도개선협의

• 2015.7.24.본청체납
세징수단의징수담당자
에인권침해사항설명
및제도개선협의

• 2015.8.4.지방세체납
안내문에서해당문구
삭제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 봉투 겉면의 인권침해 사항 개선

실 태 권고 후 조치결과

•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 「수원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 2016.1.7. 「수원시공무직관리규정」
전부개정 (훈령제811호)

• 2016.1.8. 「수원시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제812호)

- 기간제, 단시간,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 ‘사용’, ‘사용부서’라는용어사용

- 근로자들을 ‘사람’이아닌 ‘물건’으로
대하는인식을심어줌으로써헌법
제10조에서규정하고있는인간의존
엄과가치및인격권을침해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근로자

- 사용부서→소속부서

- 사용→채용

수원시기간제·단시간·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대한제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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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2015.07.14. 수원시인사위원장에게제도개선권고
○ 2015.07.16. 수원시, 경기도인사과에제도개선의견발송
○ 2015.09.03.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접수
○ 2015.09.16. 국가인권위원회, 유사사례(국가기술자격시험

에서의화장실출입제한)에대한시정권고결정

○ 2016.08.24. 국가인권위원회, 인용결정

○ 2016.09.28. 인사혁신처, 연내합리적대안마련키로함

- "화장실이용을과도하게제한해시험장뒤편에서용변을
보도록한것은수치심과굴욕감을느끼게하기에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행정자치부장관과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임용필기
시험과관련하여시험시간을융통성있게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화장실이용을허용하는방안등을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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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 필요성(목적)
❍ 조례, 규칙의제‧개정과정에서인권에미칠요인들을사전에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행정체계내에서인권이작동하고주민생활속에서
인권을보장받는행정시스템구축

■ 기 간 : 수시

■ 대 상 : 자치법규 제·개정시

■ 방 법
❍ 경미한 사항(1차) : 인권팀‧인권센터 평가
❍ 중요한 사항(2차) : 인권위원회 자문(메일 등 활용/ 신속성 확보)

■ 절 차 : 기초평가(부서)→인권팀의뢰→평가(인권팀·인권센터)→결과회신

■ 주요평가내용 : 권리침해, 주민참여, 구제수단, 기대효과 등

건수 규 정 명 검토의견 담당
부서 조치 결과

187

수원시 청사방호규정
제10조 제2호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에
‘오물, 분뇨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자의적이고
포괄적인요소구체화할것

행정
지원과

수 용
(2015.7.8. 
제정)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이의신청조항 신설
도시
디자인
과

수 용
(2015.10.8. 
제정)

수원시 공무원 성희롱
예방지침 제7조, 제8조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원하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수원시 인권센터를 포함하고, 고충상담원
이 조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센터
에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도록 함

여성
정책과

수 용
(2015.10.8. 
제정)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
센터설치및운영조례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폐쇄적일
수있으므로일반청소년과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이적절함

여성
정책과

불수용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
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를 초등학교 5학년~중
학교 2학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2호를 제외한 1, 3,
4호에서는 구체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도 2호만 신분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시킬 소지가 있음

팔달구
보건소

수 용
(2016.2.16. 
제정)

심의건수 권고 수 용 검 토 중 불 수 용

187 10 7 1 2

3.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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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식에서의일반공직자와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간차별사항개선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1.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

2. 향후수원시정책수립및시행과정에서시민들의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것

당 초 변 경

•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 아파트=아파트명과동호수
• 주 택=도로명과주소
• 사업자=업소명과주소

• “소각용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
• 아파트=아파트명과동
• 주 택=도로명
• 사업자=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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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기 간 : 2016. 11. 8. ~ 11. 23.
• 조사대상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4개소

구분 일 자 조사대상 시설 담당부서

1회차 ‘16.11. 8.(수)
경동원
꿈을키우는집

보육아동과

2회차 ‘16.11.23.(수)
희망의쉼터
수원 다시서기 임시보호시설 (꿈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인권실태조사

• 조사내용

- 시설 내 인권보호 실태
-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 인권침해 신고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국가인권위원회 협조 요청사항)

• 기타사항

- 수원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 안내, 홍보
-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협력체계 마련 등

• 조사결과

- 각시설이용자및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이규정에따라진행되고있었으며, 
운영위원회나자치위원회에이용자대표가참여하여의견을반영하는등
인권에기반을둔시설운영이이뤄지고있었음.

- 인권진정함 및 진정안내문 미비시설에 대한 보완 요구

사회복지시설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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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규 정 명 검토의견 담당
부서 조치 결과

187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제4호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사실상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들에게도 합리적
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하며, 제8조 제2항에서 “소속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행정원 및 조례 제3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
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 규정에 언급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삭
제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
지원과

일부 수용
(2016.2.26.
제정)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별표

조례 일부개정안 별표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
준’에서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에 따라 평가배점
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음

도시
재생과

불수용

수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임용 후보자 등
록원서’ 기재란에서 ‘종교’와 ‘재산상황’을 기재토
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행정
지원과

수 용
(2016.6.중
개정예정)

수원시 포상조례
제3조 제2항

‘시민이 아닌 자’라는 표현을 ‘시민이 아닌 사람’으
로 고치는 것이 타당함

행정
지원과

검토 중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제5조

제5조 제2항 각호의 지원범위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을 추가하는 것이 타
당함

행정
지원과

수 용
(2016.9.28.
제정)

3.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2015년
• 기 간 : 2015. 10. 8. ~ 10. 29.
• 조사대상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7개소

구분 일 자 조사대상 시설 담당부서

1회차 ‘15.10. 8.(목) 동광원 보육아동과

2회차 ‘15.10.15.(목)
사랑을 나누는 집
수원시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과

3회차 ‘15.10.20.(화)
행복한 집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과

4회차 ‘15.10.29.(목)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수원시 장기요양 지원센터

노인복지과

4. 사회복지시설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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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진정안내문 부착

사후조치결과

• 수원시 장기요양 지원센터

각 층별 인권진정함 설치 및 진정안내문 부착

사후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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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 설 명 인권교육
실시여부

진정함
설치

진정안내문
부착여부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인권지킴이단

동광원 ○ ○ ○ ○ 해당사항없음

사랑을 나누는 집 ○ ○ ○ ○ ○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행복한 집 ○ △(불투명) ○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 ○ ×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 ×(자체운영) × ○ ○

조사결과

• 행복한집

기존의 불투명한 규격외 진정함을 반투명 규격 진정함으로 교체

사후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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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

2. 인권보호관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인력 충원
 서울시 : 인권보호팀(4명)
 광주시 : 옴부즈맨지원팀(3명)

3. 인권보호관 제도의 2가지 핵심 요소
 전문성 확보
 독립성 확보

조 례 현 황

지위 독립적(조례 제20조 제3항) 임시적(시행규칙 부칙 제2조)

운영형태 직영/민간위탁 직영

구성원 센터장, 시민인권보호관 인권팀=인권센터

센터장 별도 임명 감사관 대행

인권센터 업무 인권센터 담당
• 인권팀 = 인권센터 업무 대행
• 시민인권보호관(인권팀 소속)

→ 인권구제 업무에 한정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 소속 인권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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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6.2.4.~2016.10.7. [8개월]
 방문대상 : 수원시및전국의인권유관단체
 방 법 : 각기관을방문하여인권현안사항논의및인권센터홍보

구분 일 자 방문대상 단체

1 ‘16.02.04.(목)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2 ‘16.02.17.(수) 서울시 인권센터(시민인권보호관)

3 ‘16.02.24.(수) 수원가족지원센터

4 ‘16.03.10.(목) 수원시정연구원, 수원YWCA

5 ‘16.05.03.(목)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수원탁틴내일

6 ‘16.05.26.(목) 수원여성의전화

7 ‘16.09.26.(월)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

8 ‘16.10.07.(금)
수원시장애인인권센터, 수원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5. 인권유관단체와의네트워크형성

Ⅳ. 수원시
인권보호관제도의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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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활동과 지자체 인권기구의 조사활동의 관계에 대하여 

 

 

김원규  

 

 

1. 문제의 제기 

이 글은 인권위 조사활동과 지자체 인권조사활동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향 모색을 위해 현재 한국사회가 인권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양 기관이 

인권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권보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두 기관 사

이의 기본적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본적 관계 위에서 양 기관이 행하는 인권조사활

동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권위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기존의 성

장 위주의 국가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 때 보다 안정

적이고 장기적 생명력이 있는 인권보장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여 과감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2.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변곡점 

가. 인권위 탄생의 배경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자유주의 헌법 체제 하에서 국가기구 정당성의 근거는 인권보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권력과 국민 사이의 가치전도, 국가기구의 계급적 편향성, 

주권행사를 대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화로 인한 대리인 패러독스 등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주

요 축인 3권이 인권보장기구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자가 되는 경우

가 다반사였다.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국민들의 투쟁으로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제반 국가기구가 헌법이 요

구하는 기본꼴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법치주의는 멀고 인권가치는 국민들의 생활 속

에 녹아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과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의 구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3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이런 점을 보아도 인권위 신설은 여성가족부나 미래과학부를 새로 만드는 의미와 달

리 국가인권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보

장활동을 하는 하나의 전담기구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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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Won-kyu Kim / 김원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vestigation Coordination Division,  

Investigator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조사관

경 력 사법연수원 수료(2006)

 국가인권위원회 근무(2006. - 현재)

 2006. - 2009. 조사국 근무 (침해조사1팀)

 2009. - 2011. 정책교육국 근무(인권정책과)

 2011. - 2012. 조사국 근무(조사총괄과)

 2012. - 2015. 정책교육국 근무(인권정책과)

 2015. - 현재  조사국 근무(차별조사과)

현 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저 서      인권조사관을 위한 헌법길잡이(2012)

Careers 
■ Graduate of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2006)
■ Employee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6 - Present)
   - 2006 – 2009     Part of the Investigation Bureau (Team 1 of the Civil Rights Division)
   - 2009 – 2011     Part of the Policy & Education Bureau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 2011 – 2012     Part of the Investigation Bureau (Investigation Coordination Division)
   - 2012 – 2015     Part of the Policy & Education Bureau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 2015 – Present   Part of the Investigation Bureau (Anti-Discrimination Division)

Current Position
■ Investigator of the Anti-Discrimination Division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uthor of
■ Guide to the Constitution for Human Rights Investigator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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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기되는 과제 

그러나 인권위는 설립된지 15년이 되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의 자기반성 기

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적나라하게 경험하였다. 인권위는 정작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해왔다. 인권위는 국가의 자기반성을 전제

로 해서 굴러가는 기관인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자기반성을 하지 않겠다는 권력이었고 특히나 

인권과 관련해서는 반성적 태도가 아니라 북한정권을 공격하는데 활용하거나 내부 인권이야기만 

나오면 역정을 내는 모습이었다. 이런 권력자가 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권위원을 임명

하였기 때문에 서울청장 김석기가 남일당 농성자들을 사상케 하였을 때에도 제대로 된 말도 못하

였던 것이다. 2009년 7월 인권위원장이 안경환에서 현병철로 바뀐 뒤에 벌어진 이런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겠다는 권력이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는 정

치환경에서 인권위가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권위가 이라크파병 반대 의견표

명을 했을 때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권력자보다 2008년 촛불집회 관

련 권고에 대해 인권위 필요성 자체를 의문시 했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권력자 집권 시기에 더 

역할다운 역할을 하는 인권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자체가 지향하는 인권도시는 시민들의 일상과는 유리된 채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자가 과문하여 인권도시를 제일 먼저 표방했고 인

권조례 제정, 인권도시 선언, 이러저러한 인권심포지엄 개최 등 많은 인권활동을 하였던 모 광역

시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수가 줄고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서울시가 많은 개선을 이루어 내었으나 이는 시장의 의지가 주

요한 근거였지 인권도시의 내용을 채워내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역시 

많은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채택하였으나 역시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입법행정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듣지를 못하였다.  

 

이제는 인권위가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자체 인권활동의 내용

을 채워내는 방안을 따로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자. 발표자는 이것을 “국가 

전체 인권체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 구축”이라고 부르고 싶다.  

 

3. 국가인권기구와 지자체 인권기구의 관계 설정의 모티브 

가. 양 기관의 특성 

인권위는 국제적으로는 1993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구성에 관한 원

칙)과 국내적으로는 2001년에 입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인권위의 주된 

활동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활동을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이었으며, 정책권고(의견표명과 의견제출 

포함), 조사구제, 인권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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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2001년의 인권위 출범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체제 구축이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인권보장체제

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시작점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2차원, 3차원적인 인권체제 

구축의 과제를 앞두고 있는 것이었다. 

 

나.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 

지역적 차원에서는 2009년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를 기점으로 2012년에 서울시 인권기

본조례통과가 통과되어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이 시작되는 등 광범위한 지자체들이 인권활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형완의 “지자체 인권의 제도화 그 쟁점과 과제”(2016)에 의하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국내 

기초자치단체 총 226개 중 71개(약 31.4%), 광역 지자체 17개 중 16개(약 94%) 지자체가 인권조

례를 제정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 기초단체는 11/25(44%), 부산 기초단체는 

10/16(62.5%), 대구 기초단체는 2/8(25%), 인천 기초단체는 0/10(0%), 광주 기초단체는 5/5(100%), 

대전 기초단체는 4/5(80%), 울산 기초단체는 5/5(100%), 세종 기초단체는 0/0, 제주 0/0, 경기 기

초단체는 10/31(32.3%), 강원 기초단체는 2/18(11.1%), 충북 기초단체는 0/11(0%), 충남 기초단체

는 7/15(46.7%), 전북 기초단체는 2/14(14.3%), 전남 기초단체는 5/22(22.7%), 경북 기초단체는 

3/23(13%), 경남 기초단체는 5/18(27.8%)로 집계된다. 충북 옥천군과 인천 남구가 입법 중이다.  

인권위원회나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한 지자체는 광역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12(/17)개이며, 기초단체는 서울 5개(/25, 성북, 

영등포, 서대문, 도봉, 동작), 부산 5개(/16, 해운대, 북, 중, 진, 기장), 광주 5개(/5남, 서, 광산, 동, 

북), 울산 4개(/5, 북, 동, 남, 울주), 경기 3개(/31, 광명, 수원, 성남), 충남 2개(/15, 천안, 아산) 등 

총 24(/226)개가 인권기구를 설치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광역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

남 등 9(/17)개, 기초는 서울의 서대문, 동작 등 2개(/25, 노원구는 입안중), 부산의 해운대 등 1개

(/16), 광주의 서 등 1개(/5, 남구 입안중), 울산의 북, 동 등 2개(/5), 경기의 광명, 고양, 수원 등 3

개(/31, 성남 입안중) 등 9개(/226)가 수립했다(3개 기초단체는 입안중).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인

권보장활동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된 것이다.  

 

다. 높아지는 인권의 실질적 규범성 

이러한 활동들의 원인이자 결과로 인권가치의 생활규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헌법전 내

에서 사문화되어 있었던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금지통보처분을 취소시키는 판

결문에 좀 더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에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소수의 저항세력

들만 무기로 사용하였던 인권이 이제는 국가활동의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 가치로 성장할 가

능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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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권사무소에 나누어주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능의 작용으로 인한 사건에 대하여는 인권위의 지역인권사무소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자체기능의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주민생활과의 결합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는 굳이 인권위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하여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국가가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아닌) 지역적 사안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구제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 제도하에서도 지자체의 조사기능은 지자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휘권에 근거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범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주민복리와 관련된 사안(즉 사회권 침해사안)

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개별사안조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가해당사자에 대한 조치로 사건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법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성을 인권위에 전달

하여 인권위가 중앙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위와 같은 인권위와 지자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이 완성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국가기구 간 그리고 국가기구와 지자체 간의 칸막이 현상이 아주 심하므로 인권위

와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행하기 아주 어려운 협력사업이다.  

이런 식의 협력사업과 피드백은 그 내용이 입법화되어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현재 제도적 한계 때문에 조사

기능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을 지자체가 접근하여 개별구제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지역적 

단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시도를 인권위가 맡아서 하는 

것은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협조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지자체의 조사업무도 지자체의 자기반성의 기제라는 

점에서 조사권의 독립성이 지자체장으로부터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보장기능은 선한 

정부를 믿어서는 않되며 지자체장의 배려에 의존해서는 작동할 수 없다.  

지자체와 인권위의 위와 같은 기능분담과 협조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씨줄 날줄이 더 촘촘해 

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되어 정치적 외풍이나 주변 상황의 압력

에 대한 방패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권위가 정치적 눈치 때문에 주저주저

할 때 지자체가 팍팍 치고 나가면서 의견표명을 과감하게 한다면 인권위도 자극을 받을 것이고 

지자체장이 지역토호들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일 때 인권위가 주저없이 결정하면 지자체도 용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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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지자체 인권기구는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2 및 각 지자체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

러면 지자체 인권기구의 주된 역할과 활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은 헌법

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복리’사무의 비중이 크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나. 상호 보충적 관계 

조효제가 이야기 하듯이 인권은 억압에 대한 저항의 도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충

족의 도구로 그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과거 국가의 소극적 자제를 강조

했던 자유권 강조 시대에서 자유의 물질적 기초로서 작용을 하는 사회권(사회복지 포함)이 강조되

는 시대로의 변화 추세와 일맥상통한다. 자유권 강조의 시대에서는 저항의 과정을 통하여 인권 

주체의 자력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사회권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이 자력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과정에서 ‘주민복리의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의 ‘자치’를 통하여 인권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관 본래의 속성이 부합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기

구인 인권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추이에 맞추어 지자체의 인권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고리형성

이 생존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는 국가기구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

로 용이하나 인권가치를 통하여 시민들을 자력화하는데 필요한 시민 삶에 대한 접근성, 결합용이

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자체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해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

나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하여 인권가치를 시민 생활 속에 녹여내는데 강력하고 다양한 도구들

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을 결합하는 것이 인권가치를 시민들의 생활과 결합시키고 시민들이 인권

의 주창자로 나서게 하는데 긴요하다. 이러한 결합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내용을 채워내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주민 없는 자치에 주민을 끌어당기는 경로가 될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가. 인권위 조사의 한계와 지자체의 역할 

현재 인권위의 조사는, 국가기관(지자체 포함)이나 공직유관단체 소속원이 업무행위를 통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된 인권(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사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차별(사

유 및 영역 제한 있음)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조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길

어지고 구제효과가 떨어지며 조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점과 자유권의 범주를 뛰어넘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조사를 통하여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애인시설을 제외한 구금보호시설 사건 조사업무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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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척박해보이더라도 꿈을 꾸어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법, 인권위와 지자체 인권담당자들 간

에 새해 상견례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인권위와 지자체 인권부

서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인권정책협의회를 열어 함께 계획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인권위는 새로 인권부서를 만드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식 업무내용에 포함시키고, 지자

체 인권담당자는 인권위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현

재 인권위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인권조사관 학교를 공동 개최하여 인권위가 15년 동안 축적해놓

은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있다. 인권위가 만든 조사업무 매뉴얼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과정이 쌓이면 인권위와 각 지자체 인권부서가 국가 전체의 인권체제 속의 구

성원이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과 기능을 공유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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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입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지자

체 그리고 엔지오 등 인권옹호기관들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중

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인권기본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엔지오가 입법에 의해 인권옹호자로 인정되고 3자의 관계(협력과 견제)

를 공식화 시키는 것은 인권보장체제를 체계화시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지자체 인권보장 활동에서 자력화의 중요성 

더 나아가 인권위는 그간에 집행기능과 손발이 없어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주로 권고라는 방식

으로 접근하였고 업무과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인권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주체로 내세우는 

역할을 충분히 해오지 못하였다. 일부사건에 대하여 조정이나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오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업무성격이 주민생활에 대한 밀착성이 강하므로 당사자들이 인권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시도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장을 통하여 인권 주체가 보호의 객체로 머물지 않고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자체 인권보장활동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자력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선발도 현행과 같이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을 대

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보조 조사관이나 모니터 

요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조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대한 평결도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배심제도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하여 곧장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현행 제도적으로도 이들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인지를 주변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훨씬 종합적이고 생생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혐오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조사사건에 대한 평결과정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마무리 

인권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의 느낌에 의하면 위와 같은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일

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지자체가 조사기능을 하는 것이 인권위의 조사권한을 침

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기구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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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local governments establish Human Rights Action Plans which are similar 

to National Action Plans on Human Rights. Sometime they set up Action Plans for 

specific areas such as women, children and migrants. These plans enable local 

governments to refl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to its work, and which 

at the end will fulfil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of its peopl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latively new to this area and they are now only accumulating know-hows 

respectively. By sharing how to establish, implement and assess these plans, trial-

and-errors could be minimized and the plans be more constructive and effective.

This year in SHRC, participants will discuss the process to establish Human Rights 

Action Plans; methods to elicit participation from citizens and experts.

많은 지방정부가 국가 단위 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종

합 계획이나, 여성, 아동, 이민자 등 부문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

획을 통하여 광범위한 시정 속에 국제적 인권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인

권 보장과 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로서는 낯선 

분야인 것도 사실이고, 현재로서는 국내외 지방정부들이 각자 자기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중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 이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불

필요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더욱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각 지방정부들이 인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계획 수립 

과정과 절차상의 노하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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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Simone Philipp / 지모네 필립
ETC GRAZ, Project Manager / ETC GRAZ 사업담당자

Simone Philipp works as researcher and trainer at the ETC Graz since 2008. Her main research focuses are implementing human 
rights at local and regional level, special human rights issues as multiple discrimination, children’s rights, human rights of women 
and human rights education. As trainer, she works with different target groups from elementary school to special occupational 
groups. As author and psychotherapist trainee she works with prison inmates as well as psychiatric patients. 

지모네 필립은 2008년부터 ETC Graz에서 연구원 및트레이너로근무하고 있다. 지역차원의인권실현과 복합 차별, 아동 인권, 여성인

권및인권교육과같은특별한인권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초등학교에서특수직업그룹에이르기까지다양한대상을 트레이닝하

며 돕고 있다. 저자및심리치료사연수생으로서정신과환자뿐만아니라교도소수감자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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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 좌장

Joong-Seop Kim / 김중섭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경상대학교 교수

[Careers]
- Ph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Hull (UK)
-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Essex (UK), Columbia University (US), and Kyoto University (Japan)
- Dean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Human Rights & 
Social Development

[경력]

영국 헐(Hull) 대학교 사회학박사 

영국 에섹스대학교,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일본 교토대학 방문교수 역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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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2 
지모네 필립 

ETC GRAZ 사업담당자 

 

인권에 기반한 지역정책 수립 분야에서  

도시와 지역이 학술자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개요 

2016년 9월 스웨덴에서 인권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한 결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 정치인, 지방 자치 단체 직원, 여러 기관의 전문가 및 

연구원이 모여 지식을 공유했다. 직업 간, 학제 간 협력 모델은 인권을 지방 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에서 지역 및 지방 당국 의회 

산하로 개최된 "인권 중점" 국제 포럼의 사례를 따랐다. 

지난 수년간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지역이 인권 도시 또는 지역을 선언하며 지역 수준에서 

인권 실현에서 발전을 이뤘다. 이러한 흐름에서 과학 자문가와 함께 일함으로써 도시와 

지역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혜택의 다양한 영역이 정의 될 수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인권 보호 분야에서 그라츠 인권 도시가 2009년 선거 기간에 증오 발언을 

줄이기 위해 선거 감시를 시행한 것이 그 예이다. 지역 차원의 인권 계획 및 정책 입안 

영역에서 스티리아(Styria) 지역은 구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통해 인권 

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입문했다. ECCaR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를 위한 "평등을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는 도시 네트워크 안에서의 협력 및 협업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인식을 높이고 지식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인권 중점" 국제 

포럼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ETC(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트레이닝 및 연구 센터)는 1999년 지역 차원의 인권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로써 설립됐다. 따라서 ETC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도시 및 지역과 

협력한다. 시몬 필리프는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고, 지역 인권 실현을 위해 지방 정부와 

과학 전문가의 협력을 유도할 다양한 방법들을 다룰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인권 실현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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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ssion 2 

Simone Philipp 

ETC GRAZ, Project Manager 

How can cities and regions benefit from scientific consultancy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ased local policy making? 

 
Abstract 
 
In September 2016 a workshop for developing determined criteria for being a Human Rights 
City or Region took place in Sweden. For this purpose local politicians, staff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experts and researche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were brought together 
to share their knowledge. This model of interprofessional and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to set 
human rights on the local agenda followed the example of the International Forum “Focusing 
Human Rights”, which took place in Graz, Austria, in 2015 under the umbrella of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the last years more and more cities and regions took a step forward i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t local level by declaring themselves as Human Rights Cities or Regions. In this 
framework it is often very fruitful for them to work together with scientific consultants. Here, 
different areas of intervention could be defined. E.g.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the Human Rights City of Graz conducted an election monitoring in 2009 with 
the aim of reduction of hate speech during the election period. In the area of human rights 
programming and policy making at the local level the region of Styria started its process of 
becoming a Human Rights Region by a serious analysis of its structures, processes and 
outcomes. Through the ECCaR city network a “toolkit for equality” for cities has been 
elaborated. This shows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in these networks. In 
the field of awareness raising and exchange of knowledge the International Forum “Focusing on 
Human Rights” which was mentioned before, could serve as a very good example.  
The ETC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was 
established in 1999 as think tank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t local level. 
Therefore, the ETC cooperates globally with cities and regions. In her contribution Simone 
Philipp will highlight the concepts as well as different working methods which mak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cientific partners as fruitful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t local level. This will be illustrated by a number of examples. Special focus will also be 
laid on how structures and processes of implementing human rights at local level could be 
ana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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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ssion 2 
Cath Denholm 
NHS Health Scotland, Director of Strategy 
 
Scotland’s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SNAP): Taking a civic participation 
approach 
 
1. About Scotland 
 
Scotland is part of the United Kingdom, which is made up of 4 nations: Scotland England, Northern 
Ireland and Wales. The overall population of the UK is 63.5m. Scotland’s population is 5.35m and 
the area covers 80,000 km2. Much of Scotland is rural and remote highland and moorland. Around 
70% of the population lives in the central belt of the country, many in the 2 cities of Edinburgh 
and Glasgow.  
 

General Political Context of Scotland 
 
The political context of Scotland has been changing quite rapidly in the last 20 years: 
 
 Scotland has shared a monarchy with England since 1603 and has been in government union 

with England since 1707.  
 Following a referendum in 1997, Scotland voted for the devolution of certain powers from the 

UK government. These were enacted through The Scotland Act 1998 
 The Scotland Act led to the creation of a Scottish Parliament which has a range of 

responsibilities devolved from the UK Government, including: health, education, justice, rural 
affairs, housing,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Powers which are reserved to the UK Government include: immigration, the constitution, 
foreign policy and defence.  

 The government in Scotland is currently led by the Scottish National Party.  Following an 
election in May 2016, they are governing as a minority.  

 In 2014 the Scottish Government held a referendum on full independence for Scotland, which 
resulted in a vote by 55% to 45% to stay in the UK. 

 In 2016 the UK Government held a referendum on the UK’s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This resulted in a vote by 52% to 48% for the UK to leave the European Union. The 
UK Government is currently leading negotiations to implement this decision. It is worth 
noting that in Scotland the vote to stay within the European Union was 62% to 38%.  

 
General Position of Human Rights Legislation in Scotland  

 
The context of human rights legislation and policy in Scotland and within the United Kingdom 
(UK) is also interesting and potentially changing: 
 

 In Scotland, human rights are given effect through two different laws. 
 The first of these is The UK Human Rights Act 1998, which requires public authorities, 

including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and agencies, to act compatibly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ermits alleged breaches of human right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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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Cath Denholm / 캐스 덴홀름
NHS Health Scotland Director of Strategy / 스코틀랜드 국가보건서비스 전략팀장

Cath Denholm (MA, MSc Public Health, MBA, FRSA, MIoD) is Director of Strategy for NHS Health Scotland, part of 

Scotland’s National Health Service. The work of NHS Health Scotland is to influence and support the Scottish Government 

in forming and implementing policy that improves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in Scotland (c 5.3m) in an equitable way. This 

means that we have a particular focus on improving the health of those experiencing the most economic, social or other forms of 

disadvantage.  

Cath has worked with the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 range of other partners in government, the public and 

voluntary sectors since the inception of Scotland’s first National Action Plan of Human Rights in 2013. Her particular role has 

been to co-convene a national action group for embedding human rights into health and social care, but her interest spreads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based approaches in all walks of civic life.

캐스 덴홀름(Cath Denholm: 문학석사, 공공보건이학석사, 경영학석사, 영국학사원회원, MIoD)은 스코틀랜드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의 NHS 헬스스코틀랜드(NHS Health Scotland)의 전략국장이다. NHS 헬스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시민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을 평등하게 지원한다(c 5.3m). 이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복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3년 스코틀랜드 최초의 국가인권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 of Human Rights)이 발표된 이래, 캐스 덴홀름은 스코틀랜드 인권

위원회(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및 정부, 공공 및 자발적부문의 여러기관과 협력해왔다. 그녀는 인권을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시키기위한 국가행동단체를 공동소집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모든분야에서 인권지향적인 접근

법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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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otland’s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SNAP)  
 
Scotland established its first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SNAP) in December 2013.  
Scotland is the only part of the UK with an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Development of SNAP was led by a Drafting Group drawn from 12 
public sector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coordinated and 
chaired by SHRC.  SNAP was developed over a 12 month period 
between 2012 and 2013.  The focus of the group was to establish a 
common vision, purpose, outcomes, priorities, implementation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A strong commitment of the Drafting Group was to ground SNAP on 
evidence of the extent to which human rights are realised for all 
individuals in Scottish society. In preparing for SNAP, SHRC 
commissioned and published a report Getting it Right. Getting it 

Right was based on three years of research and inquiry into: 
 Social research and legal literature 
 A review of outstanding recommendations from treaty bodies  
 Research findings tested through a five month participation process in which over 400 

people took part in events hosted or supported by SNAP partners and 144 written 
contributions were received from a wide range of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The overarching message of Getting it Right was that Scotland compares relatively well on an 
international stage in terms of expression of human rights in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However, 
these policy aspirations have not yet translated into lived experience for everyone in Scotland. The 
Drafting Group were clear from the outset in their ambitions for SNAP to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tangible and concrete actions that lead to measureable improvements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Scotland. 
 
SNAP was purposefully framed not as a ‘traditional’ action plan with a beginning and an end, but 
as a ‘road map’ towards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all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in Scotland.  It is based on principles of collective ownership, participation and shared 
accountability. It has three overarching aims: 
 

 Better Culture – people understand and can affirm their rights; organisations are able to 
put them into practice and there is accountability for doing so.  

 Better Lives – the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human rights are enhanced in three 
specific areas of Health and Social care; Poverty and Living standards; Justice and Safety. 

 Better World – Scotland gives effect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t home and 
internationally. This includes further implementation and incorpor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nto domestic law.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Following the launch of SNAP, five Action Groups were established to lead work towards these 
overall outcomes. These Action Groups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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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d before UK courts and requires for the judgments, decisions, declarations and 
advisory opinions, as well as opinions and decision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Committee of Minis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by domestic courts. 

 The second of these is The Scotland Act 1998 which requires all legislation passed by the 
Scottish Parliament and all acts of Scottish Ministers to be compatible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t also empowers the Scottish Parliament to observe and 
implement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ratified by the UK.   

 In its 2015 election manifesto, the current UK Conservative majority government proposed 
to repeal the Human Rights Act 1998 with a new ‘British Bill of Rights’, aimed at giving 
the UK more autonomy from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The Scottish Government speaks against the proposed repeal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and speaks in favour of taking forward an even more progressive rights agenda. In 
2015, the Scottish First Minister pledged to do ‘even more, even better at incorporating 
human rights into domestic legislation’. 

 The impact of a potential appeal of the British Bill of Human Rights in Scotland is therefore 
still debated.  

 
Human Rights and Equality Bodies in Scotland 
 
In Scotland, the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SHRC) and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have a shared human rights remit. Both institutions are ‘A Statu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e EHRC covers human rights issues arising from matters reserved to the UK Parliament and the 
SHRC covers issues arising from matters devolved to the Scottish Parliament, unless it gives 
consent for the EHRC to handle them. In practice, the two Commissions work in partnership on a 
number of human rights issues and share a mandat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Scotland. 
 

 
  

 
It is under its remit to promote awareness, understanding, respect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Scotland that the SHRC has led the development of 
Scotland’s first National Plan for Human Rights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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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Culture 
 Health and Social Care 
 Justice and Safety 
 Adequate Standard of Living 
 Better World 

 
The intention was that the ownership and membership of the Action Groups reflected civic society.  
Each group is convened and managed in different ways, with Scottish Government and SHRC 
having a more active role in some than others. 
 
There is a Monitoring Group, which is developing indicators to track implementation of actions. 
There is also a SNAP Leadership Panel to which the Action Groups and Monitoring Group report 
on a 6-monthly basis. Annual Reports are agreed and submitted to the Scottish Parliament, and 
form part of the reporting cycl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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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를 공유한다. 두 기관은 유엔 파리 원칙에 따라 'A 등급'을 부여 받은 국가 

인권기구이다. 

 

EHRC는 영국 의회에 소속된 문제로 야기된 인권 문제를 다룬다. SHRC는 EHRC의 문제 

해결을 승낙하지 않는 한, 스코틀랜드 의회에 양도 된 문제로 야기된 인권 문제를 다룬다. 

실제로 이 두 위원회는 여러 인권 문제에서 협력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공유한다.  

 

 

 

 

 

  

스코틀랜드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이해, 존중 및 진보적인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소관에 

따라SHRC는 스코틀랜드 최초의 국가인권기본계획 (SNAP)의 고안을 주도했다.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스코틀랜드 인권 입법에 대한 일반적 입장 

스코틀랜드와 영(UK) 내 인권 법률 및 정책의 상황 역시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며 

잠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두 가지 다른 법률을 통해 인권을 실현한다. 

 

 첫 번째는 영국 인권법 1998(UK Human Rights Act 1998)이다. 이 법에 따라 지방 

정부, 공공 서비스 및 공공 기관을 포함한 공공 당국은 유럽 인권 협약과 

양립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공공 당국은 인권 침해 혐의가 영국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당국은 유럽위원회와 각료회의의 

의견과 결정을 비롯한 결정, 선언 및 자문 의견을 국내법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 법(The Scotland Act 1998)이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과 스코틀랜드 각료회의의 모든 법이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양립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따라 공약을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현 영국 보수당 다수당 정부는 2015년 선거 공약에서 인권법 1998을 폐지하고 

새로운 “영국의 권리 장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유럽 인권 조약이 가지는 

자치권을 영국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인권법 1998의 폐지 제안에 반대하며, 훨씬 더 진보적인 인권 

의제를 채택하는 데 찬성한다. 2015 년 스코틀랜드의 제1 장관은 '인권을 국내법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통합할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의 권리 장전의 잠재적 매력의 영향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인권과 평등 기구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SHRC)와 평등 및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EHRC)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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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는 의도적인 시작과 끝이 있는 '전통적인'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된 모든 인권에 대한 진보적인 실현을 향한 

'로드맵'으로 구성되었다. SNAP 는 집단 소유, 참여 및 공동 책임 원칙에 근거한다. 

SNAP는 중요한 목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더 나은 문화 -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 할 수 있다. 조직은 그들의 

권리를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더 나은 삶 -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성취는 보건과 사회적 돌봄의 세 가지 특정 

영역에서 강화된다. 빈곤 및 생활 수준: 정의와 안전. 

 더 나은 세상 - 스코틀랜드는 국내외에서 국제 의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인권 

조약을 집행하고 국내법에 통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행, 감시, 그리고 보고 

SNAP 발표 후, 5개의 행동 단체(Action Groups)가 설립되어 이러한 전반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이 행동 단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더 나은 문화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정의와 안전 

 적절한 생활 수준 

 더 나은 세상 

 

목적은 행동 단체의 소유와 구성원이 시민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각 단체는 다른 

방식으로 소집되고 관리되며, 스코틀랜드 정부와 SHRC가 다른 단체들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행동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감시 단체(Monitoring Group)가 있다. 

또한 행동 단체와 감시 단체가 6개월 단위로 보고하는 SNAP 리더십 패널도 있다. 연례 

보고서는 합의되어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되며, 국제 인권 조약과 관련하여 보고 주기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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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 국가인권기본계획 (Scotland’s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SNAP) 

 

2013 년 12 월 스코틀랜드는 최초의 국가인권기본계획 (SNAP)을 구축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만 유일하게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구축했다.  

 

SNAP 고안은 12개의 공공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에서 참여한 

초안팀(Drafting Group)이 주도했으며 SHRC 가 조정하고 

주재했다. SNAP 는 2012 년부터 2013 년까지 12 개월 동안 

고안되었다. 이 초안팀은 공동 비전, 목적, 결과, 우선순위, 실행 

및 책임 구조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초안팀(Drafting Group)의 강력한 의지는, 스코틀랜드 사회의 모든 개인을 위해 인권이 

실현되는 범위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SNAP를 고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SNAP 준비 

과정에서 SHRC는 보고서 “Getting it Right”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3년간의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사회 연구 및 법률 문서 

 조약기구의 중요 권고 사항 검토 

 SNAP 파트너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5 개월 

간의 참여 과정을 통해 테스트한 연구 결과 및 광범위한 개인 및 조직으로부터 접수된 

144 건의 기고서 

 

보고서 “Getting it Right”이 제시하는 중심 메시지는, 스코틀랜드가 국가 정책과 전략에 

인권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세계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는 아직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초안팀은, SNAP가 스코틀랜드의 인권 실현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올 명백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들의 야심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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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Wan Kim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Director 

 

Seou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Substance   

December 5th, 2016 

Kim Hyeong-wan  

(Head of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 Member of the Seoul Metropolitan Human 

Rights Committee) 

 

1. Purpose of the Seou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ereafter the “Seoul Action Plans”)  

○ The Seoul Action Plans is the master plan for human rights policies across all processe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Seoul, which aims to improve the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human rights.  

※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ereafter the 

“National Action Plans”)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framework, and 
the Seoul Action Plans refers to the National Action Plans adapted to local circumstances 
and needs of Seoul. 

○ The Seoul Action Plans seeks to identify the objectives and tasks for human rights policies, 
based on an accurate analysis of human rights implementation in Seoul and areas of 
improvement therein.  

 

2. The need for the Seoul Action Plans  

○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s a vital task that, once fulfilled, guarantees 

the survival and co-development of the humankind. Thus, Seoul, which constitutes part 

of the State alo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Seoul 

Action Plans to effectively shoulder its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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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nciples of the Seoul Action Plans   

The Seoul Action Plans is establish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Realize a human rights city that guarantees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Ensure a human rights city where citizens participate in the human rights policymaking 

processes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policies.  

-Reinforce rights and duties in human rights policies by establishing action plans for key 

tasks and subtasks. 

○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vulnerable groups and respect diversity.  

- Promote human rights policies that fulfill fundamental values of human rights of everyone, 

especially those in the marginalized or vulnerable groups.  

○ Create a civil human rights community led by citizens.  

- Launch a voluntary and proactive human rights community for civil empowerment. 

○ Integrate key elements of the National Action Plans, the universally accep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ake into consideration local circumstances and implementability of the plan, and 

incorpor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4. Establishment & procedures of the Seoul Action Plans  

○ Seoul held 12 meetings with human rights experts from March to October 2012 to discuss 

the formulation of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and the Seoul Action 

Plans.  

○ Seoul had three meetings with civil organizations (April 16 & June 25 2012, Feb 4 2013) 

and two public hearings for enactment of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June 4 2012, February 15 2013), one policy workshop (July 24 2012), surveys on civil 

organizations and civil awareness (October 2012), and two public hearing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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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of its citizens.  

○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Action Plans is intended to respond to the cal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ecommendations of UN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Seoul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unanimously adopted by the parties 

to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held in Vienna in 1993, recommended to 

States to consider the desirability of drawing up a national action plan identifying steps 

whereby States would improve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1   

- The 24th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September 2013 adopted 

resolution 24/2, “Local governments and human rights” prese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27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September 2014 adopted an interim report on the 24/2 resolution.  

○ As of July 2016, nine regional local governments, namely, Seoul, Busa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angwon, Chungbuk and Chungnam set up their own Action Plans, and 

nine basic local governments, namely, Seodaemun and Dongjak (Nowon currently 

formulating the Action Plans) in Seoul; Haeundae and Seogu (Namgu currently 

formulating the Action Plans) in Busan; Bukgu and Donggu in Ulsan; and Gwangmyeong, 

Goyang and Suwon in Gyeonggi Province (Seongnam currently formulating the Action 

Plans). (Thre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formulating the Action Plans) 

 

 

                                           
1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in 1993, which was the seco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ference to be held following the Teheran conference in 1968, adopted two significant 
recommendations: the first recommendation was to establish a human rights organization as a 
mechanis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each state, and the second one was to set up the respective 
states’ national action plans that cater to the political, cultural and historic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of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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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 city where safety is guaranteed  

- Create a city where human rights are remembered and learned   

- Create a city where the right to housing is guaranteed 

○ Policy objective 3. Raising Human Rights Awareness      

- Ensur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services  

- Enhanc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citizens   

- Create and promote the culture of human rights   

○ Policy objective 4.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 Mainstream human right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 Operate administrative systems based on human rights  

○ Policy objective 5. Building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Other Municipals 

- Ensure civil engagement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 Establish a network of human rights cities  

 

Table 1. Composition of the Seoul Ac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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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the Seoul Action Plans (Oct 24 2012, Feb 15, 2013), interviews and 

workshops with human rights practitioners (November 14 2012) and meetings with 

human rights organizations (December 2012).  

○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in 2012 constituted 

legal grounds for the formulation of the Seoul Action Plans and empowered the 

Seoul Metropolitan Human Rights Committee (hereafter the “Committee”) to 

deliberate and advise on human rights issues.  

○ Seoul commissioned the Seoul Institute in 2013 to study “Human rights 

implementation analysis & National Action Plans.”  

○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eoul Institute, the Committee made nine times of 

reviews, and determined a five-year plan for 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 of Seoul from 2013 to 2017. In connection therewith, the Seoul 

Action Plans was announced in July 2013.  

○ The Committee is set to monitor, assess and analyze the progress of the Seoul 

Action Plans in 2017, and set forth the 2nd Action Plans from 2018  

 

5. Substance of the Seoul Action Plans   

The Seoul Action Plans set its vision “Seoul, where anyone, at anytime and anywhere can 

enjoy human rights” as well as five policy objectives, 17 sectors, 25 key tasks and 73 

projects.  

○ Policy objective 1.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Most Vulnerable Group    

- Draw up measure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group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migrants, workers with vulnerability (irregular workers, part time 

youth workers, etc.), senior citizens, sexual minorities, children, teenagers, North 

Korean defectors, culturally marginalized people, etc.  

○ Policy objective 2. Creating a Human Rights Friendly City Environment 

- Create a city where no one faces any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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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emphasized the need for sufficient prior investigation for the Seoul 

Action Plans and for idea gathering from the civil society and all departments of 

Seoul.   

Table 2.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ction Plans  

 

 

Table 3. Projects suggested/modified by the Committee   

Projects Comments of the Committee  

• Provide better access to 
transportation, i.e. increase 
low-floor buses and “call 
taxis”  
 

- Explain why the number of call taxis for the disabled 
has not increased since 2014 and propose ways of 
increasing them  
※ This project overlaps with that on guaranteeing the 

rights to mobility of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hus is to be organized differently by the human rights 
officer  

• Improve the practice of 
boarding and 

- Rename the project as “Establish practices of safe 
boarding and disembarking of buses that are friendly to 

Seoul Metropolitan Human 
Rights Committee 

Joint implementation & monitoring 

Establish and 
support plans to 
promote citizens’ 

HR 

HR Center 

HR Officer 

Seoul Innovation Officer 

National HR 
Commission of 

Korea 

Establish 
cooperative 

system 

Communication planning 
officer 

Women & Family Policy 
Office 

Economic Promotion Office 
Welfare & Health Office 

Urban Transportation Dept 
Climate & Environment 

Dept 
Culture, Tourism& Design 

Dept 
Administration Bureau 

Finance Bureau 
Education Cooperation 

Bureau 
IT Planning Group 

Urban Planning Bureau 
Urban Safety Office 

Housing Policy Office 
Green City Office  

 
  

Right to information, rights to 
participate 

Right of women, rights to safety 
Right to social security, labor 

rights 
Right to health, right to social 

security 
Right to mobility, right to safety 

Right to environment 
Right to culture, right to social 

security 
Right to participate 

Labor rights 
Right to learn 

Right to information 
Right to safety & mobility 

Right to safety & social security 
Right to housing 

Right to environment  

 
 
 

Investigate HR 
violations 

Propose HR policies 

Civil HR Protection 
Officer 

Civil organization HR organization Citizen 

Communication &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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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tablishment of the Seoul Action Plans and the Role of the Committee   

○ The Committee started deliberation on the Seoul Action Plans drafted by the Seoul 

Institute as the first agenda of the initial meeting on November 27, 2012.  

○ The Committee held workshops on the Seoul Action Plans on January 4, 2013 and has 

discussed the Seoul Action Plans as a key agenda in six extraordinary meetings and 

three ordinary meetings until June 21, 2013.  

○ The Committee revisited, modified, complemented and made additions to the basic 

concepts and projects of the Seoul Action Plans drafted by the Seoul Institute.  

○ After the Seoul Action Plans was finalized and announced, the Committee has continued 

to devise monitoring measur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s and made reports 

on core projects thereof   

○ The Committee pointed out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 guidelines, “Both the 

procedures and the outcomes are important,” and that “the Seoul Action Plans 

must permeate through the plan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Seoul.” Thus, the 

Seoul, where anyone, at anytime and anywhere can 
enjoy human rights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Most 
Vulnerable Group 

Creating a 
Human Rights 
Friendly City 
Environment 

Raising 
Human Rights 

Awareness 

Institutionaliz
ing Human 

Rights 

Building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Vision 

 

 

Policy 
Goals 

 

Key 
Tasks 

 

 

People with 
disabilities 

* Eliminate social 
barriers 

*Seek 
deinstitutionaliza

tion 
Migrants 

*Provide migrant 
support system 
*Expand right to 

health &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Women 
*Establish safety 

net 
Labor 

*Eliminate 
discrimination & 

job insecurity 
*Guarantee basic 

labor rights 

The Elderly 
*Expand the role 
of senior citizens 
*Provide social 

security to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Sexual minorities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Children/Youth 
Guarantee rights of 

the child 
Help the drop-outs 

Support NK 
defectors 

*Support NK 
defectors 
Culturally 

marginalized 
citizens 

Ensure inclusion of 
culturally 

marginalized 
citizens 

 

City 
*A city with no 

barriers to anyone 
*A city where 

safety is 
guaranteed 

*A city where 
human rights are 
remembered and 

learned 
 

 
Housing 

*A city where 
rights to housing 
are guaranteed  

 

Civil Servants 
*Create a human 

rights friendly 
administrative 
environment 

 

 

 

 

Citizens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Promote the 
cultur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oriented 

administration 
* Mainstream 

human right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General 

Administration 
Operate 

administration 
systems based on 

human rights   

 

 

 

 

 
  
 

Civil Society 
*Ensure civil 

engagement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City 
*Establish a 

network of human 
rights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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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opinions from migrant workers, refugees, NK 
defectors, ethnic Koreans, activists, etc. on a periodic 
basis  

• Establish human rights 
organizations dedicated to 
migrants  

<Entirely revisit this objective> 
- Revisit the plan based on lessons learnt from Ansan 
Foreign Residents’ Center, and establish an integrated 
center for human rights consulting and migrant support  

• Set up an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migrants  

- Need to establish the center at a highly accessible 
location – enhance the expertise of consultants (i.e. hire 
consultants with sufficient knowledge of the Nationality 
Act and Immigration Control regulations)  

• Perform migrant surveys 

- The survey, according to the plan, is supposedly 
performed every four months which seems too frequent: 
revise the plan by detailing how to operate the survey 
every year  

• Operate migrants’ 
shelters 

- Resume the operation of migrants’ shelters that have 
been abolished  

•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of vulnerable 
workers  

(Separate this project from the project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small-and-medium enterprises)  
- Seoul has now legitimized the youth union. Rewrite the 
project in relation to the creation of labor unions in 
various sectors, and state that Seoul needs to guarantee 
the legitimate status of the unions as well as three labor 
rights in order to foster a stable labor-management 
model  

• Define the baseline for 
adequate housing 
conditions  

- Exclude 2018 in the annual plans – Delineate plans for 
stabilizing the rent of public housings as guaranteed in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Seoul Citizens 

• Strengthen the right of 
tenants of commercial 
property   

- Emphasize the need to research and discuss the issue 
of premiums attached to shops and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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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mbarking of buses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 Include detailed 
projects on safety education for bus drivers and 
improvement of boarding / disembarking practices 
(suggested by Dr. Jeong Seok of the Seoul Institute)   

• Designate certain roads as 
a model case for permanent 
pedestrian areas   

- Include measures for wheelchair users to overcome 
architectural barriers such as potholes, steep roads, 
humps, slopes or raised spots in front of pedestrian 
crossings, etc.  

• Install more gender-
segregated toile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Delineate the business plan, monitor and investigate 
the status  
e.g. do not make transparent-glass toilet doors, and fix 
doors that do not close properly  

• Establish a network of IL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eliance 
support center) 

- Add more contents to the social adjustment trai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help them settle 
into the society once they leave the facilities  

• Increase support for self-
relia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Revisit and rewrite details about self-relia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Offer temporary residen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women  

- The project states plans to provide temporary 
residen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 in municipal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women, hence 
temporary residence for men would also be needed  

•Implement an open 
director nomination 
system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 Include the Committee’s plans for proactiv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s competent authorities   
- Revise action plan objectives of each year: change the 
target progress ratio to 100%  

• Regularize meetings with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migrants  

- Currently, the business plan is merely listening to the 
views of migrants  Add plans to increase support for 
capability-building of migrant communities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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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f Seoul  

○ Monitor, assess and analyze the progress on the Seoul Action Plans  

○ Strengthen the integrity and connectivity of 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 of Seoul  

○ Boost the civil engagement  

○ Expand human rights education to strengthen human rights knowledge and expertise of 

Seoul municipal civil servants and citizens  

○ Seek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policies enacted by Seoul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 Provide housing support 
for the urban poor living in 
flophouse residential areas 

- Rename the project as “Guarantee the rights to housing 
of the urban poor living in flophouse residential areas”  
- Only Yeongdeungpo is the pilot area. Add action plans 
for 2015 onwards 

• Hold human rights 
academy for civil servants 

- Make human rights training mandatory for fledgling 
civil servants  
- State that some of the Seoul civil servants shall be 
appointed and fostered as a human rights instructor   
-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in civil servan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s curriculum   
- Delineate details of human rights curriculum, for 
example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Delineate the contents and period of human rights 
education  

• Provide labor rights 
education in Seoul City 
Technical Training Center 

- Include lectures on the Labor Act (including the three 
labor rights) in the curriculum  

• Promote human rights 
friendly language in public 
administration   

- Make the language of official documents of Seoul City 
easier for general citizens  

• Operate human rights 
academy for citizens  

- Make the program more accessible through culture 
centers, etc. as the academy is held in a limited setting  

• Set up human rights city 
council in local 
governments 

- Set up the council in cooperation with Gwangju City, 
the host of the human rights city forum. 
- As for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groups 
in in the international move to improve human rights,” 
cooperate with KOICA for ODA, and secure a separate 
budget therefor 

 

7. Challenges of the Seoul Action Plans    

○ Define the role and the standing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th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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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안중). 
 

3.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  

서울시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함 

○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인권정책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인권도시 실현 

○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게획을 수립하여 인권정책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 

○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인권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정책 추진  

○ 시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시민의 자력화(Empowerment)를 촉진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인권가치공동체 창출  

○ 보편적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연계 

-국내적 여건 및 이행가능성을 고려하고 국제인권기준을 반영 

 

4.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절차 

○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친 인권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인권기본조

례제정과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 진행 

○ 시민단체 간담회 3차례(2012. 4. 16., 6. 25., 2013. 2. 4.)와 2차례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2012. 6. 4., 2013. 2. 15.), 정책워크샵(2012. 7. 24.), 시민단체 및 시민의식 설

문조사(2012. 10.), 2차례의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2012.10. 24., 2013. 2. 
15.), 인권단체 활동가 인터뷰 및 워크숍(2012. 11. 14.), 인권단체 방문면담 및 간담회
(2012. 12.) 

○ 2012년 서울시인권기본조례 제정으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

는 한편, 서울시인권위원회에 심의·자문 권능 부여 

○ 2013년 서울연구원에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연구> 제하의 연구용역을 

진행 

○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기초로 서울시인권위원회가 9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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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2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절차, 그 주요내용  

1.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의의 

○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서울시 행정의 전 과정에 걸친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인권정책 

종합 계획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공식 영문 명칭은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며,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 Seou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임 

○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

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2.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필요성 

○ 인권 보호와 증진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로, 중앙

정부와 함께 국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울시가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이행을 통

해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 

○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

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헌법 및 서울시인권기본조례가 규정하는 “개인의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 2013. 9. 제24차 UN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정한‘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

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4. 9. 제27차 UN인권이사회에서 제24차 결의안에 대한 중간보

고서를 채택함. 

○ 2016. 7. 현재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광역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
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9개이며, 기초는 서울의 서대문, 동작 등 2개(노원구는 입안

중), 부산의 해운대 등 1개, 광주의 서 등 1개(남구 입안중), 울산의 북, 동 등 2개, 경기의 

광명, 고양, 수원 등 3개(성남 입안중) 등 모두 9개 기초단체가 수립했음(3개 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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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표1.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6.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서울시인권위원회의 역할 

 

○ 서울시인권위원회는 2012년 11월 27일 제1차 회의의 첫 안건으로 서울연구원이 마련

한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 개시 

○ 2013년 1월 4일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인권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이후 2013년 6월 21일까지 임시회 6차례, 정기회 3차례에 걸쳐 핵심의제

로 논의 

○ 위원회는 서울연구원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기본 개념부터 세부항목에 이르기까

지 재점검하고 수정·보완은 물론 새로운 항목까지 추가 

○ 위원회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발표 이후에도 모니터링 방안, 핵심사업에 대

한 업무보고 등 관련논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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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서울시 인권행정의 중기계획을 확정, 2013년 7월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됨 

○ 2017년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분석 후 2018년 이

후 제2기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예정임  

 

5.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비전으

로 정하고 5개의 정책목표와 17개 분야에 걸쳐 25개 중점과제와 7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함. 

○ 정책목표1.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새터민, 문화소외시민 등 사회

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증진방안 마련 

○ 정책목표2. 인권 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 누구에게나 장벽 없는 도시 

-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 정책목표3. 인권 가치 문화 확산  

- 인권친화적인 공무원 행정환경 조성 

- 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 

- 인권문화 조성 및 활성화 

○ 정책목표4. 인권제도 기반 구축 

- 인권행정체계 강화 

-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 

○ 정책목표5.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행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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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남녀구별 화장실 설

치 확대 

- 사업계획 구체화, 모니터링 조사 등 포함 (예시) 화장실 

유리문이 다 비추는 경우,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사례 

방지 

• 장애인 복지관 IL센터 

(자립지원센터) 네트워크 구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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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 주무관청으로서 적극적 행정지도 계획 포함  

- 연차별 추진계획 목표 수정 : 법령에 의거 추진되므로 

3년 후에는 100% 등으로 변경 

• 이주민, 이주인권단체 간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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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였

음. 각종 부문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자

체로서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여 안

정적 노사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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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지원 

- 과제명 변경 : 쪽방촌 주민 주거권 보장  

- 영등포 지역만 시범지역이고, 2015년 이후 추진계획 

포함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 위원회가 지적한 핵심사항은 유엔지침이 제시한 대로 “절차와 결과가 모두 중요하

다”는 것과 “기본계획이 서울시행정 전체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음.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민사회 및 서울시 전 부서

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 

표2.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표3. 서울시 인권위의 세부과제 보완 일람표 

세부 과제 인권위원회 심의 • 자문(보완사항) 

• 저상버스, 콜택시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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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인권위원회 심의 • 자문(보완사항) 

• 장애 없는 시범거리 조성 
- 보도블럭, 횡단보도 턱, 인도 경사진 부분으로 휠체어 

등이 빠지는 문제 해결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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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Jin-won Jang / 장진원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Team Leader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장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인권 행복충만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인권감수성 향상방안을 제시코자 함

□ 추진배경

 ❍ 역사적으로 이어진 충남 인권의식의 종합적인 현재 실현화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12~2016)｣의 지역적 반영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3. 11. 19. ~ 2014. 12. 18.(13개월)

 ❍ 용역금액 : 86,600천원(도비)

 ❍ 수행기관 : 충남연구원 

 ❍ 사업내용 : 총 84개 사업 169,387백만원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64개), 인권제도 정비(7개)

  -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9개), 인권 협력체계 구축(4개)

□ 추진경과

 ❍ 13. 5. 16.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15명/3년)

 ❍ 13. 5. 20. : 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발굴 연구용역(충남연)

 m 13. 11.15. :「도 인권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 수의계약(충남연)

 m 13. 11.25. : 착수보고회 개최(인권증진위 자문․심의)

 m 14. 4. 21. : 제1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토론회 개최(인권위 자문․심의)

 m 14. 6. 24. : 인권 및 사업부서 공무원 워크숍 개최(인권사업 검토)

 m 14. 8. 11. : 제2차 중간보고 및 도민토론회 개최(인권증진위 자문․심의)

 m 14. 9.22(아산)/ 9.26(홍성) : 도민공청회 개최(2개 권역/2회)

 m 14. 9. 30 : 인권선언문(안) 심의(도민인권증진위원회)

 m 14. 10.13 :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개최(도 문예회관)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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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인권위원회 심의 • 자문(보완사항) 

•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 현재 정형화되어 내용이 축소되어 있으므로, 문화센터 

등 시민들이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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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과제  

○ 서울시 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명확화 

○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분석 

○ 서울시 인권행정의 통합성 및 연계성 강화 

○ 시민참여구조의 활성화 

○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의 인권역량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 

○ 서울시 인권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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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

 ❍ 추진전략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m 14. 11.13 : 최종보고 및 심의(조건부 가결)

 m 14. 12.18 : 최종 성과품 납품

□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 계획수립의 방법

  - 기본계획은 분야별 인권취약계층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적·참여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시책 구상을 중시함

 ❍ 계획수립 참여주체(5개)

  - ❶道와 도청 공무원, ❷도민, ❸인권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연구‧자문단, ❹전문가, ❺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적(bottom-up) 과정을 통한 계획수립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 

 ❍ 계획수립 체계

  - 충남도청 : 계획수립 주관,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T/F 운영

  -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단 : 충남발전연구원, 6개 분야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농․어민) 원외연구진

  - 자문단 : 6개 분야 9명(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연구․자문단 

회의 및 분야별 토론회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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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2016-12-02 1

순 서

1. 기본계획 개요

2.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3.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4.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제2기 계획수립 시 착안사항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m 중앙부처 인권부서와 인권기본법 부재, 국비지원과 인권정책 확산 한계

➠ 시민단체 및 시도 연대‧협력을 통한 분위기확산, 정부‧국회 지속건의

m 시‧군 인권조례 미제정, 인권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추진동력 미약

➠ 도와 시‧군간 인권업무협약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와 공감대조성, 

도민 및 시‧군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마인드 제고

m 도내 역량 있는 인권단체의 부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애로

➠ 인권교육기관, 대학, 분야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발굴

□ 제 기 계획수립 시 착안사항

 ❍ 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인권정책 추진불가

   - 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해 정기적인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선행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위 

사업이나 분야별로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운영

 ❍ 개별 단위과제의 추진은 인권총괄부서보다 사업부서(실과) 또는 

현장 즉 시군단위에서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 지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전문가 등의 모니터링 활성화와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역할부여

   - 공무원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연수 등의 보상제도 병행

 ❍ 기본(중기)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행정적 여건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함

   - 이와관련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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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개요

01_3  추진경과

13. 5. 16.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15명/3년)

13. 5. 20. : 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발굴 연구용역(충남연)

13. 11.15. :「도 인권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 수의계약(충남연)

13. 11.25. : 착수보고회 개최(인권증진위 자문․심의)

14. 4. 21. : 제1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토론회 개최(인권위 자문․심의)

14. 6. 24. : 인권 및 사업부서 공무원 워크숍 개최(인권사업 검토)

14. 8. 11. : 제2차 중간보고 및 도민토론회 개최(인권증진위 자문․심의)

14. 9.22(아산)/ 9.26(홍성) : 도민공청회 개최(2개 권역/2회)

14. 9. 30 : 인권선언문(안) 심의(도민인권증진위원회)

14. 10.13 :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개최(도 문예회관)

14. 11.13 : 최종보고 및 심의(조건부 가결)

14. 12.18 : 최종 성과품 납품
5

2.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6

기본계획은 분야별 인권취약계층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적·참여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시책 구상을 중시함

❶ 道와 도청 공무원,  ❷ 도민, ❸인권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연구‧자문단, ❹ 전문가,  ❺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적(bottom-up) 과정을 통한 계획수립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2016-12-02

2

1. 계획의 개요

역사적으로 이어진 충남 인권의식의 종합적인 현재 실현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12~2016)｣의 지역적 반영

3

1. 계획의 개요

01_2  사업 개요

용역기간 : 2013. 11. 19. ~ 2014. 12. 18.(13개월)

용역금액 : 86,600천원(도비)

수행기관 : 충남연구원

사업내용 : 총 84개 사업 169,387백만원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64개), 인권제도 정비(7개)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9개), 인권 협력체계 구축(4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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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

9

10

노 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학대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장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반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촉진과 생존·발달 보장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기반 마련

 법적 분쟁 및 착취상황의 해소

 사회적 기반 구축
 실질적 기본권 보장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여 성  차별금지 및 성평등 실현 기반 구축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소수자정책 강화 ■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 보장

이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기본권 보장

농업인  사회적 기반 구축 ■실질적 기본권 보장

어업인  사회적 기반 구축 ■실질적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부문 기본방향

3.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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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7

주민

충남발전연구원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외부 전문가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5-2019)

 분야별 자문

 분야별 참여연구
 분야별 자문

 분야별 참여연구

 주민토론회
 공청회

충청남도청

 수립총괄, T/F팀

2.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8

충남도청 : 계획수립 주관,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T/F 운영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단 : 충남발전연구원, 6개 분야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농․어민) 원외연구진

자문단 : 6개 분야 9명(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연구․자문단 회의 및 분야별 토론회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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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

5. 제2기 계획수립 시 착안사항

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인권정책 추진불가

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해 정기적인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선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단위 사업이나 분야별로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운영

지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전문가 등의 모니터링 활성화와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역할부여

공무원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연수 등의 보상제도 병행

개별 단위과제의 추진은 인권총괄부서보다 사업부서(실과) 또는 현장,

즉 시군단위에서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기본(중기)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행정적 여건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함

이와관련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2016-12-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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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인권제도 정비

인권 협력체계 구축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전담부서 신설

 인권센터 설립

 충남도의 인권담당 부서와 인권센터의 연계망 구축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부문 기본방향

3.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2

4.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부처 인권부서와 인권기본법 부재, 국비지원과 인권정책 확산 한계

시민단체 및 시도 연대‧협력을 통한 분위기확산, 정부‧국회 지속건의

시‧군 인권조례 미제정, 인권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추진동력 미약

도와 시‧군간 인권업무협약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와 공감대조성, 

도민 및 시‧군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마인드 제고

도내 역량 있는 인권단체의 부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애로

인권교육기관, 대학, 분야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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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Kim Hee-hyeon / 김희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Council Member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Career Details 1.Chairperson of Operation Committee, Dongwang Elementary School (Former)
  2. Chairperson of Youth Association of Seongsan-eup(Former)
  3. Member of Steering Committee for Social Welfare Fu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ormer)
  4.Vice Chairperson, Committee of Culture and Touris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Former)
  5. Vice Chairperson, Committee of Agricultural and Maritime Knowledge Base Industry,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Council (Former) 
  6. Chairperson of Comprehensive Alumni Associ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Current)
  7. Vice Chairperson, Course for local community leade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Current)
  8.Advisor for Committee for Living Righteous Life for Ildo2-doing, Jeju (Current)
  9.Advisor for Autonomous Committee for Ildo2-doing, Jeju (Current)
  10.Advisor for Support Committee for the Disabled for Ildo2-doing, Jeju(Current)
  11.Advisor for Defense Committee for Ildo2-doing, Jeju(Current)
  12. Member of Autonomous Administration Committee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Current)
  13.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Current)
  14.Member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Committee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Current)

Main Thesis A study on access statistics of coastal liners for maritime tourism of Jeju

Awards and Decorations Prime Minister’s Award

경력사항 1.(전) 동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2.(전) 성산읍 연합청년회장 역임

 3.(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위원

 4.(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부위원장

 5.(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6.(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7.(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부회장

 8.(현) 제주시 일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자문위원

 9.(현)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10.(현) 제주시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자문위원

 11.(현) 제주시 일도2동 방위협의회 자문위원

 12.(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3.(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4.(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주요논문 제주해상관광 연안여객선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상훈 국무총리상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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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주지역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
쳐 대표 발의한 본인을 비롯하여 총 명의 의원이 정당과 이념에 관계없이 인권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여 공동 발의로 제정된 것이다 인권조례는 제주
를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 ‘인권도시 제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년 말 최초 발의‧의결되었으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로 인해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 주요내용 

 

인권 및 도민의 정의 제 조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제 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 조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헌장의 제정 및 공포 제 조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제 조 제 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
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
가 임명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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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과 과제 

 

 

□ 들어가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
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
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 조는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
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  

 

과거 제주지역은 인권에 있어 아주 첨예하였고 현재에도 첨예한 현장이다 개화기 민
란의 시대를 지나 해방 이후 좌우이념 대립과 갈등으로 비롯된 제주 · 을 거쳐 강정
해군기지 건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과 개발 과정에서의 삶의 터전 파괴 등 제주
도민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폭력 등 외국의 제도적 힘에 의해서 거의 

무방비로 차별과 반인권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
준안을 마련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
역사회를 실현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차원의 인
권보장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
거를 마련한 것으로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하였다  

 

□ 제주인권조례의 제정 및 시행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년 월 ‘세계평화의 섬’ 제주 또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
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번째로 인권조례를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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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용역에서 수행할 주요 과제로는 △도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황 분석 △인권 제주 실현을 위한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및 인권 업무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차별 단계별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다  

 

□ 의회의 역할과 과제 

 

도의회 몫의 인권위원 인 추천 인권 담당 정책자문위원 배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안 심의를 통한 일상적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인권단체와 도민의 의견 수렴 등
을 통해 도정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인권의 관점과 기준을 행정의 일반적 작동원리로 

가져가도록 견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권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와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인권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처럼 인권 전담부서를 설
치하고 인권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인권 업무 영역을 적
극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인권 증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년 월에 인권센터를 설치한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인권 전담기
구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는 제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
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거나 전문인력 주도 아래 수행되지 않는
다 인권 전담부서의 설치와 인권 업무의 확장은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인권행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인권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그동안 제주도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인
권도시의 제도적 모델 창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제도화의 성과를 토대로 삼아 시민
들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협력하여 인권침해 관련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가칭 ‘제주인권센터’
와 같은 인권커뮤니티 기능이 포함된 민간협력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인권을 

행정의 일반적 작동원리로 승화시켜 이해하고 모든 정책영역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 기구화가 바람직하며 다만 인권 관련 정책의 

경험과 전문성 인권감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을 민간
의 인권 전문가로 충당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옴부즈퍼슨 등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 및 산하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 역할을 담
당하는 인권옴부즈퍼슨 등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지
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차원의 권리구제 시스템보다 접근
성과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자칫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개인의 치적 또는 성가신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
주지역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참여하는 ‘의회 도 인권단체’ 실무협의회 워킹그룹 운
영하여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에 함께 하고 이후 인권소위원회로 재편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8호에 따른 공모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연 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제 조  

인권보고서의 발간 제 조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제 조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 조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

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인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도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야 한다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타당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만원을 투입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최현 교수 에서 

년 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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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무역할을 하였다 기관대립형의 지방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치와 협업의 실제 성공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해보아도 좋다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General SessionⅢ Concept Note: Awareness Raising

일반 세션 3 취지문: 인식 제고

Raising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is crucial 

but at the same time very difficult. Many local governments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ts employees, arrange lectures for public and conduct Online/Offline 

campaigns. Some local governments present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human 

rights awards, while others present awards to discover and honor outstanding 

individuals from local community. Hosting annual conference may be another good 

example.

This year, SHRC is focusing on creating commemoration sites for its residents to 

learn and engage in human rights. Meanings can be reminded by preserving and 

fostering historic sites. Public spaces like squares and parks can be utilized as well.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what to consider when we make places to experience 

human rights; how to make the public interested and effective ways to promote the 

sites.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지난한 과제일 것

입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무원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대중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인권상을 제정하기도 하

고, 지역사회 인재를 찾아서 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좋

은 예일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특정 장소를 인권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들을 공유해보고자 합

니다. 인권과 관련한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고 꾸밈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인권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고자 할 때, 어떤 점을 고려

해야 하고, 어떻게 대중의 협조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효과적인 활용 방안은 어떤 것

이 있을지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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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Helga Riedl / 헬가 리들
City of Nuremberg Lord Mayor's Office Human Rights Officer /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

Helga Riedl, Nuremberg, Germany. After studying at the Evangelical College of Nuremberg she worked as a certified social 
pedagogue specialized in sensory perception in youth and adult education for several years. Further  she holds a Maste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Hagen. The last 15 years her orientation turned towards human rights education 
with special focus o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places. As a part of this complex work, she developed various projects for 
target groups like pupils, students and employees at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topics are human rights and the field 
of anti-discrimination work. These projects were conducted at historically significant scenes like the Nazi Party Rally Ground, 
Memorium Nuremberg Trials and in the Way of Human Rights. For more than 20 years she works for the City of Nuremberg in 
different departments, since 2010 at the Human Rights Office.

뉘른베르크 복음주의 대학(Evangelical College of Nuremberg)에서 수학후 수년간 청년 및 성인교육분야의 감각 인지 전문 공인사회 

교육자로 근무했다. 또한 하겐대학교(University Hagen)에서 정치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헬가는 15년 전 역사적 관점과 장소에 중점

을 둔 인권 교육으로 전향했다. 이 복잡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헬가는 정부 기관 직원 및 학생과 같은 표적집단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

트를 개발했다. 주제는 인권과 차별금지분야였다. 이들 프로젝트는 나치전당대회장(Nazi Party Rally Ground), 뉘른베르크 재판 기념

관(Memorium Nuremberg Trials), 그리고 인권의길(Way of Human Rights)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2010년 

인권사무소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뉘른베르크시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해왔으며, 2010년부터 인권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Moderator / 좌장

Lae-Goon Park / 박래군
Human Rights Fund SARAM, Director / 인권재단사람 상임대표

He is one of the most active and respected human rights activist who throughout his career expanded the realm of human rights 
agendas by dealing issues including release of prisoner of conscience, elimination on torture, truth finding of suspicious death, 
minimum wage and irregular workers issues and so on.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Human Rights Fund SARAM who is 
always the first to fight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to fully realize human rights in Korea 

양심수 석방, 고문 추방, 의문사 진상 규명활동,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인권의 지평을 넓혀온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이다. 현재 인

권재단 사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인권보장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가장 적극적으로 인권문제 해결에 노

력하고 있다.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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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commemoration sites 
Since 1993 the city of Nuremberg carries the title “Stadt des Friedens und der 

Menschenrechte” (City of peace and human rights). The first point of the city’s mission 
statement is: “We commit ourselves, due to Nuremberg’s special historical responsibility, 
to actively further the cause of human rights.” This is done in many different activities and 
projects, e.g., the pres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Nuremberg Human Rights Award, the 
Human Rights Film Festival with its youth program “open eyes”, the German Human 
Rights Film Prize and, especially, the wide range covered by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 
The city´s various efforts meanwhile have been recognised internationally. Nuremberg 
was the first community in the world to receive the UNESCO prize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year 2000. The city considers this award as an encouragement, which 
will help strengthen its resolve to continue with its commitment to human rights.  
The Documentation Centre Nazi Party Rally Grounds and the Memorium Nuremberg 
Trials provide a unique link between historical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a responsible culture of remembrance.  
In the north wing of the Congress Hall, the Documentation Centre Nazi Party Rally 
Grounds is located since 2001. The upper level, with approximately 1,300 square metres 
of floor space, houses a permanent exhibition entitled “Faszination und Gewalt” 
(Fascination and Terror). It deals with the causes,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Socialist tyranny. Alongside the permanent exhibition, the Education Forum is of 
key significance for the work of the Documentation Centre.  
Another  authentic site of commemoration is the Memorium Nuremberg Trials. Since  
2010 the exhibition informs visitors about the background, progression and repercussions 
of the Nuremberg Trial and the follow-up trials at the original location where they were 
held. The courtroom is still an active court. So it is only possible for exhibition visitors to 
view the courtroom on days when court is not held there.  
 
 
Educational programms 
These two historic places are excellent for understanding the past, discussing the present 
and making the future. The authentic place is the basis for learning at and by the original 
setting. These places however need to be interpreted in order to learn from them. Stones 
do not speak – without the knowledge about their meaning one cannot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one cannot learn the lessons from the past.  
Therefore special educational programms for school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are offered. One part of these programms is the Holocaust education which focuses on 
the past and the history of World War II. It is about learning to empathize with the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n to learn and create a moral imperative together. By 
taking a close look at National Socialist crimes the education programms als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flect our present-day society, and to highlight the links to today´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Human rights education 
aims to empower the individual to act for his or her rights and the rights of others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know about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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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 of the National-Socialist Movement 

One of the most sombre chapters in the more than 950 years of Nuremberg history is 
the period of the National Socialist terror regime. Throughout the world, Nuremberg is not 
only known as the traditional metropolis of commerce and former capital of the Holy 
Roman Empire of German Nations, but also as the city of the Nazi Party Rallies and the 
city in which the criminal National Socialist Race Laws were declared. These laws 
deprived people of the Jewish faith of all political rights, and they constituted the decisive 
step toward the persecution of them, finally leading to the Holocaust, the extermination of 
about six million Jewish people. The unfinished Congress Hall at the former Nazi Party 
Rally Grounds, a gigantic building which was planned to hold 50,000 people, brings to 
mind the years between 1933 and 1945.  
 
Nuremberg Trials 

After the war, the trials of leading representatives of the Nazi regime made the name 
Nuremberg known in the 20th century. The Nuremberg Trials were of worldwide 
importance. They asserted the moral claim of international law and were not least also 
the model for today`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Hague.  
For Nuremberg, dealing with its Nazi past was very difficult. The Nazi Party Rally grounds 
have been partially built over; however, the Zeppelin tribune as well as the Congress Hall 
remain as monuments and are visited by many guests from Germany and abroad.  
 
Way of Human Rights  - Dani Karavan 

In the 1980s, in our city the insight prevailed, that we should not supress our own history, 
but find a way to deal with our past, remember it and use it to learn our lessons for a 
peaceful future. With the “Way of Human Rights”, designed and built by the Israeli artist 
Dani Karavan, the city of Nuremberg gave a clear sign in the eyes of the world that 
Nuremberg sees its future as a city of peace and reconciliation. On 24 October 1993 the 
“Way of Human Rights” in Nuremberg was inaugurated. The 30 articl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scribe in simple phrases the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in a global society, are written onto 27 white pillars of 8 m height, two slabs in the 
ground columns and an oak tree. Each article is written in German and another language.  
 The “Way of the Human Rights” was the first step to entrenc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the minds of all people who live in Nuremberg, or visit the city. Since then it has 
been a guideline of Nuremberg`s municipal policy to put our own awareness of history in 
the larger context of the universal principles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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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쉬운 문구로 묘사한 ”세계 인권 선언” 30개 조항이 높이가 

8미터인 흰색 기둥 27개, 바닥 기둥의 슬라브 2개 및 참나무에 적혀 있다. 각 조항은 

독일어 및 기타 언어로 적혀 있다. 

“인권의 길”은 뉘른베르크에 살거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인권” 개념을 

새기기 위한 작업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 이후 인류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역사 인식이 뉘른베르크 자치 정책의 지표가 됐다. 

 

기념비적 장소 건설 

1993년부터 뉘른베르크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Stadt des Friedens und der 

Menschenrechte)”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뉘른베르크 강령의 첫 번째 조항은 “우리는 

뉘른베르크의 특수한 역사적 책임으로, 인권이라는 대의를 적극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력은 많은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국제 뉘른베르크 인권상 수여, 인권 영화제와 청소년 프로그램인 “오픈 아이즈”, 독일 

인권 영화상, 그리고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뉘른베르크가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에 세계가 주목해 왔다. 뉘른베르크는 2000년 전 

세계 커뮤니티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수여하는 인권 교육상을 받았다. 뉘른베르크는 

이 상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나치 전당대회장 기록 센터와 뉘른베르크 재판 기념관은 책임감 있는 기억의 문화에 

있어서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나치 전당대회장 기록 센터는 의사당 북쪽 건물에 있다. 상층에는 

약 1,300제곱미터의 바닥 공간이 있으며, ”매혹과 공포(Faszination und Gewalt)”라는 

제목으로 상설 전시가 열린다. 이 상설 전시는 국가 사회주의라는 폭정의 원인, 관계 및 

결과를 다룬다. 상설 전시와 더불어, 교육포럼은 기록 센터의 업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다른 진정한 기념비적인 장소는 뉘른베르크 재판 기념관이다. 2010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이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의 배경, 진행 및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초기 재판 장소에서 열린 후속 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법정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는 날에만 법정을 

볼 수 있다.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일반세션 3 
헬가 리들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 

 

개요 

 

국가 사회주의 운동의 도시  

국가 사회주의 공포 정권의 시대는 950년이 넘는 뉘른베르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뉘른베르크는 전통적 상업 대도시이자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며, 동시에 나치당 전당대회의 도시이자 범죄와 마찬가지인 국가 

사회주의 인종법이 선언된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이 국가 사회주의 인종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법은 유대인 박해의 발단이 되었으며 

종국에는 6백만 명의 유대인을 대량학살한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5만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던 나치 전당대회장(Nazi Party Rally Ground)에 있는 거대한 미완공 의회당은 

1933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뉘른베르크 재판 

전쟁이 끝난 후 20세기에 나치 정권의 주요 대표자들에 대한 재판으로 뉘른베르크라는 

이름이 유명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제법의 도덕적 권리를 주장했으며, 오늘날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의 모델이 되었다. 

뉘른베르크에서 나치의 과거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나치 전당대회장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의회당과 체펠린 비행장이 기념물로 남아있으며 독일과 전 세계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인권의 길 - 다니 카라반(Dani Karavan) 

1980년대 뉘른베르크에서는, 우리 역사를 억압해서는 안 되며 역사를 다루고 기억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를 연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스라엘 예술가 다니 카라반(Dani Karavan)이 디자인하고 건축한 “인권의 

길(Way of Human Rights)”을 통해, 미래 평화와 화해의 도시가 되겠다는 뉘른베르크 

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 “인권의 길”은 1993년 10월 24 일에 공개됐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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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Viviana Nardoni / 비비아나 나르도니
Museo de la Memoria Director / 기억박물관 관장

Born in 1953 in the town of Firmat, near Rosario, Viviana Nardoni is graduated in History and Social Communication. At age 
21, she was kidnapped in July 1977 by the last civic-military dictatorship. After several weeks of being "disappeared" he was 
transferred to the prison of Devoto until December 1978 as a political prisoner. It has developed an extensive career in cultural 
manage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She worked as director of the communicat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Culture and 
Education of the city of Rosario.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Cultural Expressions and co-creator of the Latin American 
Film Festival which has been running 23 editions. She became director of the Museum of Memory of Rosario in April 2015 after 
winning a public contest. Previously, she served as Deputy Director of the same institution between 2008 and 2014.

비비아나 나르도니는 1953년 로사리오 인근 마을 피르매트(Firmat)에서 태어났으며 역사와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그녀는 스

물 하나의 나이에 1977년 7월 마지막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납치됐다. 몇 주 간의 "실종" 후 정치범으로 데보토(Devoto) 감옥으로 이

송되어 1978년 12월까지 복역했다. 행정부 문화경영 분야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로사리오시 문화교육부 커뮤니케이션 부서 책임

자로 일했으며, 문화표현센터 부국장이자 라틴아메리카영화제의 공동 창작자이다. 2015년 4월 로사리오 기억의 박물관 소장으로 취임

했으며, 2008 년부터 2014년까지 로사리오 기억 박물관(Museum of Memory of Rosario)에서 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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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이 두 역사적인 장소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에 대해 논의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소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역사를 체험하고 배우는 

학습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는 장소와 배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돌들이 설명을 해주진 않는다. 특정 장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학생, 청년 및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과거와 

2차 세계 대전 역사에 중점을 둔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반인륜범죄로 인한 희생자들의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도덕적 의무를 배우고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사회주의 범죄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오늘날 인권 보호 시스템과 국제 사법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교육은 개인이 현재와 미래에 개인과 타인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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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e provinces, that is to say they deployed a memory with history and identity of its own 
that is linked to others because they have common features. The Museum of Memory is the product 
of this mobilization of civil society. It emerged by its initiative, and until today constitutes one of 
its main supports in spite of being a state institution. 
To concretize the installation of the Museum in its definitive headquarters was not simple or 
automatic.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a double front of conflicts was opened: on the one 
hand, it was the fight, for that the building that was soothes of the Second Corps of the Army 
becomes the definitive headquarters of the Museum. For 12 years there was a legal and political 
dispute surrounding the building. On the one hand, there were the owners of the place who had 
bought it after the civil-military dictatorship and in 1999 they installed a themed bar, named 
Rock&Fellers. On the other, was the intention of the loc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management of the museum to transform it into the headquarters of the institution. Finally, various 
actors who were either linked to the State Terror in force in the city between 1976 and 1983 or 
were their defenders, fought hard to not even exist the Museum.  
In the middle of this fight, the Museum began its work in a temporary headquarters in the year 
2001, trying to balance between the process of transfer to the old headquarters of the Command of 
II Corps of the Army and the work in pursuit of the objectives Established in its creation. This 
generated a second set of debates, which revolved around the contents of the new Museum. 
Debates that unfolded in the discussion between the promoters of the museum for the best way of 
giving testimony of what happened and raising awareness in future generations, and the discussion 
with those detractors who already resign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Museum intended a content 
"balanced" , A "complete memory" of what happened; These fronts of conflict were expected 
because, as the Argentine thinker Elizabeth Jelin says, there are struggles and conflicts for the 
public and official recognition of those reminders, among their promoters and those who argue 
that this memory is not such or has no relevance. 
Focusing on first-rate discussions, the first director of the Memory Museum, Rubén Chababo, 
synthesized these debates by the ways of representing the recent past by talking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projects of memory: in one the images of horror are made explicit And 
in the other one invites to the reflection of the visitor from the subtlety of the art. While the former 
closes any possibility reflective of its overwhelming and shocking charge, in the second, by 
appealing subtly to the senses awakened by art, it seeks to open in the viewer an interrogation that 
leads him to explore that memory of disappearance. In the museum space of the building 
inaugurated in 2010 this second project prevailed. In his work to build a story, the Museum of 
Memory called some of the most renowned artists of Rosario to intervene the museum space 
around certain thematic axes. Thus, with the mediation of art and literature, the scene of the 
Museum narrates political history from the present, proposing a place of interpretations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s through their senses and their reflection. 
With the transfer to the final venue, the Museum begins a new stage in which its direction was 
proposed the work of building a story, a historical memory would say Pierre Nora, who does not 
deal with a historiographic story in the strict sense, but Of one that generates a local memory that 
is in dispute with other stories as much for the interpretation of that recent past as for the objective 
to rescue the local character of the history. This serves as a sign to mark that in this type of museum 
are reflected questions and debates about current strategies within art and literature to say the 
unspeakable, to build a file of the collective memory of historical terror. 
But the Museum of Memory of Rosario is much more than a museum, it is a memory institution 
whose actions far exceed the installation of objects in a permanent or temporary show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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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an Nardoni 

Museo de la Memoria, Director 

 

Development of the memory process of the recent 
past in the Museo de la Memoria de Rosario.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talk about the experience that we went through to establish the Museum 
of the Memory of Rosario. In this process there were a number of obstacles. Overcoming them has 
been the way for the Museum today to be able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present that are the 
revitalization of negationist discourses, retreats of 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new 
agendas of the present. 
In March 1998, the local council of Rosario created the Museum of Memory with the objective of 
promoting access to knowledge and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social and 
political memory at local, national and Latin American levels. Its object of action, then, is the 
transmission of the recent past having as a geographical reference to Rosario and its region. In turn, 
it established that the definitive seat of the new Museum is the building that was soothes of the 
Command of II Corps of the Army. There the Army designed and carried ou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Police, National Guard and different partners of the civil society) the 
plan of persecution and extermination that was deployed in six provinces of Argentina. The 
building was an obligatory place of pilgrimage of relatives of detainees-disappeared, but also of 
the victims themselves as they spent their first moments of detention and decided their legal fate 
(be transferred to a prison dependent on the National Executive Branch or go to some Of the 
Clandestine Detention Centers of the area, remaining in condition of disappeared). 
The creation of the Museum in 1998 can be understood only if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re 
linked. The years between 1976 and 1983 do not represent another period of contemporary 
Argentine history, but mark a period of time that has left traces and inscriptions lasting in the social 
fabric of the country. As a historical trauma, as a disruptive experience of the historical - social 
construction of a community, the last civic - military dictatorship so profoundly hampered the 
culture and everyday life of Argentina that forced us, as a social group, to deal with the need to 
redefine The ways of approaching the past. 
In 1989, at the very birth of this work of memory, the government of President Carlos Menem had 
undertaken a Human Rights policy consisting in pardoning all those judicially involved in the 
political violence of the 1970s without distinguishing members of the State with civilians who 
Were part of the armed organizations. This policy tried to install as a dominant interpretation that 
the best thing for the country was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to forget the trauma and 
to go forward without turning a glance. In the thinking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re wa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act of memor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 In this 
situation,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of Rosario (relatives of disappeared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s) began to mobilize against this policy, but not as subsidiaries of the national agencies 
located in Buenos Aires, but from the memory of what happened in the A city that was the seat of 
the Second Army Corps and from which state terrorism was ordered and implemented in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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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s, ideas and situations that is still in force and fighting . Located in the juncture that crosses it, 
the Museum tried, inspired by Pilar Calveiro, to bring to the past as fleeting illumination, like 
lightning, at hazards of our presents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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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ir institutional design, they emphasize areas that exceed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a museum: a Library specialized in the subject of recent history and Human Rights that includes 
works of varied disciplines and sciences as well as formats, a Department of Education that focuses 
on work together with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schools that visit the Museum, the issue of the 
transmission of memory, a Documentary Center that fulfills the role of recovery, protection and 
dissemination of historical and collective information from public or private documents (texts, 
photographs , Audiovisual and oral material) related to the recent history of our country and 
especially state terrorism during the last civic-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Center for Studies in 
Recent History that seeks to generate historiographic developments with a local perspective. All 
of them together point to the objective of its creation: to give testimony of what happened but also 
to make conscience so that it does not repeat itself. These are structural knots. However, the 
functional structure incorporated a thematic agenda of the Democratic Regime and the Rule of 
Law. The Department of Territorial Articulation arises with the Museum already functioning in its 
definitive headquarters responding to the conjuncture of institutional violence against the young 
people of Rosario. This department promotes instances of reflection with young people on issues 
of violation of rights in the present. In this way, without losing sight of the original guidelines of 
the formulation of the policy, an issue was incorporated in the Public Agenda after the creation of 
the Museum and focusing not on the memory of State terrorism but on building awareness In the 
citizenship regarding the guarantees of the Democratic Regime that attend it. 
In this way, the Museum reach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1976 coup. After nearly a decade of 
progres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emory, Truth, Justice and the 
guarantee of non-repetition, the current situation presents new challenges. This commemorative 
date arrives in a situation of extreme complexity due to the changes in national policies of memory, 
truth and justice and by the public expressions of members of the current coalition government 
that explicitly claim denialist positions regarding the genocide that occurred appealing to oblivion 
And reconciliation. In this symbolic and political conjuncture, the Museum of Memory of Rosario 
proposed an intense program of activities in order to summon the citizens to reflect on the coup. 
In that sense, from the end of 2015 and during all of 2016 a program of actions in the public space, 
cultural institutions, civic centers, schools and National Monument to the Flag was realized, all of 
them of free and free access. 
The struggle for the meaning of the past is given in terms of the current political struggle and future 
projects. Together with Elizabeth Jelin we ask ourselves: what is the role of artistic creation, public 
and collective commemorations, memorials and museums, in this process? Thus, the spirit that 
propelled these activities surpassed the fact of commemorating four complete tens since the arrival 
to the power of the Armed Forces. It was sought to question the subjects that walk the public space, 
to remember that in the current Latin American context (and the past), democracy is not something 
given. That is to say, by installing the commemoration acts in the public space and summoning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t was tried that she appropriate and resignify the local memory of the coup 
so that, in short, it is her memory. 
The commemoration for the 40 years of the civic-military coup is the axis that structures the 
activities of the Museum of Memory for the whole year 2016, is the axis around which this year 
gravitated. Anniversaries ending in zero present a strong danger for memory processes: to become 
an objective in itself, to think of the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beginning of 
the last dictatorship as a point of arrival in the memory of such an inexplicable catastrophe as 
exceptional. For this 2016, the Museum of Memory was designed to break with this enclosure, to 
install in the public debate that the past is still present not as a ghostly form but as a link of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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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다시 말해, 인권단체는 역사와 그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러한 기억은 서로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단결될 수 있었다. 

기억박물관은 시민사회의 이 같은 노력의 산물이다. 박물관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결단으로 인해 

설립됐고, 이는 국가기관인 오늘날에도 박물관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있다. 

 

박물관을 최종 본부에 위치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은 간단하지도 자동적으로 되지도 않았다. 설립 시점부터 

갈등의 이중 전선들이 시작됐다. 한편에서는 박물관의 최종 본부가 될 건물이 제 2 군단을 기리는 

건물이라는 싸움이 있었다. 건물을 둘러싼 정치∙법적 분쟁은 12 년간 지속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

군사독재 이후에 건물을 구입해, 1999 년 이곳에 락앤펠러즈(Rock & Fellers)라는 테마 바를 세운 

소유주들이 있었다. 이에 반해 지역 인권단체들과 박물관 경영진은 이를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1976 년과 1983 년 사이 정부 테러 행위와 관계됐던 이들이나 이를 옹호하는 

이들은 박물관에 맞서 박물관이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열심히 싸웠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 박물관은 2001 년 임시본부에서 작업에 착수해, 제 2 군단 사령부의 건물로 본부를 

이전하는 일과 박물관의 설립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박물관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쟁이 일었다. 논쟁은 ‘균형 잡힌’ 과거와 일어났던 일에 대한 

‘완전한 기억’을 나타내야 한다는 주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증언과 미래 세대에게 과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박물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박물관 옹호자들과, 박물관의 설립에 반대하며 

비난했던 이들 간에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사상가 엘리자베스 옐린(Elizabeth Jelin)이 말했듯이, 이러한 

갈등의 전선은 예상됐었다. 박물관 옹호자와 이들의 기억이 잘못됐거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 

간에, 과거에 대한 대중적 및 공식적인 인식의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 논쟁에 초점을 두고, 기억박물관의 첫 관장 루벤 차바보(Rubén Chababo)는 박물관에서 

이 두 가지 기억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근 과거의 이야기들을 표현해 과거의 논쟁을 하나로 묶었다. 

한편으로는 공포에 떠는 이미지를 명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미묘함을 통해 방문자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유도했다. 전자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충격적인 혐의를 반영하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예술로 일깨운 미묘한 감정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종사건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질문하며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2010 년 개관한 박물관 건물의 공간에서는 후자의 경향이 

더 강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기억박물관은 로사리오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을 초대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공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박물관의 현장은 예술과 문학의 중재를 통해 현재의 

정치적인 역사를 서술하면서, 동시에 대중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반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여백까지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은 최종 본부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 다시 말해, 설립 당시 제안되었던 이야기를 

만드는 일, 즉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말을 빌려 역사적 기억을 단순히 역사를 기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와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의 기억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최근 과거의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지역의 인물들을 구출하기 위한 측면 모두에서 논쟁이 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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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3 

비비아나 나르도니 

기억박물관 관장 

 

로사리오 기억박물관(Museo de la Memoria de Rosario)의 최근 과거에 대한 기억과정의 진전 
 

나르도니 비비아나(Viviana Nardoni) 작성 

 

요약 

본 발표에서 로사리오 기억박물관(Museum of the Memory of Rosario)을 설립하기까지 우리가 겪은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오늘날 

박물관이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제, 즉 부정론자의 담론 재활성화와 국가인권정책의 철회, 현재의 새로운 

의제와 맞설 수 있게 됐다. 

 

1998 년 3 월, 로사리오 지방의회는 지역과 국가, 라틴아메리카 차원의 인권실태, 사회∙정치적 기억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억박물관을 창설했다. 당시 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최근 과거를 

전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는 로사리오와 인근 지역에 대한 과거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설 최고의 위치는 제 2 군단 사령부를 기리는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사령부는 (지역 경찰과 국가 방위군, 

시민사회의 여러 협력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아르헨티나 6 개 주에서 전개된 박해와 몰살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겼었다. 건물은 억류되고 실종된 이들의 친족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던 장소이자, 

피해자들 본인이 처음 구금되어 법적인 운명(국가 행정부에 종속된 교도소나 그 지역의 비밀 수용소로 

이송되어 실종자가 되는 것)이 정해질 때까지 지냈던 장소다. 

 

1998 년 박물관의 창설배경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을 연결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1976 년에서 1983 년은 

현대 아르헨티나의 역사 속 하나의 시기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 구조에 영구적인 흔적과 비문을 남긴 

기간이다. 마지막 시민-군사독재 시기인 이 기간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이자, 한 공동체에 사회∙역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경험으로, 아르헨티나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사회 집단인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해줬다. 

 

1989 년, 과거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 시작된 같은 시기에,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대통령 정부는, 

과거 무장단체 소속이었던 시민과 정부 관계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1970 년대 정치폭력과 사법적으로 

관계된 모든 이들을 사면하는 인권 정책에 착수했다. 이 정책은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트라우마를 

잊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생각을 

지배적인 해석으로 정착시키려 했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생각에는 기억에 대한 행위와 공동체의 발전 

간의 모순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사리오 인권단체(실종자 및 전 정치범들의 친족)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일어났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국가기관의 산하 단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제 2 군단의 기지였던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곳에서 아르헨티나 6 개 주에 대해 테러행위를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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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건이었다고 기억하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깨고, 과거가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유령처럼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며 싸우고 있는 주체, 음모, 생각, 상황의 

연결고리로 지속되고 있다고 알리며, 대중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2016 년의 기억박물관이 설계된 

방향이다. 이러한 교차점에 위치한 박물관은 피라르 칼베이로(Pilar Calveiro)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위험요소를 번개와 같은 한 순간의 기억으로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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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억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역사적 공포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 파일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과 문학의 현재 전략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로사리오 기억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물관은 단순히 설치 작품들을 

영구적으로 혹은 임시로 쇼룸에 전시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기억기관이다. 박물관은 작품들의 제도적인 

디자인을 분석하여,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영역을 강조한다. 박물관은 최근 과거와 인권에 

전문화 된 도서관, 즉 다양한 분야 및 학문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작품까지 포함하는 

도서관이자, 박물관을 방문하는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과거 기억의 전달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부다. 또한 자국의 역사, 특히 마지막 시민-군사독재 시기의 테러행위에 대한 

공공서적이나 사적 문서(글, 사진, 시청각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및 집단 정보의 회복, 보존, 전파의 

역할을 실현하는 문서보관소이자, 지역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최근 역사의 연구소이기도 

하다. 이 모든 역할은 박물관의 설립 목적, 즉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되새기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구조적인 매듭이다. 하지만 기능적인 구조에서는 

민주정권과 법치주의라는 의제가 포함됐다. 여기서 로사리오 젊은이들에 대한 제도적 폭력사태에 대해 

이미 최종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박물관과 함께 영토구성부(Department of Territorial Articulation)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부서는 현재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젊은이들이 생각해보도록 장려하고 있다. 

박물관은 설립된 이후에 초기 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이 같은 하나의 공공의제를 포함시켰다. 

정부의 테러행위에 대한 기억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 정권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키우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박물관은 1976 년 쿠데타의 40 주년을 맞이했다. 기억, 사실, 정의의 원칙과 재발 

방지의 보장에 기반해 거의 10 년간 지속된 인권 분야의 진전을 넘어, 오늘날의 상황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념일은 기억, 사실, 정의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와, 대량학살을 부인하며 과거의 

망각과 화해의 입장을 명백하게 주장하는 현 연합정부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표현으로 인해 극도로 복잡한 

상황 속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이자 정치적인 상황에서, 로사리오 기억박물관은 집중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해, 시민들이 당시 쿠데타에 대해 생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 년 말부터 

2016 년 내내, 공공 장소, 문화 기관, 시민 센터, 학교, 국가 기념물에서 국기가 있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행동이 취해졌으며, 이는 모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옐린 

엘리자베스(Elizabeth Jelin)과 함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술 창작, 공공 및 집단 기념식, 

기념비와 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러한 활동을 추진시킨 정신은 처음 군사권력이 시작된 이후로 

40 년간 지속된 역사보다 더 강했다. 그 정신으로 인해, 공공 부문에서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현재(와 과거)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다. 다시 말해, 

박물관은 기념 활동을 공공장소에서 진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당시 쿠데타에 대한 

지역의 기억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해석해 지역의 기억이 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시민-군사적 쿠데타의 40 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기억박물관이 2016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활동들의 

기반이자 올해의 주된 관심사였다. 0 으로 끝나는 주년의 기념일은 기억 과정에 있어 더 큰 위험을 나타낸다. 

기념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마지막 독재가 시작된 지 40 주년을 도착점으로 인식하며 불가해한 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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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항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표지석이 설치된 대표적인 장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 관련 장소로 ‘장애인 이동권 요구현장’이라는 명칭으로 혜화역 2번출구 앞에 표지석을 설

치하였습니다. 1999년 6월 28일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모 씨는 서울 혜화역 지하철 계단의 장애인 리프트

에 자신이 타고 있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를 올려놓으려다 리프트가 전동휠체어보다 작게 설계된 탓에 계

단으로 떨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해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펼쳤고, 혜화역에는 국내 최초로 양방향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고 이 사건은  이후 전국

에 양방향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어 전국의 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받게 되었습

니다. 그 후 혜화역 2번 출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고 서울시 역시 그 가치를 기리

기 위하여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로는 ‘전태일 분신 현장’이 있습니다. 전태일은 70년대 평화시장의 노동자였습

니다. 당시 평화시장의 노동자는 대부분 어린 10대 소녀들이었는데, 이들은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

금의 노동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이에 어린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근

로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준수 시위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이 개선되지 않자 전태일은 동료들과 근로기준법이 적힌 책을 태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석

유를 뿌리고 분신을 합니다. 전태일의 분신 후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평화시장에 있

던 열악한 주거시설을 철거하였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1970년대 노동운동에 큰 영

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1956년부터 여성의 인권개선을 위한 운동

을 전개해왔으며 가족법개정운동을 추진하여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던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모 친권 문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설립 6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권현장을 4개의 테마별로 카테고리화 하고 7개의 도보탐방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민주화테

마, 노동인권 테마, 시민운동에 관한 사회연대 테마, 대표적인 국가 인권 탄압시설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존

재했던 남산테마로 이루어집니다.

일곱 개의 탐방 코스 중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사라져가는 인권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고, 인권현장으로 조성한 남산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예장자락에는 1972년부터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존재했던 공간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으로 군사독재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고문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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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Sub Sim / 심동섭
Seoul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Innovation Bureau, Director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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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섭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 인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인권증진에 관심을 갖

고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인권정책집행, 인권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인 인권담당관, 인권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및 권고를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서울시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이 서울시 인권정책을 운영하는 근간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해 공무원 인권교육

을 실시하며, 인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단체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향적 도

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서울의 근현대사 속 

인권현장을 발굴하는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인권현장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 대한 학술연구, 종교계 추천, 시민 공모을 진행하였고 서울

시 인권현장 100여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4회에 걸친 전문가회의, 5회에 걸친 답사를 통해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가능 장소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였고 이 중 위치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38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작업 진행 중 어려웠던 점은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사업이 가지는 의미에 공감을 하는 단체도 많았으나, 사

건을 보는 입장차이로 인해 표지석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시각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위치 고증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각 단체 및 기관을 찾아 협의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

다. 

인권현장 표지석은 원형, 역삼각형, 사각형이 있습니다. 각각 원형은 시민항쟁에 의한 변화를 일으킨 장소

를 상징하며, 역삼각형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탄압과 그에 저항한 현장, 사각형은 제도에 의한 인권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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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ah Kim / 김정아
Seongbuk-gu government, Director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 센터장

- Worked for the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Former Director of Human Rights Fund SARAM
Incumbent Director of Sungbuk-gu Human Rights Center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역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역임

현재 성북구청 인권센터장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인권탄압을 저질렀습니다. 

명동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남산 소파로 초입으로 들어서게 되면 서울시 남산 제2청사로 쓰이다가 재정비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1960~70년대에 학원 사찰과 수사를 담당하던 국가안전기획부 6국이 존재

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로 무고한 시민 8명을 극심한 고문으

로 거짓증언을 강요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규명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중 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되어 국가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의 인권이 탄압 당했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이 곳에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나머지 탐방코스들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인권을 누리는 도시서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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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개

층 면적 실명

옥탑층 23.23(7평) 옥상정원, 태양 전열판

지상 6층 224㎡(68평) 대강당, 조리실, 창고, 옥외테라스, 화장실

지상5층 231㎡(70평) 힐링센터 (헬스장,  스트레칭), 샤워실, 화장실

지상4층 244㎡(74평) 인권전시관(인권놀이터) , 강의실, 회의실

지상3층 243㎡(74평) 새마을 문고, 동장실, 행정실

지상2층 240㎡(73평) 민원실,    복지(인권)상담실,  방재실,   화장실등

지상1층 168㎡(51평) 주민모임방, 화장실

지하1층 171㎡(52평) 창고, 정화조, 저수조, PIT(펌프실), 기계실, 등

계
1,545㎡(467평)

-

설계참여자

주민

설계

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시공

㈜향진종합건설

인권감리단

감리

건축사사무소 리우

기획·감독

성북구청

인권영향평가

2016-12-02

1

안암동 주민센터
Anam-dong Community Center

1. 개요
1-2. 안암동인권청사: 건물개요

안암동 주민센터

사업기간 2012.3 ~ 2015.1

위치 안암동2가140-4

대지면적 954.6 ㎡

건축규모
연면적1,586㎡
지상6층 / 지하1층

소요예산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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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놀이터

환경권 자력화

안암동인권청사

접근권 참여권

2016-12-02

3

설계과정

2013.11.    건축공사 시행

2014.8~2015. 01. 인권 디자인감리 실시

2015.1.30.   .   안암동 동주민센터 준공

2012.3.12.    안암동 동주민센터 건립계획 수립

2012.9~12.   안암동 동주민센터 인권영향평가

2012.11.   설계자 선정(설계경기)

2013.4.10~12.   인권감리단 구성 및 기존 설계에 대한 수정

2013.10.   .   안암동 동주민센터 최종설계 완료

인권설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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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 목표

환경권 자력화참여권접근권

사회적 약자
모든 시설
이용 가능

건축 과정
주민 참여

(사회적 약자)

지역
필요성
밀착성

지역 주민
인권역량
강화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presentation / 발표

Byung gwan Song / 송병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Officer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교육협력팀장

경 력 2012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사무관 / 진정사건조사

 201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행정사무관 / 조사팀장

 201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행정사무관 / 교육협력팀장

출강현황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수원 <인권의 이해 및 침해사례>

 군부대 <인권의 이해>

 정신보건기관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Major Careers 201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dministrative officer, Complaint case investigation

 2015 Gwangju Regional Human Rights Office of NHRCK
  Administrative officer,  Manager of the Investigation Team

 2016 Gwangju Regional Human Rights Office of NHRCK
  Administrative officer, Manager of the Education & Cooperation Team

Lecturer  Regional public officials &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Military unit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Mental health centers,  Human rights education for mental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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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형인권프로그램운영 사례

- 8년의기록, 광주인권테마역사 -

송병관,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2016. 12. 6.

오늘이야기꺼리…

o 2008년! 왜 인권테마역사 이야기 나왔는지?
o 조성과정
o 운영사례
o 의미
o 앞으로의 숙제들…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2

인권테마역사조성, 체험에대한생각
- 2016. 6. 30. 대전체험관블로그 글 중…

인권+체험+관 :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느껴보자

테마역사 위치 – 지하철,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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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왜 ~ 인권테마역사 이야기가 나왔는지

o 광주의 여건 – 518,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o 2005.10. 2. 광주사무소 개소, 6명, 광주.전남.북(제주) 46.9%
- 조사, 정책, 교육, 홍보
- 가슴으로 일하는 광주인권사무소, 지역사무소 개소에 부응
- 위원회(본부) 콘텐츠 지역사회와 공유

o 2004년, 광주도심철도 1호선 개통
- 정거장 수 : 20개 *2008년 테마역 포함, 1호선 전구간 개통

o 인권홍보관 조성의견 제시

o 공론화 속, 긍정적 검토

인권테마역사 조성을 위한 쟁점

o 예산
오히려, 
지방정부가 국가로 예산을 준다 ?
인권사무소 사업예산 : 12,000천원

o 명칭
- 마륵역, 김대중컨벤션센터역
(DJ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각)

- 국제회의장으로 연계 조성

*이후,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명칭 변경 : 인권테마역사…>. 인권체험관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4

어떻게조성할것인가

o 테마가있는지하철(인권역)

- 인권홍보+교육의공간
- 상업적광고물배제

(지하철공사의공감)
- 장소사용협약체결(무상)

o 근거마련 : 업무협약 (2008. 10. 31.)
- 인권교류협력증진및 지역사회인권
신장을위한양해각서

- 市+서구청+도시철도공사+광주예총

*광주광역시 (2008. 10)
*전라남도 (2010. 11)
*전라북도 (2016.   9) 

2008.10. 31. 개관

o 역 전체를인권콘텐츠로해보자

o 예산고려, 연차별 공사

*잦은, 민원발생, 환경열악
이동권, 사무실문턱

*봉사단체민원, 지하철공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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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첫 운영

어떻게 ?

- 체험을한다?
- 인권체험이뭐지?
- 무엇을할 것인가?

-행정인턴 : 10개월근무
퍼즐, 영화, 흰 지팡이, 
휠체어, 세계인권선언읽기

대상 ?

- 학생, 시설생활인방문
- 20명내외의소규모

*유치원생- 안전문제

인권사무소 + 단체협력사업연계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6

2010년 운영

o 인권열차운행과연계

- 열차내사진전(전남강진군 +) 
이주결혼여성대상

테마가있는광주지하철역

- 세계인권전시관(세계최초?)

(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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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양한운영방식

O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체험프로그램과연계

- 테마가있는역을
봉사자들이순회체험

- 쟁점(필수) : 사전, 운영진(봉사자)인권교육

- 방문객은많으나 , 
시간(20분내외)과내용이부족

- (광주시)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표창
- 블로그, 카페활용

현재 이 곳은…

o (무인)인권도서관
o 인권체험+직업체험(청소년)
o 광주인권도시소개(인권헌장)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8

2016년 운영 – 전문 운영코디네이터근무(상근, 10개월)

2016년 운영 –문의 : 핸드폰개통으로소통간소화 010-966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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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활용

o (이주단체)인권위협력프로그램 + 
o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전시
o 사진전, 포스터

o 고등학교동아리학생들운영진참가

o 대학생 경찰공무원

o 노인인권지킴이단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10

광주만할것인가

o 부산 2010년 (지하철, 물만골역)
o 대구 2013년 (폐교활용)
o 대전 2016년 (옛, 도청공간)

- 다양한형태로체험프로그램운영

* 블로그소개

- 지역사무소별 네트워크

인권테마역사의미

o 도심의일상공간을인권과연계

o 다양한사람들이찾는공간으로…

o 지하철(역장, 직원) 직접고용전환

o 기관간협력 모델, 5월길조성

o 광주광역시의인권도시추진계기
(조례, 인권헌장, 인권도시 등)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2015 2016

방문자

(체험자수)

22회

1,200명

25회

560명

98회

1,765명

79회

1,362명

67회

1,562명

25회

612명

67회

1,562명

72회

8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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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앞으로해야할 일 – 인권의길

o 위원회의관심고조 – 4개인권사무소운영
o 여전히, 인권체험관이어디에요?
o 잦은, 민원발생최소화
o 지하철역, 공간의대한한계

o 프로그램개발필요
(변화에순응)

o 운영자신분보장
(개선)

마치면서…

o 8년을지나왔지만, 여전히풀어야할 숙제가많습니다.

o 앞으로도실천에역점을…

- 인권의의미를, 국민(지역민)들과공유해 나가야하는것 처럼, 

- 지하철내 인권테마역사체험업무또한

더디겠지만,
반복적이면서지속적으로나아가다보면…

* 참, 인권실천이야기…멀리보다가까운곳에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articipation
참여와 협력

General Session 4
일반 세션 4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General SessionⅣConcept Note: Participation

일반 세션 4 취지문: 참여와 협력

Government cannot identify blind spots or make changes in daily lives of its 

inhabitants by itself.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s essential.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activists, scholar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is important. But without the support of its citizens, a 

local government would not be able to achieve human rights to its fullest.

This year, SHRC is focusing on different ways to attract citizens to take part in 

human rights governance. Citizen engagement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local level 

human rights governance. However, diversity of vast and dynamic population may be 

both strength and weakness. From the experience of speakers, we can share some 

ideas to maximize the strength.

정부가 인권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나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들

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

지해야 하는 정부/비정부 기구나 관계 전문가,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

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권 거버넌스에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

아보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이야 말로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의 원동력

입니다.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장점일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볼 수 있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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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Sneh Rao / 스네 라오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enior Policy Adviser /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선임정책고문

Sneh Rao serves as Senior Policy Adviser and Budget Director at the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He oversees 

the Commission's violence prevention initiatives and works closely with minority groups on issues involving hat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efore joining HRC, Mr. Rao was a director at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advocated 

on a range of policy issues affecting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in Latin America. He was also a fellow through the Thomas 

J. Watson Foundation and researched health and human rights issues affecting sex workers in South Africa, Brazil and Spain. 

In addition, Mr. Rao served with the office of former US Senate Majority Whip Dick Durbin and provided support to Foreign 

Relations and Appropriations subcommittees. Mr. Rao speaks Gujarati, Spanish, Portuguese and French. He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Macalester College and holds a Master in Public Policy from Harvard University’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스네라오는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고위 정책 자문관 겸 예산국장이다.

그는 위원회의 폭력 예방 발안을 감독하고, 증오 폭력 및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수 그룹과 긴밀히 협력한다. 인권위원회에 합

류하기 전에는 국제 인권 단체의 국장이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및 경제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책 문제를 옹호했다. 

그는 토마스 J. 왓슨 재단(Thomas J. Watson Foundation)의 연구원이었으며 남아공, 브라질 및 스페인의 성매매업 종사자와 관련된 

보건 및 인권 문제를 다뤘다. 또한, 전(前)원내총무딕더빈(Dick Durbin) 사무실에서 일하며 외교 및 세출 분과위원회를지원했다. 스네 

라오는구자라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매캘러스터 칼리지(Macalester College)를수석으로졸업했으며, 하

버드케네디 스쿨(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KS) 공공정책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Moderator / 좌장

Hyo-kwan Jun / 전효관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Innovation Bureau, Director-General / 

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 Hyo-Kwan Jun has a PhD in Sociology and was the Director of Haja center and Youthhub. Since 2014, he has been working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Seoul Innovation Bureau striving to realizing human rights city, vitalizing community, encouraging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solving the youth problem.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학 박사로 서울시하자센터장,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인권도

시 서울 실현,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혁신, 청년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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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The HRC institutionalizes participation through two Citizen Advisory 
Committees. The Equity Advisory Committee and LGBT Advisory 
Committee provide support to the Commission on equity and LGBT issues 
across San Francisco.

The HRC fosters participation through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in order to address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ssues in San Francisco. 

CITIZEN ADVISORY COMMITTEES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stitutionalizes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two citizen advisory committees:                                       

Equity Advisory Committee
LGBT Advisory Committee

2016-12-01

1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S E O U L  ME T RO P O L I TA N  G OV E R N ME N T  H U MA N  R I G H T S  C O N F E R E N C E
G E N E R A L  S E S S I O N  4  – PA R T I C I PAT I O N

SAN FRANCISCO HUMAN RIGHTS COMMISSIO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orks to provide leadership and advocacy to secure,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for all peopl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1964 by City Ordinance and became a Charter Commission in 1990.

The Commission enforces City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33 (Non-discrimination in housing, employment and public 

accommodations)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38 (Non-Discrimination based on HIV Status)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1.2 (Non-Discrimination in Housing against Families with Minor 

Children)
SF Administrative Code Chapters 12B (Equal Pay Ordinance) and 12C (Non-Discrimination in City 

contracts)  
SF Administrative Code Chapter 12H (Sanctuary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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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ADVISORY COMMITTEE

Each year, the EAC holds HERO AWARDS to acknowledge and honor 
community members and organizations who advance civil and economic rights 
in San Francisco’s diverse and multicultural communities.

This year, the Committee gave award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se work exemplifies the theme of “Communities Organizing for Justice.”

 Over a doz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ere honored for their 
advocacy on issues including police violence, environmental racism, education 
reform, criminal justice reform, and LGBT activism.

LGBT ADVISORY COMMITTEE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dvisory Committee (LGBT AC), 
established in 1975, advises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issues as they relate to the City’s LGBT communities. 

The LGBT Advisory Committee’s current initiatives include: 
LGBTQ Community Photo Project on Transgender Discrimination 
Transgender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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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ADVISORY COMMITTEES

Citizen advisory committees are a vital component of the HRC, providing for 
community involvement and opportunity for in-depth study and exploration of issues. 

The role of the advisory committees is to provide advice and assistance to the 
Commission by developing and examining ideas and issu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The committees may also hold public hearings and make recommendations of 
positions for the Commission to take on legislation.

Committee members include people who live and/or work in San Francisco and are 
appointed every year for 1 year terms.

EQUITY ADVISORY COMMITTEE

The Equity Advisory Committee (EAC) has advised the Commiss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homelessness, environmental and criminal justice, 
immigration, healthcare, senior quality of life, youth and education, housing access, 
workforce diversity and equality of opportunity.

The Equity Advisory Committee’s current issue areas include: 
TAY to Tech
Cradle-to-Career-Pipeline
Re-Envisioning Public Safety: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Limit Police 
Brutality and Excessive Force



270 _ 2016 SEOUL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_ 271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2016-12-01

6

COMMUNITY PARTNERSHIPS

The HRC works closely with community partners on a range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ssues in San Francisco. The following community partnerships are integral to 
the Commission’s current work:

Black to the Future Collaborative: HRC partners with 14 organizations serving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on issues including workforce development, education, 
family support, violence prevention and health/wellness.

SFPD/Community Forums: HRC partners with community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to host public forums on issues of police reform.

Fair Chance Ordinance: HRC partners with a legal organization to ensure that 
people with arrest and conviction records do not face discrimination in housing and 
employment. 

COMMUNITY PARTNERSHIPS (CONT.)

LGBTQI Survivors of Violence: HRC partners with the City’s largest LGBT 
organization to ensure that survivors of violence receive critical support services.

Transgender Violence Prevention: HRC partners with transgender organizations to 
provide culturally competent services for transgender persons, especially transgender 
people of color.

Immigrant Rights: HRC partners with immigrant rights groups to conduct “Know Your 
Rights” trainings on City laws protecting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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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ADVISORY COMMITTEE
The LGBT Advisory Committee’s accomplishments include:
Public hearing on intersex issues, including the human rights aspects of surgeries performed 
on intersex infants
Public hearing on LGBT issues in the Native American community
Public hearing regarding FDA ban on blood donations from men who have sex with men 
Recommendation that the Board of Education pass a resolution to establish a high school 
course on LGBT history, politics and culture 
Panel to study bisexual invisibility and report entitled, “Bisexual Invisibility: Impacts and 
Recommendations” 
Public forum on unrecognized families and report on “Beyond Marriage: Unrecognized 
Family Relationships” 
Development of LGBT Aging Policy Task Force, which provided recommendations to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on the needs of LGBT seniors 

COMMUNITY PARTNERSHIPS
The Human Rights Commission fosters 
participation through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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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 Darmiyati 

Member of Ansan City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Foreigners 

 

Good Morning. 

 My name is Eko, and I work as an Indonesian consulting interpreter at the Ansan 

Consultati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I am pleased and honored to participate in such 

a distinguished conference. 

 The city of Ansan, where I live, is the most densely populated area by foreigners in all of 

Korea, with foreign residents accounting for about 10% of the 750,000 citizens of Ansan. The city 

thus has long been operating a community service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the only one in the 

country. Since April this year, the community center has been raised to the status of a headquarter 

for supporting multiculturalism (Ansan Migrant Community Service Center). Although I am not a 

public official, I work in cooperation with the headquarter, at a consultation center within the 

headquarter’s building. 

 As you all know well, as of 2016, we are living in an era of 2 million foreign residents. 

According to the material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June,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to 4 million in 2025, that is, twice the current number in 

10 years. This number would account for about 8%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There are currently about 550,000 foreigners who came to Korea as simple labor force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visiting employment system). These foreigners are 

those to whom I generally provide consultation to. On average, I currently provide consultation to 

about 800 different cases per month. Most of the cases are from foreign workers. A third of the 

cases are about delayed wage payments. It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Korean economy is not 

doing so well nowadays, but the number of consultations regarding delayed wage payments has 

been increasing. Other cases concern job changes due to conflict within the workplace, industrial 

accidents, insurances, stays in Korea, and difficulties of living, with the consultations varying greatly 

in their types and complexities. 

 The hardest of the types is that of job changes. Indonesian migrant workers to Korea all 

come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meaning that they are under the governance 

of those laws. But this system is focused on the hiring process of the employer, so all rights concern 

the employer. There is almost nothing that workers can do at their will. In particular, migrant workers 

are not given the freedom to change workplac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do so wit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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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4. 01. - 2010.01.30  Korean Chinese House / Educational instructor on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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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n culture (2-3 times a week)

2008.04.01. - Pres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Seongnam Branch)/ 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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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 Present Ansan Consultati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Interpreter & Consultant
 Interpreted and provided consultation to Indonesian workers in Korea, to marriage immigrants, 
 and to businesses (labor, stay, legisl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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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ncy interpretation support

2009.01.02. - Present Ansan Community Service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 Member of Foreign Residents Monitoring Group
 - Member of human rights fro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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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ifferent countries, desperately attracting foreigners to their stores. The most reported cases 

for mobile phones are those of identity theft. Cases, where the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that 

is used for a contract is copied and secretly used for another without one’s approval, are too 

common. Later, another person’s mobile phone charges are withdrawn from one’s bank account 

due to contracts signed without his or her knowledge. The person later finds out what has been 

happening and reports the case, but the procedures require a lot of time before the case is solved. 

 The tyranny of internet businesses in this region is also serious. Many stores cheat on 

foreigners who know littl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laws, leading to double contracts, 

compulsory contracts, identity theft, and unabiding terms of contract. Again, these require a lot of 

time and effort before they can be resolved. There is thus an urgent need to set measures against 

these cases. In an effort to prevent these cases, the local governments of areas highly inhabited by 

foreign residents should particularly strive to collect various cases where foreigners who do not 

know well about Korea have been victimized. 

 Apart from the already mentioned cases, many come to the center for consultation on 

rental contracts. These generally concern issues regarding the repayment of deposits, such as 

conflict between the lessor and lessee caused by difficulty in communication, conflic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of contract, and other conflicts. For local governments of areas highly 

inhabited by foreigners, creating and implementing a standard rental contract format, in the 

language of those foreigners, could be a way to prevent and reduce conflict. Moreover, 

misdemeanors that can easily be committed by foreigners could also be prevented through 

sufficient education and enlightenment. 

 These are a few of the problems I saw as I provided consultation to foreigners during the 

past 8 years. Korea is still a country that is difficult for foreigners to live in. There seems to be a 

lack of infrastructure for foreigners to conveniently adapt and live in Korea. But the country will 

soon face a society of 5 million or 10 million foreigner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 

Korea is serious. I do not think of those who come to the center as foreigners. I provide consultation 

to them, thinking that they are the ones to will be the first to become our neighbors we will be 

living with, when one day, Korea implements an immigration system. Foreign population in Korea 

is growing rapidly. Infrastructure for foreigners thus need to be prepared ahead of time because 

this is the way to reduce costs. To this end, a lot of research and new policies will be required from 

local governments. I would like to end my presentation, by expressing my hope that today’s 

conference will be a meaningful time to achieve much, in preparation for the society of 10 million 

foreigners that is just around the corner. Thank you. 

employer’s permission. 

 Before April 2010, all migrant workers leaving their homes for Korea signed a one-year 

contract, in compliance with EPS laws. But these laws were revised in April 2010, and most migrant 

workers now sign a three-year contract at their entry to Korea. They mostly work in workplaces of 

industrial roots, or the so-called 3D industries. They mostly work in workplaces of poor conditions 

that Koreans avoid because of they are strenuous. But the problem is that migran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change workplaces, meaning that they have to work for the same workplace 

during their entire working period in Korea of 4 years and 10 months at most. This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contract. That is why so many migrant workers strongly request for job changes, but 

these requests are rarely successful. Before laws were revised, no matter how strenuous the work, 

migrant workers had hope that they could change workplaces if they bore it for a year, but now 

this hope has been lost. This led many to leave their workplaces, unable to endure the work, and 

to choose to become illegal migrants. No matter the focus of EPS, the current laws in force that 

ignore the basic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must be revised back to a one-year contract, just 

as before the revisions. 

 The country I am in charge of at the center, Indonesia, is one of the countries automatically 

subject to national pension. Just like Koreans, Indonesian workers must pay the national pension 

when they start working. But since migrant workers go back to their country after a fixed period of 

employment, the national pension they paid is returned to them when they leave Korea. The 

problem is that employers deduct the national pension from the workers’ monthly wage without 

paying them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so many workers are unable to get a refund of 

their lump sum on their leave. Even if these workers ask their employers to pay them back the 

amount that was deducted from their monthly wages, the employers only respond that they cannot 

pay them back because the national pension needs to be paid to NPS, one day or another. The sad 

truth is that these migrant workers have to go back to their country, never getting a repayment of 

the deductions from their wages. Even if these workers file a complaint for delayed wage payment 

to a labor branch office, or accuse these workplaces for embezzlement at a police station, the 

concerned authorities do not take action. This only harms Korea’s image, a country who calls itself 

a developed country. It is thus necessary to abolish the mandatory subscription to national pension, 

or for NPS, to repay the migrant workers first and later claim their rights to indemnity to the 

workplaces. 

 Since Ansan is home to many foreigners, there are also many stores that do business 

illegally with foreign residents as targets. The number of foreigners victimized by these businesses 

is increasing rapidly. Representative cases involve mobile phone contracts and internet contracts. In 

Wongok-dong, Ansan, literally one in two stores is a mobile phone store. These stores employ lo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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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법 개정 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년만 

버티면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해서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고용허가제도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현행법은 종
전처럼 년 단위의 계약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국가입니다 내국인처럼 인도네시아 근
로자들도 사업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취업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납부된 국민연금을 귀국할 때 돌려줍
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근로자 분 국민연금을 공제하고도 납부하
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최소한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만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해도 사업장에서는 언젠가
는 공단에 납부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은 본
인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마저도 떼인 채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떼인 돈을 노
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한다 할지라도 담당 관청에서는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입
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단 공단에서 지급하고 후에 사업장
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에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
업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 친구들이 센터로 찾아와 고충상담을 요청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대폰 계약과 인터넷 계약입니
다 안산 원곡동에 가면 글자 그대로 한 집 건너 휴대폰 매장입니다 그 매장들은 현지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명의도용입니다 계약에 사용한 외국인등록증을 복사해서 본인 모르게 또 다른 계
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본인 통장에
서 매월 휴대폰 관련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발견하여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는 절차
를 밟긴 하지만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 인터넷 사업자들의 횡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중계약 강제계약 명의도용 계약
조건 미이행 등등 한국어와 한국법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업체가 많습
니다 이 역시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
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한국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이 당하
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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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다르미야띠  

안산시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안산시는 만 시민에 거주 외국인이 정도 되는 전국에서 가장 외국
인 거주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주민센터가 오래전부
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월부터 외국인주민센터가 다문화지원본부로 격상되어 운영되
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문화지원본부 건물 안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년 현재 체류 외국인 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올해 월 법
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년 뒤인 년에는 지금보다 배 많은 만명의 외
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현재 단순노무 인력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약 만명 정도 됩
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바로 이분 들입니다 저는 현재 월 평균 약 

건 정도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상담의 정도는 임
금체불 상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임금체불 상담이 더욱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 갈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상담 산업재해 상담 보험상담 체
류상담 생활고충 상담 등등 상담 유형이 매우 복잡하고 많습니다  

여러 상담 유형중에서 가장 힘든 상담이 바로 사업장 변경 상담입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고용허가
제는 사업주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
습니다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업
장 변경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
다  

년 월 이전에는 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련법에 의해서 무조건 년 계약을 체
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년 월에 관련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고법 이 개정되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주로 뿌리산업 즉 소위 업종이라고 하는 사업장들입니다 한
국사람들이 힘들어 회피하는 열악한 사업장들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사업장 변경의 권한이 없어서 결국 최장 년 개월 취업활동
기간 내내 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실제로 뜻대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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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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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ector of the Labor Policy Department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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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문
제들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 계약 내용 해석에 대한 갈등 

등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아예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나라 언어가 표
기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함으로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
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경범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가 지난 년 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상담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
니다 아직도 한국은 외국인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생활속에서 편
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만

만 거주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센터를 찾아오는 외국인 친구들을 그저 외국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이민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이웃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
라 구축은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에서 많은 연구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 곧 다가올 외국인 만 

시대에 대비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내는 값진 모임이 되길 희망하면서 제 애기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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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다. 

그리하여 2012년부터 매년 500억 원 규모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

에 반영하는 사업 공모와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

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사업공모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정참여형 사업과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

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50억 원 규모

이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

규모 사업에 대한 자유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15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초기의 제안사업을 보면 주로 CCTV설치, 골목길 보수, 하수관거 보수, 작은 도서

관 건립,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등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

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광역도시로서의 서울시가 추구

하는 제도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랐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정 방

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0+세대 활동지원’과 같은 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주제별 공모를 같이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청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거나, 결혼이주여성 등의 재취

업을 돕는 사업, 취약계층 자녀의 방과 후 교실 운영 사업 등 프로그램 사업들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을 처

음 시행하면서 동네 한 뼘 공원 가꾸기, 마을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사업 등 마을 친화적인 소규모 사업들도 눈에 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

된 사업을 제출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역의 작은 모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

을 통하여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러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 제안되기를 기

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획된 사업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 제안서를 등록

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막상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

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단을 운영하기도 하

였다. 시민단체,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이 첫 해인 만큼 제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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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4 

박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담당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들어가는 글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주

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보통의 경

우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 이런 역할 구분 측면에서 보자면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

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

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0년대 초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임의규정으로 제도 운영이 법제화되었다.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

예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 현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의 의무화가 포함된 ‘지방재정법’이 2011년 개정되어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

로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주민참

여 예산제도를 정책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공

무원, 서울시의회, 시민단체, 예산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함께 

하며 준비하였다. 조례는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서울시의 전체 예산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

이다. 한마디로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해내기 위하

여 시행된 제도이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특징 

 

서울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하였다. 

이러 저러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발 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기왕

이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보자는 결의 아래 오감을 활짝 열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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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교통비와 중식비 등 자원봉사자 수준의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급한다. 주민

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2년간 열정적으

로 활동한 위원에게는 시장표창으로 보답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해마다 뜨거워, 2016년에도 위원 공개

모집에 총 918명이 응모하여 약 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경쟁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출직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

되는 250명의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과연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늘 서울시의 고민거리였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징을 살리는 데는 일정 

정도 이상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1년 내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많은 구성원은 오히려 참여를 형식화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제안사업에 대한 토론

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지만 한정된 공간과 행정적 절차에 의해 주민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201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외에 시민참여단 2,500명을 별도로 구성

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단계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엠

보팅(m-Voting)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제안사업 현장

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총회에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 위

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선호 또는 필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최종 선정 단계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첫 해인 2015년에는 전체 서울주

민의 약 1%에 해당하는 103,531명이, 2016년에는 이보다 조금 많은 109,938명

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만 참여하고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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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보강하거나, 구체화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

이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제안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주

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무려 10,967건, 금액으로는 3조 2,627억 원에 이른다.  
 

[ 연도별 제안사업 현황 ]  

구 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사업수 (건) 10,967 3,979 3,593 1,533 1,460 402 

사업비(억원) 32,627 5,409 4,652 7,560 13,017 1,989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수많은 주민의 제안사업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다.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두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할 수밖에 없다. 서

울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하

여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의 관점에서 보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250명으로 모두 일반 주민들이다. 주민을 대상으

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225명을 선정하고,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를 통하여 25

명을 추천받기도 한다. 추천을 하는 주체와 그 인원수에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

었지만, 공모위원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위원 정수의 90%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관심 있는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  

‧ 2015년 ~ 2016년 : 공개모집 225명 + 추천방식 25명 

‧ 2013년 ~ 2014년 : 공개모집 200명 + 추천방식 50  

‧ 2012년 : 공개모집 150명 + 추천방식 100명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되는 만큼 전문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

하고자 서울시 재정 및 예산 현황, 주민참여 예산제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에 대

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이다.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 최



284 _ 2016 SEOUL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_ 285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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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주도하는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민

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인 동시에 전년

도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당초 제안되었을 시점에서 

기대했던 사업효과가 실제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확인함으로

써 다음 해 사업선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셈이다.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도 주민

이 제안한 사업과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지난 5년간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주민 스스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치구 간 경쟁 구도가 부각되는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기

도 한다. 또한 사업이 주로 개인 차원에서 제안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완이 필

요하기도 하다.  
 

보다 완성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적극

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

여서 공론을 통해 사업을 구상·제안하고, 일부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집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서 미처 관여하지 못하는 지역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문가, 공무원, 주민참여 예산위원 등이 함께 모여 제안된 사업

에 대한 공론과 숙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등 서울시정 사업을 확대할 나갈 것이다. 

그간 사업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이 있었던 문제

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주민 위원들이 자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주민 참여의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

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생업 등으로 바쁜 주민들이 매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

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디지털화 하는 방안

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와 같은 천만 광역 도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 만큼 앞으로 서울시 제도가 어떻게 성숙해가고 발

전될 것인지는 서울시와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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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쿄토대학(京都大學) 외국인공동연구원(전)

건국대학교 디아스포라연구소 공동연구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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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불완전한 선택과 비용 효과 타이밍을 위한 타협조차도 원
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권헌장 제정과정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첫째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의 원칙을 고민하고 학
습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 인권을 실현하는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체로 만족과 자치역량

을 키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은 소외를 극복하는 ‘인권정치’
의 통로가 되므로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원칙에 근거할수록 인권헌장이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책무가 시
민위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즉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고 갈등에 

대한 관용과 인내 그리고 의사소통기술이 요구된다 서울시라는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자신의 입장을 

타인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어떤 내용을 중심에 둘 것인지 자신감과 자치역량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
다 이 단계에서는 관심분야의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시민참여의 과정이 더 나아가 

숙의민주주의 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헌장 제정과정에 드러난 문제와 시민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인권정책을 만들고 인권행정을 펴나가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
업이다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절차적인 합리성이 무엇보다
도 요구된다  

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에는 인권담당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여명이나 되는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정리하여 제시하는 과정에 행정의 묘가 잘 발휘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이면에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헌장”은 구상하였지만 “서울시민과 함께 구현하는 인권헌장”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인권헌장에 서울시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였고 시민위원들은 인권헌
장 실현을 위한 행정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며 신뢰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시민위원들은 서울시에 인권
정책 안 을 요구하였고 장기간의 인권보장 플랜을 궁금해 하였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인권의 정치를 펼 것으로 기대했던 서울시는 성소수자 반대 세력
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며 시민들이 만들어낸 최종안을 인정하지 않고 말았다 서울시는 인권헌장제정 과정
에 시민위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공헌하였지만 결과적
으로 인권의 원칙을 유지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형식에만 급급
했을 뿐 회의에 참석하며 자기역량을 키워가고 인권감수성을 높여가는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주인인 그들의 역량을 신뢰하지 못했던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시민위원들
을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시민참여라는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인권헌
장의 의의를 살리고자 했지만 시민위원들과의 소통에는 실패했다 참여민주주의의 숙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위원들과 서울시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 시민협력체
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서울시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인권행정과 정책에 시민들과 협력
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결과를 낳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 지 정책이행과 

성과의 공유가 필요하다 시민들을 정책 수행과정의 들러리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이행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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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 인권거버넌스 현황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의 성과와 반성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 

 

년 월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 이하 시민위원 ’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지원
자 명 중 명을 선정하여 그 해 월부터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헌장’제정 작업을 시작하
였다 전문위원 명을 포함한 전체 명의 시민위원들은 회에 걸친 토론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만들었다  

서울시의 인권헌장은 광주인권헌장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헌장’ 등 국내외 인권헌장의 일반 명칭과 달리 

‘서울시민인권헌장’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로컬수준의 지역명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만든 인권헌장 제정
을 위해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추첨·선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서울시가 인권헌
장을 “시민참여형”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은 상향식 방식의 의미를 넘어 ‘인권의 정치’에 대한 새
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인권교육의 장임은 물
론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곧 개인의 소외를 극복하는 인간존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시민위원들이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첫째 평소 사회생활에서 느낀 문제를 인권과 연결시
키고 인권헌장을 통해 그것을 알리거나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민원사항이 구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
자 상위기관인 서울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여하기도 했다 둘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나 불이
익을 알리기 위해 시민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런 불이익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해소되기를 원했다 셋째
자신의 전문성을 헌장 제정과정에서 발휘하겠다는 목적으로 참여하였다 인권헌장에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
의 권리를 포함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각기 내용과 형식은 다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개개인이 가
지고 있던 ‘절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절실함의 경중을 쉽게 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민원사항이든 직장에
서의 억울한 처우이든 개인이 겪은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상처이기 때문이다 인권헌장이 무엇이고 어떤 형
식이며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헌장을 시민들이 직접 만든다”는 말에 자신의 경험을 알
리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여겼다  

 

인권헌장 제정과정의 성과 

 

인권의 정치 란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의 평등 혹은 공정한 분배 등의 문제는 인
권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 슬로건화해야 하는 시대를 뜻한다 인권의 정치를 이론화한 폴 그리디

는 인권을 수단화하여 권력에 이용하는 경우를 ‘부분적 인권정치’로 인권이 목적이 되고 정치가 인권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역동적·포괄적 인권정치’로 규정하였다 이그나티에프 는 

인권문제를 둘러싼 현실의 첨예한 갈등자체를 인정하며 ‘원칙있는 인권정치’를 주장하였다 인권은 현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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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Kyeong-ok Park / 박경옥
Gwangmyeong City, Secretary General /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센터장

1. 현 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장(2015.4~ )

2.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부위원장(2012. ~ 2015.3)

3. 광명교육연대 대표(2010.~ 2015.3월까지)

   비폭력평화훈련센터 (2011 ~ 2014)

   평화와인권학습연구소대표(~2015.3)

4.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공동대표(2010~ 2014)

5. 철산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2013)

6. 광명북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장(2012)

7. 광성초, 도덕초, 광명중, 경기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엮임

8. 피해여성상담활동가/회복적서클실천가(2009~2015)

9. HIPP진행자/AVP진행자/NVC중재진행훈련가/RC진행자

10. 회복적정의에 근거한 조정 및 서클 진행자/지역코디네이터

11. 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간사/광명여성의전화이사(2010~)

참고사항

Help Increase Peace Program(HIPP)

Alternatives to Violence Project(AVP)

Nonviolent Communication(NVC)

Restorative Circle(RC)

1. Current: Chief, Gwangmyeong Human Rights Center(Since April 2015)
2. Vice Chairperson, Gwangmyeong Human Rights Center(2012 ~ March 2015)
3. Chief, Gwangmyeong Education Alliance(2010 ~ March 2015)
   Non-violence Peace Training Center(2011 ~ 2014)
   Chief, Institute of Peace and Human Rights Research(~ March 2015)
4. Joint Chief and Chairperson of Operational Committee of Gwangmyeong Civil Organization Committee(2010~ 2014)
5. Chairperson, Committee for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Cheolsan Middle School(2013)
6. Chairperson, Autonomous Committee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Gwangmyeongbuk High School(2012)
7. Chairperson for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t Kwangseong Elementary School, Dodeok Elementary School, 
    Kwangmyeong Middle School, Gyeonggi Arts High School 
8. Activist and Consultant for Sexual Harassment Victims/Activist for Restorative Circle(2009~2015)
9. Mediator of HIPP/AVP/RC, NVC Mediation Trainer
10. Mediator of arbitration and activity based on restorative justice/Local Coordinator
11. Active Administrator/Director for Gwangmyeong Women’s Call Center(2010~)

<Notes>
Help Increase Peace Program(HIPP)
Alternatives to Violence Project(AVP)
Nonviolent Communication(NVC)
Restorative Circle(RC)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과 문제들도 성과 못지않게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목적은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고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
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 인권의 원칙을 행정체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행정가로서 서울시는 인권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
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현실조건 하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민참여”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인권분
야에서 시민참여와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한 신뢰감 있는 태도는 또다른 시민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92 _ 2016 SEOUL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_ 293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lies with how to embed the matter of joint implementation 

into the public area during the process of systemization. Gwangmyeong is witnessing 

cumulative changes in the viewpoints and interest of citizens through joint projects. A 

story comes to my mind, of a citizen who was born here and spent their whole life here 

without moving. "These gatherings and activities give me the confidence that we are in 

this together and the feeling that human isolation is being eliminated. I can see new things 

in the tow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 comment made me feel proud too. 

It's just the beginning - just the process of discussing what we can do together at a very 

slow pace is the beginning.  

 

1. Process, operation and meanings of changes to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Gwangmyeong  

- Gwangmyeong Human Rights Ordinance: Assuranc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guardians, human rights committee), civil participation (citizen committee member, 

subgroup of human rights guardians), responsibilities of the Mayor (devising and 

implementing human rights policies, impact evaluation, human rights education) 

- Specifying responsibilities of the Mayor while assuring participation and rights of citizens 

- Roles of citizen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making recommendations and 

monitoring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 Description of changes of composition of Gwangmyeong Human Rights Committee and 

reasons for changes 

- Operating subcommittees of Gwangmyeong Human Rights Committee (themes such as 

boosting human rights, human rights policy and human rights education) 

- Human rights committee workshop (boosting competency, impact evaluation,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General Session 4 

Gyeong-ok Park 

Gwangmyeong Human Rights Center, Chief 

 

City meets Human Rights 

No fewer than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ordinance was developed in 2011, with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Gwangmyeong Human Rights Center established 

in 2012. The 3rd genera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was set up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latest composi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cludes 15 members; 7 

citizens, 3 human rights experts, 3 members recommended by civil organizations, 1 

recommended by the city council and 1 ex-official member. I learned through trials and 

errors after I took the office of Vice Chairperson when the committee was first established. 

As time passed, some of us at the committee and the center started to ponder over our 

ideas about human rights. We were invi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presentation materials by 

looking carefully into the ideas and conditions of human rights made me feel thankful as 

it enabled me to remember the time when I worked with the citizens as the Center Chief. 

There was a chance to discuss changes after a year of participation with human rights 

committee members and citizens as the Seoul government requested. I am preparing this 

quick note to add descriptions and my own ideas, as they say words do not suffice to 

delivery what's on their mind.  

 

The sequence in which I'd like to deliver the message is,  

1. Process, operation and meanings of changes to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Gwangmyeong 

2. Difference between ideals and reality! Human right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system to spread awareness about human right. 

3. Joining the efforts at a slow pace: Valuable joint efforts with citizens, projects 

4. Independent efforts by citizens, Foundation of democracy: Changes with citizens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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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training evaluation together with citizens, instructors and evaluators 

following the courses 

- Human rights policy proposal and discussion actively joined by citizens following 

operation of human rights networks in each field 

- Moving human rights course visited by human right protectors 

- Network: Operation of courses and projects actually wanted by citizens 

- Human rights academy - Human rights humane studies: 5th session actively led by 

human rights committee members 

- The space where citizens, human rights and movies unite 

 

 

4. Basis of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democracy 

- Human rights activist course for youth and children / Citizen human rights support course 

- Idea contest: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for children: Training for teachers => Training for 

children => Voluntary human rights activities => Idea contest 

- Participatory projects for citizens: Interest => Participation => Operation => -Assessment 

=> Changes  

- Follow-up impact evaluation to be conducted after monitoring of the library by citizens  

- Joint preparation of declaration of 100 people (2015,2016) 

- Preparing labor rights guidebook for youth and operating human rights train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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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and press releases) 

 

2. Difference between ideals and reality of human rights 

- Pursing to be a people-oriented city of happiness: Gwangmyeong - City of Human -

Rights where Citizens Sympathize  

- City of human rights involves process and implementation, while all matters involve 

human rights values (based on rights and dignity) 

- Proj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policy and boosting human rights are 

all interconnected and are operated as participatory efforts with the citizens (Case 

coverage: pages 24-26) 

- Expanding human rights sensibility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oriented 

administration through human rights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 Establishing a system through education, participation and influences 

 

 

3. Joining the efforts at a slow pace  

- Overview of human rights guardians course / Introduction of entry / advanced levels of 

human rights protector  

- Introducing "Ong-ee,” a human rights gathering (Introduction of how the gathering 

progresses) 

- Introducing "Da-in,” a human rights gathering 

- Designated as a citizen committee member by joining the small gathering and 

monitoring courses after human rights protector course (2017) 



296 _ 2016 SEOUL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_ 297

General Session 4 / 일반 세션 4

일반세션 4 

박경옥 

광명 시민인권센터 센터장 

인권을 도시가 만나다  

 

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년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생긴지 년이다

올해 벌써 년 월 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올해의 인권위원회 구성은 시민 명 인권전

문가 명 시민단체 추천 명 시의회추천 명 당연직 명의 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인권위원

회가 생기면서 부위원장을 맡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조금씩 인권위원회 센터

와 연관된 일부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참여와 협력

으로 초대를 받았다 조금 더 시민권에 대한 생각과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발표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센터장으로서 시민과 하는 경험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감사하고 고마운 과정이었다 서울

시에서 요청을 받고 시민모임분들과 인권위원분과 일년 참여활동 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

를 만들었었다 발표 자료를 다 번역 할 수 없다하여 간단한 자료를 다시 쓰면서 설명과 나름의 생

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순서는 

광명시 조례변화에 대한 과정 및 운영과 의미 

이상과 현실사이 인권 인권의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스템 구축  

느림걸음으로 함께 참여하기 시민과 함께 하는 가치있는 일 사업들 

시민의 자력화 민주주의 초석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의 시민 변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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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ll, it is civil participation that completes the human rights city. Implementing abstract 

ideals in reality is the process of realizing systemization. 

 

Projects for 2017 will be discussed, planned and implemented through experiences and 

trials and errors so far, and will be finalized at policy proposal conferences in November 

or December. Experiences from policies and education discussions this year, the work 

involved sympathy for factors requir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changes in order 

to reflect them in policies. The process involves preparing themes of human rights wanted 

by the citizens, running human rights courses, identifying and monitoring human rights 

factors needed for Gwangmyeong and discussing future directions.  

One of the issues is overload on staff members at the center. That's because the efforts 

require highly delicate work and detailed steps. Also, many aspects require staff members 

to go to and work at the sites of human rights instead of relying on "armchair 

administration.” There are difficulties, but colleagues say that they can feel pride and 

satisfaction.  

Development of human rights requires civil dynamism. In addition, pondering over and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culture are needed. Nothing seems to work just with training 

or amendment of ordinances. I once reached an agreement with a colleague, "I'm 

certainly working hard but I'm not really sure if what I'm doing is valuable." The concern 

whether diverse projects and gatherings under the theme of human rights will be 

embedded into my life appears to be shared by everyone. Like they say, "Many drops 

make a flood." We may have to take one step at a time, at a very slow pace, to establish 

sympathy and create culture. All these efforts are highly burdensome without participation 

from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as well as the work of volunteer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I also expect that only joint efforts will bear some fruits. Experiences from 

this year have been meaningful, and each and every citizen that joins our efforts is 

pre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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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행복도시를 표방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인권도시는 과정과 실천이 포함 모든 일은 인권적 가치와 함께 권리와 존엄기반  

 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증진의 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움

직이고 있다 사례소개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및 인권행정 인식 확대 

 교육 참여 영향을 통한 시스템 구축 

 

 

 

 

느린 걸음으로 함께 참여하기  

 시민교육인권지킴이 과정 안내 인권지킴이 입문 심화과정 소개 

 인권소모임 옹이 소개 모임 진행과정 소개  

 인권소모임 다인 소개 

 인권지킴이 과정 후 소모임 모니터과정을 참여하며 시민위원으로 위촉  

 교육과정 운영후 시민과 강사 평가자가 함께 하는 인권교육평가토론회 

 분야별 인권네트워크 운영 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권정책제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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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권의 문제는 제도화에서 함께하는 실천의 문제를 공공영역에 어떻게 흡수시키느냐의 고

민이다 광명시에서는 조금씩 시민과 하는 사업들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광

명에서 태어나고 이제까지 살았다던 어느 시민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 모임과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 인간적 소외가 해소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마을이 인권의 시각에

서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 시작이며 아주 느리게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과정이 시작이다  

 

광명시 조례변화에 대한 과정 및 운영과 의미  

 광명시민인권조례 인권보장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시민참여 시민위원 인권지킴이 소모

임 시장의 책무 인권정책추진 영향평가 인권교육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 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 

 인권위원화 시민위원의 역할 권고와 모니터를 협력적 시스템으로  

 광명시 인권위원의 구성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과 변화 이유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인권증진 인권정책 인권교육 운영 

 인권위원회 워크숍 역량강화 영향평가 권고 및 보도자료  

 

이상과 현실사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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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해 년도 사업들은 모두 시민 인권단체 센터가 협의하고 

기획하고 진행 한 후 월쯤 정책제안 컨퍼런스를 통해 마무리 하고자 준비되고 있다 올해 정

책과 교육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험한 시간들 인권인식 및 변화가 필요한 요소들이 공감되고 정책

에 반영되는 작업들이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인권의 주제를 준비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한 후에 광명

시에 필요한 인권의 요소들을 찾아 모니터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것이다  

다만 센터 실무자의 피로도가 높다 아주 섬세한 작업과 세세한 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탁상

행정이란 비난을 벗어나 몸으로 움직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동료는 뿌듯함과 자신의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인권이 발전하려면 시민의 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문화에 대한 고민과 시선들이 필요하다 무

조건 교육으로 무조건 조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와의 대

화도중 “ 일은 하는데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다 인권의 

주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업과 모임들이 구체적 실천과정으로 통해 내 삶에 흡수되느냐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다 “가랑비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느리게 천천히 한걸음씩 함

께 인식하고 공감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시민참여와 협력없이는 공무원의 협력없이는 또한 

인권위원의 자발성 없이는 힘든 작업이며 또한 함께 해야 빛을 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해의 

경험은 유의미하며 참여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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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지킴이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네트워크 시민이 원하는 강좌 원하는 사업 운영 

 인권인문학 인권학당 회째 운영 인권위원이 주도적 참여 

 시민 인권 영화가 만나는 공간 

 

 

시민의 자력화 민주주의 초석 

 아동 청소년 인권옹호활동가 과정 시민인권옹호활동가 학습과정 

 아이디어 공모전 인권의식 찾기  

 아동인권교육 시스템 교사교육 아동교육 인권참여활동 아이디어공모전 

 시민참여프로젝트 관심 참여 운영 평가 변화 

 도서관 시민 모니터링 및 사후 영향평가 진행 

 인선언문 시민과 함께 준비하기  

 청소년 노동인권 안내서 및 인권교육 운영 

 

결국 시민의 참여가 인권도시를 이루어낸다 추상적인 이상들을 현실 속에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제도화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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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NFERENCE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Plenary Session Concept Note :
5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Two UN Human Rights Covenants

특별 세션 취지문 :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50주년 기념

This year marked 50 years since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se two Covenants, along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mprise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which firmly recognised that 

everyone shall enjoy their equal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free from 

violence, oppression, discrimination, and poverty. Over 160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atified the two Covenants, which testifies the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norms.

This session is designed to reflect upon the advance in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last 50 years, and the new challenges we face. We will also discus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covenants, 

given that the State's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y to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채

택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양대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권리장전으로서, 누

구나 사람이라면, 폭력, 억압, 차별, 빈곤에서 벗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확립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두 규약을 각

각 비준함으로써, 두 규약에 담긴 인권규범의 보편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규

약 채택 이후 50년, 인권 상황은 어떤 진전을 이루었으며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은 무엇

일까요? 본 세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권 보

장과 증진이라는 국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히 해당된다고 할 때, 

인권규약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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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oo-Young LEE is Advisor to the Human Rights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in charge of research division. 
The area of her interests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issues regarding non-
discrimination and equality.Her publications include‘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and 
Cultural Rights and Its Nation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6) Vol.61, Issue 2,A Human Rights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Access to Medicines (Ashgate, 2015),‘Study on Hate Speech from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with Focus on Incitement to Hatred’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5) 
Vol. 60 Issue 3, ‘Implement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authored with P Hunt et al.), in N Rodley et al. 
(eds.)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013), ‘The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relation to Access to Medicines’, (co-authored with P Hunt),The Journal of Law, Medicines and Ethics, Vol. 40(2) 
(2012): 220-233.She received her Ph.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the University of Essex, MA in Human Rights at the 
University of Sussex in the UK, and BA in Social Polic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Catherine Hee-Jin Kim has long worked as the Director f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From 2012 ~ 2013 she was the Asia 
Consultant for International Mobilisation Programme at the  Headquarters of Amnesty International. She is currently the member 
of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Discussion / 토론

Joo-Young Lee / 이주영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Expert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으로 인권연구부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국제인권법,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권

이다. 최근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2016),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

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5)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단행본 『A Human Rights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Access to Medicines』를 Ashgate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폴 헌트와 공동집필한 논문으로, ‘Implement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013),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relation to Access to Medicines”, 『The Journal of Law, Medicines and Ethics』 

(2012)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고, 영국 서섹스대학에서 인권 석사학위를, 영국 에섹스대학에서 국제인권법으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희진은 오랜기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2012~2013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아시아담당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 전문가이며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iscussion / 토론

Catherine Hee-Jin Kim / 김희진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Director

Plenary Session / 특별 세션

Moderator / 좌장

Hei-Soo Shin / 신혜수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ember /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Shin Sei-soo is the member of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She was the director of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Vice Chair of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he is currrently the director of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focusing to spread International norms domestically. 

신혜수는 현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

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이, 국제인권의 국내 전파에 힘쓰고 있다. 

Discussion / 토론

Seung-Chang Ha / 하승창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Vice-Mayor of Politacal Affairs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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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50 Years from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Legacy and perspective 

5-6 December 2016, Seoul, Republic of Korea 

 

Fabián Salvioli1 

 

I.- Introduction 

On December 16, 1966,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lacing the rights established in the first par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within a conventional framework. The instrument 
creates a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took up functions in 1977 – the year after the 
Covenant was effective.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is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contemplated, fundamentally through a periodic review of reports presented by 
the States parties.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ceives individual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who allege that they are victim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ntemplated in the Covenant.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ifty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 
balance must be struck between the achievements reach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challenges present to the future work of the Committee on 
Human Rights. 

 

II.- Achievements 

01.- Ratification level of the Pac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s been ratified by 168 States on all the continents, a very high adherence rate that 
confirms the universal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s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1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Institute, part of the School of Legal and 
Social Sciences,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Argentina; President (2015-2016)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The opinions contained in this article are personal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institutions with which the author is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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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Fabián Omar Salvioli / 파비안 오마 살비올리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hairperson / 

UN 자유권위원회(ICCPR), 위원장

Doctor in Juridical Sciences (Ph. D., “cum laude”), Lawyer, Master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 of International 
Public Law;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Human Rights; Director of the Master Program on of Human Rights; La Plata National 
University (Argentina). 

Member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Strasbourg); Member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 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Costa Rica)

Guest Professor, since 1993, including courses and seminars in post graduate and masters programs and conferences in various 
academic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cross the Americas, Europe and African countries; 

Books and articl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international law, published in various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Europe.

Memb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2009-2016) Chairperson (2015-2016) 

법학 박사 (Ph.D., "cum laude"), 변호사, 국제 관계 석사; 국제 공법 교수; 인권 연구소 소장; 인권에 관한 석사 프로그램 책임자; 라플

라타 국립대학교(La Plata National University,아르헨티나)

국제 인권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총회 회원(스트라스부르); 미(美) 대륙 인권 연구소(Inter 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총회 회원(코스타리카)

1993년부터 객원교수로 대학원 및 석사 과정의 과정 및 세미나 강의

미주,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의 여러 학술 단체 및 기관 컨퍼런스 참석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인권, 교육 및 국제법 분야의 도서 및 기사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 (2009-2016) 위원장(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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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an enormously rich body of jurisprudence that 
has evolved over time. 

 b) Jurisprudence has advanced in matters of non-discrimination, forced 
disappearance, due process, freedom of thought, freedom of speech, protec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limitations on corporal punishment and 
minority rights, among others. 

 c) The Committee has especially marked substantial progress in matters regarding 
reparations, and has incorporated criteria for “full reparation”. During the 118th session 
held in October 2016, the Committee adopted a working document that establishes criteria 
used to determine reparations in individual cases. 

 d) The Committee has also made important progress with its procedures. More 
specifically, although not expressly included in the text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has established through its Rules the power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which are enormously important to safeguard the individual’s life or physical safety while a 
case is under review by the Committee. These measures have been equally satisfactory, as 
they are normally respected by the States. 

 e) The Committee likewise has a procedure for following-up on its decisions, 
allowing it to monitor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reparations determined in 
individual cases where the State is found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04.- General comments as a guide for the States and for work of the Committee: 

 Since 1981 the Committee has used the jurisprudence produced by it to interpret the 
scope of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hrough general comments, in order to better guide 
the States so that they can adequately meet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Each general comment compiles the discussions of the committee regarding the specific 
matter discussed, and attempt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standards of the Covenant or the 
Protocols with a more contemporary perspective. 

 One or two rapporteurs selected by the Committee present drafts, and the general 
comments are adopted by consensus after they have been approved on the second reading. 
The Stat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ively intervene with comments on the 
draft at the conclusion of the first lecture. 

a) Over the years, and especially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eneral 
comments approv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ve become broader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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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onsolidation of the examination procedure with periodic reports: The Committee has 
made great advances in the report examination procedure, seen through: 

 a)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National and international NGOs participate 
throughout the process, presenting information that is useful in preparing the “list of issues” 
and for the public dialogue with the States. They als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used to 
monitor compliance with the concluding observations in the follow un proces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a formal space for participating in the session, and normally also 
hold informal meetings prior to the hearings. 

b) Examination of States that do not present reports: The Committee evaluates the 
States that do not present reports. This mechanism has evolved since its adoption so that 
today these States undergo a public examination.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to move 
forward with this type of examination has caused various States to present their late reports, 
so that today they are up to date. 

c) The use of sources of information from other universal and regional bodies: The 
Committee’s work is also informed by information produced by other treaty-based and 
Charter-based human rights bodies that func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examining 
countries or situations. In addition and when applicable, the Committee has reports, 
opinions and judgments of regional bodies and Courts. In this way, the entire system of 
human rights is cohesive and coherent. 

d) The quality of the examinations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untry 
examinations reflect a very serious procedure in all phases, with proposals, questions and 
high quality debates that result in concluding observations. These then constitute a guide 
for the State to develop public policy based on respect and guarantees for human rights. 

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proced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follow-
up procedure, the Committee is able to monitor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dentified, by asking the State to report on its progress in implementation 
one year after approval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 Creation of an optional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When it is not reviewing 
an initial report, the Committee offers States the possibility of opting for a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which begins directly with the Committee’s preparation of a list of 
issues of concern, to which the State responds before the oral dialogue. 

 

03.- Human Rights Committee individual cas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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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Rights as a modern, living instrument, reading its provisions in light of the 
social and legal advances of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The pro-hominem (“pro-
person”) perspective and its elements are essential tools in the interpretation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and its Optional Protocols. 

Following are some of the challenges confronting the Committee on Human Rights: 

 a) To apply a gender perspective (incorporat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LGBT population) whenever pertinent, to recogniz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recognize cultural diversity (in matters related to indigenous people 
or peoples). 

 b) To us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as two guiding criteria when 
considering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s complex phenomena that deserve an 
effective and integral response, including their relationship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 To continue harmonizing the Committee’s legal interpretation with other treat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treaties, when appropriate. Cross-fertilization is very 
useful in this effort, although when there are different interpretations, one should always 
opt for that which gives a greater protection to the right in question, or the strictest 
conditions to be met by the State regarding legality, legitimac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when there is an attempt to restrict or suspend the exercise of a right. 

 d) To explore greater development of its substantive jurisprudence, especially in 
matters of non-discrimination (including questions of multiple discriminati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judicial rights (including to not under any circumstances allow civilians to be 
tried by military courts); to examine modern forms of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as 
complex human rights violations; to extend the scope of th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to apply all dispositions of Article 2, in particular 
paragraph 2 regarding a state’s general obligation to conform its domestic laws to the rights 
under the Covenant) together with other provisions. 

 e) To maximize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through the use of the principle 
“The court knows the law (iura novit curia)”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applying 
the law to demonstrated facts, to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protected regardless of the 
legal allegations made by the parties. 

 f) To improve its policy for establishing reparations as part of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in particular, the Committee should more clearly specify the 
measures of satisfaction that will be granted by the State, when these are applicable. With 
respect to guarantees of non-repetition as reparation measures, it is essential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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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and detailed to better satisfy their purpose of serving as a guide for the 
States. 

b)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general comments leaves ample room for 
participation by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as well as States Parties 

c) General comments also serve as a useful base for dialogue with the Stat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porting procedure, for the drafting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for develop the legal reasoning used in the adoption of views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05.- Committee procedure regarding the problem of reprisals: 

Over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rious problem of 
intimidation or reprisals against civil society and others who would cooperate with the 
treaty bodies. Consequently, the 27th Meeting of the Chairpersons of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June 2015 adopted the “San Jose Guidelines against Intimidation or Reprisals”, 
which was approved in July 2016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instrument 
identifies a series of measures that may be used by the Committee to respond to situations 
of intimidation or reprisals, which include appointing a rapporteur for reprisals within the 
Committee and establishing a series of internal procedure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oordinating a response with UN and regional human rights bodies if necessary. 

06.- Legitimacy of the Committee:  

After forty years of work the Human Rights Committe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for the work accomplished by it and the 
legal quality of its decisions. The Committee enjoys great credibility with both the States as 
well as in specialist academic circles. 

The Committee is likewise a source of legal inspiration for other treaty-based and Charter-
based bodies of the U.N. system, as well as for regional bodies, including human rights 
courts that function within the Council of Europe,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nd 
the African Un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s recognized the high valu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s interpret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II.- Challenges and perspectives  

The 21st Century presents serious challenges for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 
confront these challenges, the Committee must consi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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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앙 살비올리 (Fabián Salvioli1) 
 
 
 

I.- 서론 
 

UN 총회는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앞쪽에 

나열되어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구체화하여, 1966 년 12 월 16 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채택했다. 

규약의 각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규약 이행 상황 보고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CCPR 이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77 년,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ICCPR 제 1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인권위원회가 규약의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청원을 접수하고 심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ICCPR 을 채택한 지 50 년이 지난 현재, ICCPR 채택 이후 이루어 낸 성과와 

자유권위원회의 앞으로의 도전 과제를 균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II.- 성과 
 

01.- 규약 비준현황: 전 대륙의 168 개 국가가 ICCPR 을 비준하였으며, 많은 수의 국가가 

규약 당사국이라는 점은 규약에 규정된 권리가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국제법교수, 아르헨티나 라 쁠라따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 Plata) 법학 및 사회과학부 인권연구소 소장,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장 (2015-2016).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관점으로 서술되었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입장은 아님.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후 50 년: 성과와 전망 
 

2016 년 12 월 5-6 일,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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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indicate the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in detail so that the States have no 
questions on the actions that they should undertake to adequately implement the decisions. 

 g) To establish the possibility of calling formal hearings, private or public – with the 
flexibility to select the form in each case – in order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measures 
adopted by the States to comply with the decisions issued in individual cases. 

 h) To deepen working relationship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States Parties so that working within their mandates they can follow up o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pproved by the Committee in its examination of the State’s initial or periodic 
reports. 

 i) To develop mechanisms to issue public statements or press communiqués 
regarding exceptional situations that could occur in a State that involve a clear setback in 
the enjoyme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especially those that are not susceptible to 
restriction or derogation under the terms of Article 4 of the Covenant. 

 

IV.- Final considerations 

 Although the Human Rights Committee faces many challeng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ll depend on the willingness of 
the States to assume their obligations, comply with concluding observations and decisions 
in individual cases, and establish internal implementation mechanisms; as well as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provide the funds necessary to the 
Committee to effectively perform its work. 

 If States use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decisions as a road map 
to develop public polici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men and women under their 
jurisdiction will be given a better quality of life. 

 Peace is inseparable from human rights. This is set forth in the preambles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 the past fifty years, and today it is truer than ever.  

Respect and enforcement of the human rights set in international treaties represent the only 
true basis for building a lasting peace that will benef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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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제도: 
 

a) 자유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쌓인 방대한 양의 다양한 결정례를 보유하고 있다. 
 

b) 자유권위원회 결정례의 주 내용은 차별금지, 강제 실종, 표현의 자유, 공정한 

법적 절차, 양심의 자유, 고문금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보호, 사형 폐지, 

소수민족의 권리 등이다. 

c) 자유권위원회는 완전한 손해배상(reparation)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배상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2016 년 10 월 개최된 118 차 회기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사례별 배상 책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d) 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중대한 발전을 이뤘다. 비록 선택의정서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자체 

규정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모든 규약 당사국이 해당 임시조치를 준수하기 때문에 

조치의 결과는 성공적이다. 

e) 자유권위원회는 의견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자유권규약을 위반하여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된 당사국이 개별 사례에 따라 

책정된 배상 이행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04.- 규약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의 가이드가 되는 일반논평: 
 

1981 년부터,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규약상 규정의 실체적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인권 관련 국제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위원회는 구체적인 각 쟁점에 대한 일반논평을 엮으며, 현재적 

관점으로 규약이나 의정서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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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기적 보고서 검토 과정 강화: 자유권위원회는 보고서 검토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큰 진전을 이뤄냈다. 
 

a) 시민사회의 참여: 국내외 NGO 단체가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정보 

전달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최종견해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며, 보통 공식 회의 전에 비공식 모임을 갖곤 한다. 

b)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심의: 자유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보고서 심사 절차는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들도 공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그 

동안 많은 당사국이 밀려있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c) 다른 보편적 기구 및 지역 기구의 자료 활용: 자유권위원회는 특정 국가 또는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의 조약기구 및 헌장에 기반한 기구가 생산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지역 기구나 법원의 보고서, 의견, 판결을 참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 시스템 전체의 응집력(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을 유지한다. 

d) 높은 수준의 보고서 검토와 최종견해: 규약 당사국 보고서 심의 과정은 문제제기, 

질문, 높은 수준의 토론,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생산되는 최종견해는 국가가 인권존중과 인권보장에 기반해 공공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e) 후속조치 과정 수립: 후속조치 과정을 발전시켜, 이제 자유권위원회는 최종 견해 

채택 1 년 후 규약 당사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으로써, 최종견해에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 간소화된 선택적 절차 마련: 최초보고서를 심사하지 않는 경우,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에 위원회의 질의와 당사국의 답변으로 이뤄진 쟁점목록 작성으로부터 

시작해 바로 구두 심의로 넘어가는 간소화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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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소속 인권재판소를 포함한 지역 기구에 법적인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유권위원회가 자유권규약에 대해 내놓는 

해석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III.- 도전과제와 전망 
 

자유권위원회가 맞서야 할 수 많은 21 세기 도전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확실히 완수하기 위해 위원회는 국제법 및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법률적 

발전에 비추어 자유권규약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자유권규약을 현대적인 살아있는 

문서로 이해해야 한다. ‘사람 우선적 관점’과 이러한 관점의 요소들이 자유권규약과 

선택의정서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은 자유권위원회의 도전과제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a) 성인지적 관점 (여성 및 성소수자 (LGBTI) 인권),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의 관점, 선주민 관련 문제에 있어 문화 다양성 원주민 관련 문제의 관점을 인식하고 

적용한다. 

b)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주요기준으로 삼고 

인권침해 상황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의 관계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필요한 복합 현상으로 간주한다. 

c) 자유권위원회의 법적 해석이 유엔의 인권조약기구 및 지역 기구와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를 위한 상호교류는 무척 효과적이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권리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는 쪽을,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유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충족해야 하는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 등과 관련한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을 택한다. 

d) 특히, 차별금지 (복합차별 관련 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적 보장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재판소의 민간인 재판 금지) 등과 관련해 자유권위원회의 법리적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과  같은  복합적 인권침해를 

Plenary Session / 특별 세션

위원회는 1 명 또는 2 명의 보고관(rapporteur)을 선임하여 일반논평을  발표하도록 

한다. 규약 당사국들은 일반논평 제 1 독회 이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제 2 독회 이후 

협의를 거쳐 일반논평을 채택하게 된다. 

a) 특히 20 세기 말 이후, 시간이 갈수록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의 범위는 

넓어지고 내용은 상세해졌기 때문에 규약 당사국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b) 일반논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는 규약 당사국을 포함한 다른 

대변자(interlocutor)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c) 또한 일반논평은 자유권위원회가 보고서 절차 관련 당사국과의 대화 진행에, 

최종견해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또한 선택의정서 하에서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에 필요한 법적 논리를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된다. 
 
 

05.- 보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권 위원회의 절차: 
 

지난 최근 몇 년간, 인권 조약 기구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협박 또는 보복을 당하는 

문제가 심각해 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5 년 6 월 개최된 제 17 차 인권 조약 기구 

위원장단 회의에서 ‘협박 및 보복에 대한 산호세 가이드라인 (San José’s Guidelines Against 

Intimidation or Reprisals)’을 채택하였으며, 2016 년 6 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이로써, 보고관 선임, 내부 절차 수립, 필요 시 보편적 기구 및 지역 기구와의 협력 등 협박 

또는 보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가 마련 되었다. 

06.- 자유권위원회의 정당성: 
 

지난 40 년 간을 꾸준히 일해 온 결과, 자유권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법 해석에 따른 결정 

및 업무 이행으로 위신 있고 선망 받는 국제기구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과 

학계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유엔 산하 조약 기구 및 헌장에 기반한 기구 그리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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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의지,  그리고 자유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UN 총회의 행동에 달려 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사항을 지침으로 활용한다면, 규약 당사국은 관할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는 50 년 전 채택된 국제 규약들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유효한 사실이다. 

국제조약에 명시된 인권존중과 인권보장은 국제사회에 이로운 영구적 평화를 구축할 

유일하며 참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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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모든 사람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유권규약 

제 2 조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 (특히 국내법을 규약상의 권리에 일치시키도록 할 일반 

의무)을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e) 개인통보 검토 시 법은 법원이 안다(iura novit curia)라는 원칙을 지켜, 확립된 

사실에 대해 법을 적용하면서, 당사자들의 법적 주장과는 별개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규약 적용을 강화한다. 

f) 개인통보 절차 중 배상 책정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규약 당사국이 취해야 할 배상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발방지 

보장과 같은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결정을 적절히 이행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g) 개별 통보에 대한 견해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규약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후속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각 개별 사건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여 공개 혹은 비공개의 공식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한다. 

h) 규약 당사국의 국가인권기구와의 실무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초기 

보고서 및 정기 보고서 심사 후 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가인권기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i) 시민·정치적 권리, 특히 자유권규약 제 4 조에 의해 제한이나 일탈이 정당화될 수 

없는 권리 향유에 있어 명백한 퇴보가 일어나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위원회가 공식성명 

또는 언론 보도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IV.- 결론 
 

비록 자유권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도전과제는 많지만, 자유권규약의 효과성은 결국 

규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최종견해 및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개발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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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Rights Committee

• Reporting to the Committee
– Art. 40 ICCPR, for all States Parties (168 ratifications)

• Complaints procedure 
– First Optional Protocol (115 ratifications)

• General Comments 
– 35 adopted, discussing GC 36 (right to life)

Reporting process: achievements
• a)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 b) Examination of States that do not present reports

• c) The use of sources of information from other bodies

• d) The quality of the examinations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 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procedure

• f) Creation of an optional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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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Years from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Legacy and perspective

Fabián Salvioli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5-6 December 2016 

Seoul,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 The Covenant (ICCPR)

•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ndividual complaints)

•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abolition of death penalty)

• The Human Rights Committee (monitoring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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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the future

• a) To apply particular approaches
– Gender perspective, principle of reasonable accommodation; recognize 

cultural diversity, etc. 

• b) To us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as two guiding criteria

• c) Cross-fertilization 

• d) To explore greater development of its substantive jurisprudence

• e) To maximize the application of the “iura novit curiae” principle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the future

• f) To improve its policy for establishing reparations as part of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 g) To establish the possibility of calling formal hearings for
follow-up procedure

• h) To deepen working relationship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i) To develop mechanisms to issue the public statements or 
press communiqués regarding exceptiona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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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cases procedure: achievements

• a) Rich body of jurisprudence 

non-discrimination, forced disappearance, due process, freedom of
thought, freedom of speech, protec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limitations on corporal
punishment, minority rights, etc.

• b) Substantial progress in reparations

Restitution, rehabilitation, measures of satisfaction, non-repetition, 
compensation

• c) The follow up of views

General comments: achievements

• The quality of the General Comments: guide for States.

• Ample room for participation by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States Parties

• The utility of the general comments for the work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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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Goa, India.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rom 2008 to 2010 served as vice-chair of the 
Committee and from 2012 to 2014, as rapporteur. She was one of the co-rapporteurs for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s nº 
19, 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nº 23,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Presently, she is a senior social policy adviser in the Ministry of Solidarity,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of Portug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Board of PWESCR (Programme for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UNRISD Advisory Group for the project on Linking Soci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of the Board of the Portuguese 
UNICEF Committee; and of the Portuguese Nation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Faculty member of the Nottingham University Human Rights Law Centre Summer School (2008); of the UNDP Global Human 
Rights Community of Practice Meeting (2009); of the Leadership Institute in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1 
to 2015). Invited expert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5). 

She has conducted training on treaty body reporting, on behalf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articipated in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ocial security, and social development; 
and contributed to international publications. 

presentation / 발표

Maria-Virginia Bras Gomes / 마리아버지니아 고메스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ember / 

UN 사회권위원회(CESCR), 위원

인도 고아(Goa) 출생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회원, 위원회에서 2008년부

터 2010년까지 부의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고관 역임; 사회 보장 권리에 대한 위원회 일반 논평 19번과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에 대한위원회 일반 논평 23번에 대한 공동보고관으로서 근무 

현 포르투갈 연대, 고용 및 사회 보장국의 고위 사회 정책 고문

여성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 프로그램(PWESCR, Programme for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위원회 회원; 

사회 보장 및 인권 연계 프로젝트(Linking Soci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를 위한 UNRISD 자문 그룹 회원; 포르투갈 유니세프

위원회 이사회 회원; 포르투갈 인권위원회 회원

노팅엄 대학 인권법 센터 여름 학교(Nottingham University Human Rights Law Centre Summer School) 교수 (2008); UNDP 세계 인

권 운동 실무 회의(UNDP Global Human Rights Community of Practice Meeting) (2009);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리더십 협회 (Leadership Institute in Wom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1-2015); 호주 국립 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초빙 전문가(2015)

인권 고등 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대표해 조약기구보고에 대한 교육 시행; 경제, 사회 및 문

화적 권리, 사회 보장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 국제 출판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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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marks

• Human Rights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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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omen and persons belonging to vulnerable groups. There is also a lack of recognition 
of systemic discrimination based on deeply rooted societal prejudices that require a huge 
change in mindsets.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recognize such discrimination because 
it amounts to the failure of the measures they have taken to try to combat discrimination 
without really addressing its root causes. 
  Public policies to fulfill women’s rights may have eliminated formal discrimination but 
there is much to be done in adopting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de facto 
discrimination. A good example is the right to work and rights at work, where progress 
on the three key interrelated indicators for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labor rights 
— the “glass ceiling”, the “gender pay gap” and the “sticky floor” — remains far from 
satisfactory. 
 
1.2. Relevance of core obligations and obligations of progressive realization to the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of all human rights 

Core obligations, as the qualifier indicates, are fundamental.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e satisfaction of, at the very least, minimum essential levels of each of the 
Covenant rights.  In order for a State to be able to attribute its failure to meet at least its 
core obligations to a lack of available resources it must demonstrate that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use all resources at its disposal in an effort to satisfy, as a matter of priority, 
those minimum obligations. This is understandable because without such obligations the 
Covenant would be deprived of all meaningful content. 

The strengthening of the concept of core obligations has been, perhap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the 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made, right from its definition in its General Comment 3, in 1990, o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A national plan of action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a specific 
right is a procedural core obligation of the utmost importance because it requires that the 
human rights principles of participation of rights holders and accountability of duty 
bearers be interwoven with the material content of the right. 

States must take deliberate, concrete and targeted steps within a reasonably short time 
after the Covenant’s entry into force, to progressively realize the rights using domestic 
resource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Not all obligations are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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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0 Years of ICESCR: its Legacy and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the Covenant for the 

everyday lives of everyday people 

 

 

1. Human rights somewhere in between aspirations and the reality: 4 important elements to deal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that pose on-going challenges  

It is fair to recognize that in the 50 years that have gone by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both the major human rights Covenants in 1976, they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as guiding documents for public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everyone living under the State’s jurisdiction. One of the 
greatest strengths of the Covenants is what they mean to all rights holders (and not only to 
citize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the obligations they entail for duty bearers, in 
particular governments. It is not that everyone should be protected equally but that no one 
should be left without protection.  
 

1.1.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Seldom have Governments taken the option to enact a framework law against 
discrimination that would provide the overarching legal architecture for a coherent non-
discrimination environment and integrated policies to combat the root causes of 
discrimination.   

Though there has been considerable progress in repealing direct discrimination in laws 
and policies, there are still plenty of examples of indirect discrimination embodied in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eutral in their formulation but discriminatory in the result. The 
most important gaps lie in the lack of recognition by States of multiple or intersectional 
or compounded discrimination and the particularly negative and long lasting effects i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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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paration. In this context, the Optional Protocol (OP) to the Covenant is a decisive 
element. It carries the recognition, once and for all, of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e have come a long way from the notion that they were mere 
constitutional aspirations only subject to progressive realization. The OP enables victims 
who have exhausted domestic remedies to claim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yond individual communications, the OP also empowers the 
Committee to receive Inter-state complaints, to undertake inquiries into grave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Covenant, and to request States parties to take interim 
measures to avoid possible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or victims of alleged 
violations.  The Committee also has the possibility to mediate friendly settlements 
between the complainant(s) and the State.  

 
2. Shared obligations of central public policy depart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  

Coherent and effective cross-cutting and sectorial public polic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
s are difficult to formulate and implement due to a number of reasons. Some of the mains co
nstraints are of:  

 
 an institutional nature, in so far as public departments do not coordinate sectorial policies 

effectively  
 a financial nature, because the public budget is often decided on a sectorial basis and sectorial 

policies do not always coincide in terms of target groups and proposed protection measures 
 a cultural nature, because inclusion strategies are considered to be social policies and 

therefore, under the purview of the “social” Ministries  
 an operational nature, because policies are influenced by a wide range of conflicting priorities 

and governments are faced with the need to find an appropriate but always difficult balance.  
 

Efforts to rethink and reorganize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far from being successful 
and States are still grappling with the need to balance 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concerns with the fulfillment of their overall function of ensuring an acceptable level of 
protection to all their citizens, especially to the most vulnerable. The on-going debate on the 
Welfare State, the Welfare Society and the Welfare Mix that has decentral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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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sources or are to be achieved in the long term. For example, States parties to both the 
Covenants have an immediate obligation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Covenant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This obligation frequently 
requires the immediat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legislation an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significant resource allocations. The obligation to fulfill rights, on 
the other hand, often requires positive budgetary measures and criteria need to be 
developed to assess whether such measures are adequate and reasonable.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to the front 2 particular challenges for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from a human rights point of view. The first is that as 
a result of economic and fiscal constraints, many States have put in place fragmented 
programs and measures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without the indispensable human 
rights approach nor in-built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other words, 
charity-based and social assistance measures without any guarantee of sustainability are 
replacing rights-based social security benefits that should be accessible, available and of 
an adequate amount. The second is that the progressive realis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ems to have come to some kind of a standstill across the board. 
Sometimes it has amounted to retrogression.  
 
1.3. The duty of States to protect against non-State actors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States are required to set the enabling normative 
framework and to regulate, bearing in mind their obligation to guarantee fulfill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This means that laws, policies 
and regulations must ensure that non-Government actors act in conformity. Furthermore, 
given the advance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groups 
and peoples are increasingly affected by, and dependent on, the extraterritorial acts and 
omissions of States. Could the co-relation of power between States and the private sector 
that is presently rather unbalanced, be reversed by a new binding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light of an evolving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t all levels? 
 
1.4. Human rights are about individuals and lived injustices 

Individuals who have suffered injustices and violation of their rights require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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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마리아-버지니아 고메스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사회권규약”):  

채택 후 50 년, 그 발자취와 도전과제 

 

사회권규약—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을 위한 국제 인권 규약 

 

1. 인권, 희망과 현실의 사이에서: 국가적·국제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4 대 요소   

 

주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 1976 년 발효된 후 지금까지 약 50 년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두 규약은 국가의 사법관할권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ㆍ증진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지침를 제공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두 규약의 최대 강점은 각국의 시민뿐 아니라 

모든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정부 등 의무이행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정의한다는 

점이다. 두 규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1. 차별금지 및 평등 

 

각국 정부는 일관성 있는 차별 금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법적 체계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종합 정책을 제시하는 차별금지 기본법의 실행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노력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간접적인 차별 사례가 허다하다.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이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법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합 

차별, 교차 차별, 중첩 차별 등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낮으며, 이는 취약계층 및 여성에 특히 장기간 

부정적 여파를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에 기반한 제도적 차별도 존재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한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인정하는 경우, 

근본 원인의 해결 없이 표면적인 정책 수행을 통해 차별금지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셈이므로 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의 도입이 공식적인 남녀 차별을 철폐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성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할 권리와 노동자 기본권의 

경우, 노동권과 관련하여 상호 연관된 3대 젠더평등 지표인 “유리 천장 (glass ceiling)”, “남녀 임금 격차 

(gender pay gap),” “밑바닥 일자리 효과 (sticky floor)” 관련 개선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1.2. 국가의 핵심 의무 및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 모든 인권의 보편성 및 불가분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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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as its main features permeates the entire discussion on the nature and content 
of public protection systems due to the growing difficulties of the more disadvantaged in 
accessing goods and services. How can the role of local administration in ensuring the 
accessibility, availability, adequacy and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be enhanced in the face of increased demands and dwindling resources?   
 

The Covenant now begins its next 50 years… 

  Against the persistent and wide ranging challenges derived from territorial and ethnic strife, 
conflicts, insecurity, scarcity of resources, poverty, and the many on-going crises – food, 
economic, financial, global warming -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reaffirm the 
intrinsic dignity and inalienable worth of every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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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권은 개인과 현존하는 부정의에 대한 것  

 

부정의나 권리의 침해를 겪은 개인은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가 매우 중요하다. 이 의정서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문서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그저 점진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열망일 뿐이라는 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선택의정서는 자국의 구제책을 모두 소진한 권리 침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국제적 차원에서 청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통보 외에도, 선택의정서는 국가 간 

통보를 접수할 수 있고, 심각하고 체계적인 사회권규약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회복 불능의 손해를 방지하는 임시 조치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회권위원회에 부여한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통보의 신청인과 국가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도 있다.  

 

2.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공동의 의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공통의 분야별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은 여건 상 

어려우며 주요 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제약: 공공 기관이 분야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상호 조율하지 않음    

 재정적 제약: 공공 예산이 분야별로 별도 책정되고, 분야별 정책은 그 대상과 인권 보호 방안에 

있어 타 분야 정책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문화적 제약: 사회 통합 전략이 사회 정책으로 간주되어 “사회” 관련 부처의 권한 하에 있음  

 운영적 제약: 국가 정책이 상충하는 다양한 우선순위의 영향을 받고, 이 우선순위 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임   

 

정부의 역할을 재고하고 개편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당사국들은 

여전히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 적절한 수준의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 및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국가, 복지 

사회 및 복지 혼합 등에 대한 담론은, 극빈층의 재화 및 용역 이용의 어려움 증대로 인해 공공 보장 

체계의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한 논의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은 축소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인권 실현을 위한 재화/용역의 접근성, 가용성, 적절성, 그리고 그 수준의 보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사회권규약, 앞으로의 50 년을 향해…  

 

영토 갈등, 민족 갈등, 분쟁, 불안정, 한정된 자원, 빈곤 및 기타 현재 진행 중인 식량 위기,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지구 온난화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만성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맞서 사회권규약에서 제시한 

권리들은 모든 사람의 본질적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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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핵심 의무는 수식어 “핵심”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 국가는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각 인권의 최소 필수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의무가 있다. 

국가에서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최소한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무의 우선적 이행을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가가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회권규약의 주요 목적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핵심 의무 강화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핵심 의무의 정의를 

1990년 일반 논평 3에 제시하였다. 특정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실행계획의 구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차적 핵심 의무이다. 권리보유자의 참여와 의무부담자의 책임에 대한 인권 원칙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과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권규약의 발효 이후 적절한 시일 내에 자국의 가용 자원을 동원하거나 국제 협력 및 지원 

등을 통해 사회권규약 상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와 대상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권리 실현 의무는 항상 자원의 투입을 요하거나 장기간 동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가입 즉시 “규약에 설명된 권리가 어떠한 

차별 없이 이행될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적절한 법안을 즉각적으로 채택, 

실행할 것이 요구되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원의 투입은 필요치 않다. 그에 반해 권리 실현 의무의 경우 

관련 조치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실한 예산 조치와 기준을 필요로 한다.  

한편,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는 인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과 관련해 특별히 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낳았다. 첫번째 문제는 경제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각국이 극빈층 보호를 위해 실시한 여러 사업과 

조치들을분절적, 산발적으로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나 내재적 평가/책임 

메커니즘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즉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양적으로도 적절히 

제공 받아야 할 인권 기반의 사회 보장 혜택 대신, 지속성이 떨어지는 자선적 사회적 부조 방안이 

실시되었다. 두번째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1.3.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차별 없는 실현 보장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규범적 기틀을 

마련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다. 즉, 국가는 법, 정책, 규제 등을 통해 

비국가 행위자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역외 

행위 및 국가의 의무 불이행은 개인, 집단, 민족의 인권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와 사적 

부문의 권력 관계가 다소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국제적 연대에 대해 새롭운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채택하여 이 권력의 균형을 되돌리는 것이 

어떠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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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irect – without objective justification

• Indirect – result of apparently neutral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 Multiple/ Intersectional /Compounded - cumulative
nature that impacts negatively on the enjoyment of
Covenant rights by women and vulnerable groups

• Systemic/ Culturally ingrained discrimination –
minority groups and indigenous communities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Core Obligations

 Satisfaction of, at the very least, minimum essential 
levels of each of the rights

 Without the fulfilment of core obligations, the 
Covenant would have very little effect

 Legislative measures (e.g. adoption of a nation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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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Years of the ICESCR: 
legacy and challenges

Virginia Bras Gomes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5-6 December 2016

ICESCR and ICCPR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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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obligation of States to protect

 State obligations vis a vis non-state 
actors
• laws,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the private sector
• extra-territoriality

Obstacles to coherent 
and effective policies

• Institutional (lack of policy coordination)  

• Financial (sectorial budgets and policies)

• Cultural (inclusion policies for “social” 

Ministries)

• Operational (conflicting priorities that

require appropriat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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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essive Realisation  
Maximum Available Resources (art. 2.1 of ICESCR)

• States must take deliberate, concrete and targeted 
measures

• Not all obligations are tied to resources or are to be 
achieved in the long term

• Fulfilment of rights requires budgetary resources

• States must define criteria to enable the assessment of 
whether efforts undertaken are adequate and reasonabl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 Challenges to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 Fragmented programs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without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
• Progressive realization at a stand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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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발표

Hyo-Je Cho / 조효제
SungKongHoe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Sciences Professor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Hyo-Je Cho is the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Social Sience at SungKongHoe University. Formerly he participated as the 
member of the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Preparation Group of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olicy advisor to Ministry of Justice and Amnesty International. He has wrote many books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저서와 편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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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lfare State

Welfare Society

Welfare Mix 
decentralisation                                                
privatisation
co-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co-responsibility of public and private providers

Fi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articularly 
for the disavantaged and marginalized

Welfare Paradigm

The Covenant now begins its next 50 years

• Human rights somewhere in between   aspirations 
and the reality

•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that pose on-
going challenges 

• Human rights can empowe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challenge is to connect the
powerless with the empowering potential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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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olitical accountability. In case of narrowly defined human rights,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mechanism such as an ombudsman-style institution has been installed in several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at the municipal district level, across the country. Usually as part of the audit office the human 
rights ombudsman unit acts as a port of call for the citizen with complaints pertaining to the human rights-
related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In case of broadly defined human right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steer human rights to mainstream 
across the entire range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Enacting the local ordinance of human rights across 
the country has proved to be an effective, albeit limited, means for this. Several criteria have also been 
proposed to conduct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human rights principle, among which are 
the PANTHER Principle—participation,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transparency, human dignity, 
empowerment, and rule of law. Training local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along the line of human rights 
holds up the prospect of bringing the rights-based approach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as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olving civil society in the mainstreaming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has been materialized in a few issue areas. For example, the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is 
now in place at various local education boards, which was mad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III. Problems and Challenges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two conceptual dimensions of the local government: de-concentr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an ideal situatio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aspire to be a de-concentrated as well 
as de-centralized entity, both in theory and practice. Korea’s reality, however, presents a stark dilemma, 
since the local government is nominally de-centralized but the country as a whole remains extraordinarily 
concentrated (“the Republic of Seoul”), hence the antithetical description “concentrated de-
centralization.” Most if not all challenges for local governments arise from this anomalous state of affairs. 
The scope and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to enact necessary rules and regulation on local affairs are 
very limited. The municipal ordinance, which the local government may enact through its legislative 
process, covers such grass-root concerns which come in the form of local development, environment, 
welfare, cultural affairs, tourism, birth and population, child care, and public amenities, a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fact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mismatch between responsibility and actual power.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 is mandated to deal with the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it is ill equipped to fulfil the duty because of the strict legal hierarchy. For example, the 
municipal ordinance—the usual regulatory leverage of the local government—is tightly constrained by 
the enforcement statute, which is in turn under the aegis of the act. The corollary of this is the grossly 
insufficient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to be self-governing; there is simply too little room for 
maneuv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et out innovation.    
Furthermore, the extent to which the local government can levy its taxation is too small to cover the ever-
increasing welfare needs of the residents, let alone initiate new policy agenda. This makes the local 
government heavily reliant on the alloc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y. The current propor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axation compared to the nation’s total revenue remains at about 20 percent, far 
below the average 40-50 percent of the OECD countries. To make matters worse, some of the national 
government-led welfare programs are delegated to the local level without the adequate provision of fund. 
A well-publicized recent outcry over whethe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hould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care of pre-school children illustrates this situation.  
Last but not least, the central government’s tight control and command over the details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an acute source of contention. There is ongoing criticism that the central 
government treats the local government as if the latter is merely the lower tier arm of the central 
government’s bureaucracy. In fact, the transfer rate of the central government’s task to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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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The case of South Korea” 
 
In this piece I will provide a sketch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the incipient local government. A brief description will follow, 
attempting to provide insight in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will be elaborated by various problems and challenges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facing. Some conditional factors for the furtherance of human rights at local level will also be discussed, 
including the rol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 concluding remark will recap and 
reemphasize what has been argued.      
 
I. Historical Context 
For South Korean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the incep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more of an outcome of epochal changes rather than a normal decision made through usual political 
processes. No sooner had the country restored institutional democracy in the late 1980s, the Cold War 
started to dissipate. These transformations opened a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country to join the 
United Nations and to ratif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both of which had eluded the 
nation for a long time. The advent of a civilian government allowed a new level of liberalization that was 
culminat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1995 with the holding of the first-ever local 
elections. Hereby, South Koreans acquired a set of democratic instruments within a period of less than a 
decade: democrat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normative standard-setting of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self-government at the local level. The simultaneous triadic 
institutionalization—young, dynamic and experimenting—characterizes the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working of Korea’s path towards democracy. 
As the language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became a byword of civil society, so the search for realizing 
human rights at various levels of governance has been made, in the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As 
the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states: “(1)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the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2)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ogether with the UN’s interest in 
the local government’s role for human rights, has helped to work out on how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t local levels. One of the tangible achievements in this direction 
is the idea of “human rights city” from the Gwangju city initiative, commended by many as a model of 
best practice in human rights-based local governance. As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demonstrates, the 
time is ripe for South Korea to widen and deepe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mechanism.  
 
II. Protection and Promotion 
There are basically two approaches concerning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depending on whether human rights are understood narrowly or broad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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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inciple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It will prove to be more sustainable and stable if 
human rights policy “plays above the fray” of the usual political partisan lines, keeping a judicious and 
impartial stance. One way to address this is to form a broad platform for human rights, by establishing, 
for example, a human rights forum for the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lready exists such effort, in the form of a national cross-party caucus for female local councilors for 
human rights.   
 
V.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at the crossroads: it certainly has a very long way to go, but at the same 
time it is at the vanguard of consolidating democracy and pioneering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ordinary people in their place of living. It is indeed the local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at 
has more potential to realize “the right of everyone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ICESCR). Those who 
advocate the active local governance on human rights in Korea—civil society organizations, human rights 
activists, concerned educators, and elected officials—have made great strides so far, in spite of numerous 
obstacl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can and must contribute to this endeavor: on the 
one hand, by proactively and more concretely involving the local government in its ‘instrumental’ function; 
and on the other hand, by providing the local government with a normative source of inspiration in its 
‘express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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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ers below 40 percent on average. Therefore, in order for Korean local government to reclaim its “self-
governing” role, the restoration of a measure of autonomy is in need of urgent attention.  
 
IV. Conditional Factors 
It is worthwhile remembering that enlisting local governments in the fight for human rights in the first 
place was as much motivated by a concern over the national government’s unsatisfactory performanc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as by the need for realizing human rights at local level per se. Bearing in 
mind this consideration, one needs to be careful not to lose sight of the 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within 
which local government is bound to operate. The vi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s certainly enhanced by a favorable political atmosphere in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takes its obligation a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more seriously. 
The local government cannot be a cheap substitute for the unenthusiastic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Related to the previous statement, the quality of democracy the country experiences is another factor 
which makes a circumstantial impact on the human rights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ng-term 
prospect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s ultimately predicated on the “good democracy” of the 
country as a whole. The year 2017 will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transition to democracy, 
which will provide a timely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democracy at the national level and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At present, the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is mainly coordinated 
by the ministries of justice and foreign affairs, alongside other ministrie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ational reports. Since these two bodies do not have direct administrative connec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latter are likely to be left ou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t is in this 
blind spot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may step in. For local governments to try and introduc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into their administration, a knowledge-based tool should be a 
useful starting point.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is ideally suited to this task—linking international 
mechanism and local governments by providing translated text and annotated guide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commendations an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bodies. Holding regular workshop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updates between the institute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governments will be a low-cost 
but high-reward collaborative activity.   
Another question we may pose is related to what ro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can 
play in term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into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In a purely formal sense, the SMG is merely one of many local self-governing entities like any 
other. But given its sheer size and the public expectation towards the capital city, the proper role of the 
SMG in this regard ought to be imagined and worked out. In fact, the premium position of the city of Seoul 
obligates the SMG to undertake a role of the de facto nation-wide standard-bearer and trend-setter on 
human rights policy. It may be difficult for Seoul to play an active coordinating role for human rights policy 
across a wide range of local governments. But a more practical and less bureaucratic role could be devised, 
such as maintaining an online national depository of local human rights history and policy, acting as a hub 
for the national exchange program for local public administrators in charge of human rights, and regular 
workshop on the best practices and examples of local public human rights work. 
Given today’s extremely polarized political environment, the subject of human rights tends to be 
integrating as well as divisive at the same time. At present, local governments oriented towards human 
rights are likely to be represented by relatively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which is an inevitable initial 
phase of local human rights projects. But when we look ahead and examine the long-term consequences, 
the general perception of human rights as an ideologically partisan concept and practice would be more 
of a liability than a source of celebration. There is a real need to present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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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호와 증진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인권이 협소하게 혹은 광범위하게 이해되는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좁은 의미의 

인권의 경우, 옴부즈맨 방식의 기관과 같은 독립적인 인권 메커니즘이 전국에 걸쳐 여러 지방 

자치 단체, 특히 지방 자치구역 차원으로 설치되어 있다. 인권 옴부즈맨 기관은 흔히 지자체 

감사실에 소속되어서 지방 정부의 인권 관련 활동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을 위한 기항지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의 인권의 경우, 전체 지방 행정부에 걸쳐 인권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권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주류화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인권 원칙에 근거하여 공공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 역시 제시되었다. 

이는 팬더(PANTHER) 원칙으로,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차별 금지(Non-

discrimination), 투명성(Transparency), 인간존엄(Human dignity), 자력화(Empowerment),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가리킨다.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맥락에서 진행하는 지방 

공무원 및 인력의 훈련은 권리 기반 접근법을 공공행정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차원의 

인권 주류화에 시민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 몇몇 쟁점 분야에서 구체화되었다. 여러 

지역 교육청에서 인권 활동가의 참여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 가능해진 사례가 있다. 

 

 

III. 문제 및 과제 

지방 정부의 개념적 차원에는 탈집중화와 탈중앙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탈집중화되고 탈중앙화 된 실체가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지방 정부가 명목상으로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 

국가 전체가 매우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서울 공화국"), “집중화된 탈중앙화”라는 상반되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명백한 딜레마가 나타난다. 지방 정부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롯된다. 

 

지방 정부가 지역적인 사안에 대해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 정부가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도시 지자체 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지역 개발, 환경, 복지, 문화 업무, 관광, 출생 및 인구, 육아, 공공시설 형태로 나타나는 

풀뿌리 우려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책임과 실제 권한이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 받았지만, 엄격한 법적 계층 구조로 인해 그 

의무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도시 지자체 조례—지방 정부의 일반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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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이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대한민국의 사례” 
 

아래 본문은 한국이 국제인권규약과 참여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초기 지방 정부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지방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지역 정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통해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 역할을 포함해 지역 차원의 인권 신장을 위한 조건부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결론 발언으로는 언급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재차 강조할 

것이다. 

 

 

I. 역사적 배경 

한국인들에게 국제인권규약과 지방 정부의 설립은 평범한 정치 과정을 통한 일반적인 

결정이기보다는 혁신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1980년대 말 한국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마자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한국이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두 가지를 실현하게 하였다. 문민정부의 

도래로 1995년 처음으로 지방 선거를 시행되면서 지방 정부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수준의 

자유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인들은 10년 이내에 국가 차원의 민주화, 국제적 차원에서 

표준적인 인권 기준 설정,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 자치 체제 수립이라는 일련의 민주적 수단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어리고 역동적이며 혁신 실험 중인 세 차원의 제도화는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다층적, 다면적 경로의 특징을 형성한다. 

 

인권에 대한 발언과 실천이 시민 사회의 대명사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차원에서,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인권을 실현하려는 추구가 이루어졌다. 헌법 제 117조에서 명시하듯이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인권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더불어, 헌법 조항은 지역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된 

인권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가시적인 업적 중 하나는 

광주시가 주도한 “인권도시” 개념으로, 이 개념은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 정부의 모범 사례 모델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지방 

정부의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 실현을 확대하고 심화시킬 시기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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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의 국제 조약 의무는 주로 법무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다른 부처에서 조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방 정부와 직접적인 행정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도구가 유용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정부에 보편 정례검토 권고사항과 국제인권규약 위원회의 결론사항과 같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번역물과 주석이 달린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메커니즘과 지방 정부를 이상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인권 담당자들이 국제 인권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한다면 그것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보상이 높은 협업 

활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은 한국의 지방 정부 시스템에 국제 인권 규약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순전히 공식적인 의미에서, 

서울시는 단지 다른 많은 지역 자치 단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규모와 수도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예상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이 수도로서 지니는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사실상 국가적인 주창자이자 인권 

정책의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가 다양한 지방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권 담당 지방 공공 

행정관을 위한 전국적 교류-교환 프로그램 및 지역 공공 인권 사업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는 정기 

워크숍에서 허브 역할을 하며, 지자체 인권 발전과 정책에 관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등, 

더 실용적이며 덜 관료적인 역할을 고안할 수 있다. 

 

오늘날 극단적으로 양극화 된 정치 환경을 감안할 때, 인권이라는 주제는 분열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합적인 경향이 있다. 현재 인권 지향적인 지방 정부는 비교적 진보적인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방 인권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초기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결과를 검토할 때 사상적이고 당파적인 개념과 관례로서 인권을 

인식한다면, 인권은 기념해야 할 자원이 되기보다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유엔이 승인한 

보편적 원칙에 따라 인권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인권 정책이 사려 깊고 공평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당파적 논쟁으로부터 “초연한 입장을 취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전국 지방 정부들을 위한 인권 

포럼을 설립하여 인권을 위한 광범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인권을 위한 여성 지방의원들을 

위한 전국적 초당파 모임의 형태로 이미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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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는 시행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며, 이는 또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결과 지방 

정부는 자치 정부가 되기에는 권한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이는 또한 지방 정부의 혁신 가능성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 정부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의제를 

시작하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 분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현재 국가 

총세입 대비 지방 정부 세수의 비율은 약 20%로, OECD 국가 평균 40~50%보다 훨씬 낮다. 

설상가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 일부는 적절한 기금을 제공받지 못하는 지방 

정부 차원으로 위임된다. 취학 전 아동 돌보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는지 

지방 정부에 있는지를 둘러싼 최근 이슈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공행정 사무 세부 사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명령이 심각한 

논쟁의 근원이 되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마치 중앙 정부 관료조직의 하부 행정단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 정부의 업무가 지방 정부 차원으로 

이관되는 비율이 평균 40% 이하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 자치 정부가 “자치 정부”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치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IV. 조건부 요인 

지방 정부가 인권 투쟁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중앙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국제 규약 이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인권 실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 정부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 정치 상황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권 실현에서 지방 정부의 가시성과 효과는, 중앙 정부가 국제 협약의 당사국의 

의무를 진지하게 여기는 우호적인 정치 분위기에서 확실히 강화된다. 지방 정부는 국제 인권 

조약에 미온적인 중앙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값싼 대용품이 아니다. 

 

위의 진술과 관련하여, 국가가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질은 지방 정부의 인권 정책에 부수적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지방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인권 전망은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은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질과 지방 정부 차원의 인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재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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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의 지방 정부는 갈림길에 서 있다. 갈 길이 멀지만 동시에 지방 정부는 민주주의를 

통합하고 삶의 터전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개척하는 선봉에 서 있다. 실제로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 그리고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 정부보다 지역 정부의 

역할 비중이 크다. 시민 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 관련 교육자, 선출직 공무원 등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규약의 “도구적 기능”에 따라 지방 정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인권규약의 메커니즘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인권규약의 

“표출적 기능”에 따라 지방 정부에 규범적인 영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은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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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표현 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인쇄물, 광 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그 밖에 물건 판매 

혹은 반포 또는 상영 

(2) 인터넷 외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표현 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그림 또는 화상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시청이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3) 그 밖에 다른 표현 활동의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 

③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 통근하거나 혹은 통학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조례에서 “시민 등” 이란 시민 또는 인종 혹은 민족에 관련된 특정 속성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계발) 

제3 조 본 오사카시는 헤이트 스피치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 의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헤이트 스피치로 인한 인권 침해에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발한다. 

 

(조치 등의 기본 원칙) 

제 4 조 다음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공표는, 시민 등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 

관련된 구제 제도 등의 구제 조치를 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이 구제 제도 

등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확산 방지의 조치 및 인식 등의 공표) 

제 5 조 시장은 다음의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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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비공식번역) 

 

(목적) 

제 1 조 이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 의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오사카시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등의 인권을 옹호함과 

동시에 헤이트 스피치의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조례에서 "헤이트 스피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표현 활동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 ( “다”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인종 혹은 민족에 관하여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 또는 해당 개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이하 "특정인 등"이라 한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나   특정인 등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다   특정인 등에 대한 증오 혹은 차별 의식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 

(2) 표현의 내용 또는 표현 활동의 상태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정인 등을 상당히 모멸하거나 비방하는 것 

나   특정인 등(해당 특정인 등이 집단일 때는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의 상당수) 

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3)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표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듯한 장소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것 

② 이 조례에서 말하는 "표현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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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 항의 본문의 의견은 시장이 구두로 진술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할 때에는 해당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⑥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그 밖에 오사카시의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심사회의 의견 청취) 

제 6 조 시장은 전조 제 2 항의 요구가 있었을 때 또는 동조 제1 항 각호에 

해당하는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동조 제2 항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련된 표현 활동이 동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표현 활동이 전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2)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것일 것 

② 시장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회는 시장에게 해당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회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치 및 

공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할 때 그 외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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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에 입각하여 해당 표현 활동에 관련된 표현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는 점, 표현 내용의 개요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 및 

해당 표현 활동을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표한다. 다만, 해당 표현 활동을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제1 조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표현 활동을 벌였으나 소재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서 열린 표현 활동 

(2) 본 오사카시의 구역 외에서 열린 표현 활동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서 

이루어 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활동을 포함한다) 에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표현의 내용이 시민 등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표현 활동 

나   “가”의 표현 활동 이외의 표현 활동 중, 본 오사카시 구역 내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을 본 오사카시 구역 내에 확산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언은, 표현 활동이 자신들에게 대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특정인 등인 시민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한다. 

③ 시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개에 관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자에게 공표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개에 관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공개 내용이 다음 조 제 3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이하"심사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대상으로 한 공개 내용과 동일하고, 심사회에서 해당 공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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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은 심사회 위원이 전 2 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가 있다. 

 

(심사회의 조사 심의 절차) 

제 9 조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조사 심의 대상이 된 

표현 활동에 관한 제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한 시민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 그 외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회는 조사 심의 대상이 된 표현 활동에 관한 신청인 

또는 해당 표현 활동을 행한 자(이하 이들을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심사회는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관계인에게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회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의 본문의 경우 관계인은 심사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⑤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지명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2) 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것 

(3)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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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심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회는 시장에게 해당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서 해당 의견의 내용을 공개한다. 

 

(심사회의 설치) 

제 7 조 전조 제 1 항부터 제4 항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소속되는 것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를 하거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심사회를 둔다. 

② 심사회는, 전항이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를 하는 동시에 시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심사회의 조직) 

제 8 조 심사회는 위원 5 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심사회의 위원은 시장이 학식 경험자 그 외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심사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1 회에 한하여 재임될 수 있다. 

⑤ 심사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동일하다. 

⑥ 심사회의 위원은 임기 기간 중 정당 그 외의 정치적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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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비공식번역) 

(취지) 

 

제 1 조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2016 년 오사카시 

조례 제 1 호. 이하"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 2 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조례의 예에 따른다. 

 

(신청) 

 

제 3 조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 1 호 양식의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제출은 송부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회 부여 방식) 

 

제 4 조 시장은 조례 제 5 조 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한 

자에게 의견 진술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 해당 의견을 

기재한 서면(이하"의견서"라 한다.)및 증거 제출 기한(동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구두로 해당 의견을 진술할 기회(이하"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라고 한다.)를 주는 

경우에는 그 일시)까지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 헤이트 스피치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공개 내용과 이유 

 

(2)의견서 및 증거 제출처, 제출 기한 

 

(3)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그 뜻, 출두해야 할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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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사회가 실시하는 조사 심의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 7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공개한다. 

 

(심사회에 관한 규정의 위임) 

제10조 전 3조에 정하는 것 외에 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 조사 심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적용 상의 주의) 

제 11 조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그 외 다른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의 세목) 

제 12 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부터 제 6 조 및 다음 항의 규정의 

시행 기일은 시장이 정한다. 

2 제 4 조부터 제 6 조의 규정은 이들 규정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표현 활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시장은 국가가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법 제도를 정비한 경우 해당 제도의 내용 

및 이 조례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역주 : 2016 년1 월18 일 공포. 2016 년7 월1 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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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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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건 번호(안건마다 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제 2 호 양식의 기회 부여 통지서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의견서에 사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그 밖에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및 안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 등의 변경) 

 

제 5 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중 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받은 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부득이 한 이유로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기일 전날까지 이유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기일 또는 장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일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 2 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 또는 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인식 등의 공표 방법) 

 

제 6 조 조례 제 5 조 제 6 항의 시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 

홍보지에 게재하는 방법 및 시청 기타 시 관계 공서에서 열람 제공하는 방법 

중 사안별로 공표 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의 세목) 

 

제 7 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민 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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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양식(제 4 조 관계) 

 

기회 부여 통지서 

제  호

헤이세이 년 월 일

          귀하 

오사카시장 인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제 5 조 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안건 번호  
공표 내용  

공표 이유  

의견서 및 유리한 증거의 

제출처  
 

전화(       ) 
의견서 및 유리한 증거의 

제출 기한(필착) 
헤이세이   년   월   일(  )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여부 
 

출두해야 할 일시  헤이세이   년   월  일(  ) 

 
출두할 장소  

전화(      ) 
 

주의  출두 시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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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양식( 제 3 조 관계) 
 

신청서 

헤이세이  년  월  일

오사카 시장 

 

신청자 주소 또는 거소 (우)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사무소 소재지 

성명 및 연락처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우리(들)에 관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1 에 기재된 표현활동에 

대해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표현 활동의 일시·장소·내용 

 

 

 

2 표현 활동을 행한 자(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할 것)  

 

 

 

3 상기 1 및 2 에 관련된 정보(필요 시 기재할 것) 

 

 

 

4 상기 1 에서 3 까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증거 물품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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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가역] 

 

목차 

 전문 

 제 1 장 총칙(제 1 조 ― 제 4 조) 

 제 2 장 기본적 시책(제 5 조 ― 제 7 조) 

 부칙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적법

하게 거주하는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

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져,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 큰 고통을 겪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애당초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더 심화된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이해와 협력을 얻고, 부당한 차

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

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 국가 등의 책무를 밝

힘과 동시에 기본적 시책을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오로지 본국의 역

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이하, 

본 조에서 ‘본국외 출신자’라 함)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목적으

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고지하거

나 또는 본국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본국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 3 조. 국민은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함과 동시에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 4 조. 국가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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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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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할 책

무가 있다. 

2. 지방공공단체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

련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

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기본적 시책 

  (상담체제의 정비) 

제 5 조. 국가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

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

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한

다. 

  (교육의 강화 등) 

제 6 조. 국가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계발활동 등) 

제 7 조. 국가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대책 관련 검토) 

2.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 본국외 출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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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In this Act,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shall mean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to incite the exclusion of persons originating exclusively from a country or 
region other than Japan or their descendants and who are lawfully residing in Japan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from the local community by reason of such persons originating from a country or 
region other than Japan, such as openly announcing to the effect of harming the life, 
body, freedom, reputation or property of, or to significantly insul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with the objective of encouraging or inducing 
discriminatory feelings against such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Basic Principles) 

Article 3  The general public shall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the need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and shall endeavor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society free from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4 (1)  The national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implement measures 
relating to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and to give necessary advice in order to 
promote measures relating to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being taken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to take other measures.  

(2)  The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 sharing of appropriate role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Chapter II Basic Measures 
 

 (Preparation and Maintenance of a Consultation System) 

Article 5 (1)  The national government shall respond adequately to consultations 
relating to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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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Promotion of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Provisional Translation) 

Table of Contents 
Preamble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 Article 4) 
Chapter II Basic Measures (Article 5 – Article 7) 
Supplementary Provisions 

In recent years in Japan,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re being practiced 
to incite the exclusion of persons and their descendants, who are residing lawfully in 
Japan, from local communities in our country by reason of such persons originating 
from a country or region other than Japan, therefore imposing tremendous pain and 
suffering on such persons and their descendants, and causing serious rifts in the local 
community.
 

Obviously, such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should not exist, and 
tolerating such a situation is not permissible in light of Japan’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therefore declared that such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will not be 
tolerated, and, accordingly, this Act is to be enacted to spread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o promote thei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rough further 
human rights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and to strengthen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Purpose) 
Article 1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elimin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s a pressing issu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t out the basic principles for efforts towards their elimination, an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etc., as well as to set out and 
promote the basic measures.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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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measures relating to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2. The measures pertaining to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shall be 
reviewed, where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etc. of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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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utside Japan, and develop a necessary system so as to prevent and resolve 
disputes in this regard.  

(2)  The local governments shall respond adequately to consultations relating to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 sharing 
of appropriate role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shall endeavor to develop a 
necessary system so as to prevent and resolve disputes in this regard.  

 

 (Enhancement of Education, etc.) 

Article 6 (1)  The national government shall implement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and shall make the necessary efforts therefor. 

(2)  The local governments shall implement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 
sharing of appropriate role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shall endeavor to 
make the necessary efforts therefor. 

 

(Awareness-raising Activities, etc.) 

Article 7 (1)  The national government shall spread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need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and implemen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furthering understanding thereof and other awareness-raising 
activities, and shall make the necessary efforts therefor.  

(2)  The local governments shall spread awareness among the local residents about the 
need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 sharing of appropriate role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implemen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furthering understanding 
thereof and other awareness-raising activities, and shall make the necessary efforts 
therefor.

 

Supplementary Provisions 

(Effective Date) 

1.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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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ay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matters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elimin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s a pressing issue. 

(i)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is Act that certain form of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may be allowed as long as it is not th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s not correct, 
and any form of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shall be appropriately dealt with 
in view of the intent of this Act, and the spiri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i)  Recognizing that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with regard to regions where this is giving rise to serious rifts in the local 
community,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national government shall firmly 
implement measures relating to efforts towards their elimination. 

 (iii)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relating to efforts towards the elimination of acts 
of encouraging or inducing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a country or region other than Japan, etc. being committed through 
the Internet.  

 

Resolution passed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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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가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본 법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1. 제 2 조에서 규정한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이외의 것이라면 어

떤 차별적 언동이라도 허용된다는 이해는 잘못이며, 본 법의 취지, 일본국 헌법 및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것. 

 

2.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내용이나 빈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할 것. 

 

3.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국외 출신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조장하거

나 유발하는 행위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실시할 것. 

 

 이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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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Provisional Translatio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ay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matters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elimin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is a pressing issue. 

 (i)  In view of the intent of this Act, and the spiri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with the basic awareness that it is not correct to believe that 
certain form of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may be allowed as long as it is not 
th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provided for in Article 2, all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shall 
be dealt with appropriately. 

(ii)  The local governments of regions wher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are giving rise to serious rifts 
in the local community shall appropriately deal with the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ces in the regions in terms of the content and frequency thereof, and shall 
firmly implement measures relating to efforts towards their elimination together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iii)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relating to efforts towards the elimination of acts 
of encouraging or inducing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a country or region other than Japan, etc. being committed through 
the Internet.  

(iv)  In addition to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a country or region other than Japa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keep track of the actual situ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shall conduct a review so as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ir elimination. 

Appendix / 부록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가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 법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

야 한다. 

 

1. 본 법의 취지, 일본국 헌법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의 정신

에 비추어, 제 2 조가 규정한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이외의 것이라

면 어떤 차별적 언동이라도 허용된다는 이해는 잘못이라는 기본적 인식 아래에서 적절

히 대처할 것. 

 

2.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그 내용이나 빈도의 지역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와 함께 

그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할 것. 

 

3.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국외 출신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조장하거

나 유발하는 행위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실시할 것. 

 

4.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포함하여 기타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실태 파악에 힘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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