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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행사개요

Titl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Date 	           October 16(Mon) – 17(Tue), 2017

Theme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Venue 	          Seoul City Hall, Multipurpose Hall(8th floor)

Language       Korean and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행사명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기간          2017. 10. 16(월) –  17(화), 2일간

주제                차별 없는 인권도시

개최장소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공식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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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프로그램

Day 1_October 16(Mon) / 1일차_10월 16일(월)

Time Program ㅣ 프로그램
11:30 - 12:00 (30')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Committee Workshop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

12:00 - 13:30 (90') Human Rights Citiy Network Workhop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13:30 - 14:30 (60') Registration I 참가등록 (Seoul City Hall 1F, Lobby / 1층 로비)

14:30 - 15:00 (30')

Opening Ceremony I 개회식 (Seoul City Hall 8F, Multipurpose Hall /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Greetings I 환영사

Won Soon Park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Congratulatory Address I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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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Ae Choi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Plenary Session 1 I 특별 세션 1
Squa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

(Seoul City Hall 8F, Multipurpose Hall /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15:00 - 15:05 (5') Opening
개회

Moderator / 좌장

Park, Jin (Human Rights Activist, Dasan Human Rights Center)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5:05 - 15:35 (30')
When I was in

Gwanghwamun Square 
내가 함께한 광장

Park mi yae (Activist, Jang Ae Nuri)
박미애 (장애누리 활동가/수화통역사)

Kim Jae Deok (Manager, Cleaning Administration Division, Jongno-Gu Office)
김재덕 (서울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Na Young (Chief Commissioner, Network for Glocal Activism/School of Feminism (NGA/SF), Director of 
'Center for agenda and action based on Red-Green-Purple Paradigm’)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15:35 - 16:05 (30')
Local Squares
나도 함께한 광장

(지역촛불)

Kim Nam Hun (Secretary General, Jeju Solidarity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School Meal)
김남훈 (제주ㅣ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 

Yoo Giman (Director of a Bureau of Constitution,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Jeonbuk 
Regional Council)
유기만 (전북ㅣ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16:05 - 16:15 (10') Break l 휴식 

16:15 - 16:45 (30')
Foreign Squares
나도 함께한 광장

(해외촛불)

Andrew Jensen (Co-Founder, Remembering Sewol UK)
앤드류 젠슨 (영국ㅣ영국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설립자)

Kevin Jung-Hoo Park (Representative, People of Montreal who Remembers Sewol)
박정후 (캐나다ㅣ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대표)

16:45 - 17:15 (30') Lecture
주제강연 

Park, Jin (Human Rights Activist, Dasan Human Rights Center)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7:15 - 17:30 (15') Q&A l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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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프로그램

Day 2_October 17(Tue) / 2일차_10월 17일(화)

Time Program ㅣ 프로그램
09:00 - 10:00 (60') Registration I 참가등록

General Session 1 I 일반 세션 1
Building Framework I 인권보장 제도구축 (지방정부 내 인권 조직과 역할)

(Seoul Citizens Hall B2F, Baseurak Hall /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10:00 - 10:05 (05') Opening
개회 

Moderator / 좌장

Pilho Woo (Representative/Director, Institute for Human Rights Cities)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대표/소장)

10:05 - 11:10 (55')
Panels

발제/토론

Ju Jin (Team Leader, Gwangsan-gu Human Rights Team)
진주 (광주시 광산구 인권팀 인권팀장)

Dongsuk Oh (Professor, Ajou University Law School)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artina Mittenhuber (Head of office, Human Rights Office of the City of Nuremberg)
마르티나 미텐후버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 부서장)

Roh Hyun Su (Part-Time Lecturer, Dept. of Law/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노현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11:00 - 11:15 (15') Break I 휴식 

11:15 - 12:00 (45') Discussion/Q&A I 토론/질의응답

12:00 - 13:00 (60') Lunch I 점심식사

General Session 2 I 일반 세션 2
Policy Implementation & Assessment I 인권정책 이행평가 (기본계획 평가체계 마련)

(Seoul Citizens Hall B2F, Baseurak Hall /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13:00 - 13:05 (05') Opening
개회

Moderator /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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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 - 14:05 (60')
Panels

발제/토론

Lee Eun Hee (Center Manager, Eunpyeong-gu Humanrights Center)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 센터장)

Kim Gi-gon (Research Fellow,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oh Jin Seok (Formerly Human Rights Ombudsperson at Kangwon Province)
노진석 (전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

友永健三/Tomonaga Kenzo (Honorary Director, Buraku Liberation and Human Rights Research Institute)
토모나가 켄조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명예이사)

14:05 - 14:15 (10') Break I 휴식

14:15 - 14:50 (35') Discussion/Q&A I 토론/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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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프로그램

Day 2_October 17(Tue) / 2일차_10월 17일(화)

Time Program ㅣ 프로그램

General Session 3 I 일반 세션 3
Awareness Raising I 인식제고 (공무원·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Seoul City Hall Seosomun Building, 13F, Main Conference Hall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13:00 - 13:05 (05') Opening
개회

Moderator /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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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 - 14:35 (90')
Panels

발제/토론

Jihak Kim (Representative, Diversity Korea)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Lee se hoon (Activist, Human Rights Education Onda)
이세훈 (인권교육온다 활동가)

Park Kyeong-ok (Director, Gwangmyeong-city Human Rights Center)
박경옥 (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장)

Sue Woong Ohrr (Assistan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오수웅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Kim Cheol-Hong (Director,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Barbara Weber (Global Director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Secretariat, Amnesty 
International)
바바라 웨버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교육국장)

14:35 - 14:50 (15') Discussion/Q&A I 토론/질의응답

Plenary Session 2 I 특별 세션 2
(Making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with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차별 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Seoul City Hall 8F, Multipurpose Hall /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15:20 - 15:25 (05') Opening
개회

Moderator / 좌장

Sung Soo Hong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5:25 - 16:10 (45') Panels
발제 

山田貴夫/Yamada Takao (Director, Kawasaki Citizens' Network against Hate Speech)
야마다 타카오 (일본 헤이트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Phyllis Cheung (Executive Director, Unison Hong Kong)
필리스 청 (홍콩 유니슨 사무국장)

16:10 - 16:20 (10') Break I 휴식

16:20 - 17:20 (60') Panels
토론

Lee, Wan (Representative,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Yunok Lim (Standing-Representativ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Lee Jong Geol (General Director,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Lee Yoon-kyung (Activista,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이윤경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7:20 - 17:50 (30') Discussion/Q&A I 토론/질의응답

17:50 - 18:10 (20') Closing Ceremony I 폐회식





Opening Ceremony
개회식
Greetings  I  환영사

Congratulatory Address  I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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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 환영사

Won Soon Park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I would like to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the second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I am Mayor Park Won-so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are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The basic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eason a nation exists is to confirm, declare, and realize the rights of its people.
Our entire lives and our daily life are connected to human rights at every moment. 

At the end of last year, we wro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based on the strength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at Gwanghwamun Square. There was no discrimination against anyone at the Square. Each citizen’s opinions 
were respected as his or her righ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itizen was male or female, a senior or youth, a sexual minority, or a 
disabled person.

In a unified voice, citizens called for a true country. They called for a country where the dignified rights of each citizen are protected, 
and a country where citizens can live a life of freedom and equal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neither bestowed naturally nor achieved without effort. They are created jointly by us all, as 
proven by the candles that covered the Square last winter. This is also true in creating good relations and good lives, as well as good 
societies. This is wh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ally taking on challenges and making efforts over the 
last six years. Our greatest challenge was to proclaim a human rights charter, and it is regrettable that this has yet to be achieved. 

Since th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human rights charter. No work that 
is handl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irrelevant to human rights. Everything we do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lated to human rights. By steadily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their sensitivity toward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has been raised. The 2nd five-year master plan on human rights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in 
2018. The spirit of the human rights charter will be sufficiently embodied in the master plan so that it is put into practi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make greater efforts to protect citizens’ right to live free of discrimina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mayor of Seoul, a city with 10 million citizens, is to protect the rights of each and every citizen. I have 
devoted my life to protecting the dignified rights of citizens as a human rights lawyer, a civic activist, and the mayor of Seoul.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long path ahead before we reach the destination. The citizens of Seoul need to be respected without 
exception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under any circumstances. 

We need to walk together to create the path forward. This path cannot be widened with the efforts of the Seoul mayor alone.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participation by citizens, who came together last winter to bring about change, in order to have human 
rights-protection efforts become a part of the city’s culture and citizens’ daily lives. 

For this reason, this year’s Human Rights Conference is based on the theme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and consists 
of the plenary sessions, ‘Squa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Making a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with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he participation by all of you gathered here has great strength. I 
hope your experience and wisdom will widen. I hope you will take part in changing Seoul into a city without discrimination and a 
community where differences are respected. Human rights are like Nature.

Diversity is how people live and exist. Diversity is Seoul’s ident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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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 환영사

두 번째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인권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권존중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권리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이 매 순간 인권과 관계를 맺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인권의 역사를 썼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누

구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시민 한 사람 한 사

람의 목소리가 시민의 권리로서 존중받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

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바라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겨울의 촛불광장이 증명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와 좋은 삶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사회도 같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이유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도전이었던 인권헌장이 공표되지 못한 것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인권헌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시정에서 인권과 관계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업

무가 인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공무원 인권 교육을 통해 차별 금지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습니다. 2018년부터 실시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인권헌장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

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시장의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서울시장으로 

시민의 존엄한 권리를 지키는데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서울시민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길이 됩니다. 서울시장만의 힘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권을 지키는 일이 도시의 문화가 되고, 시민의 일상

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겨울 스스로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 모였던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권컨퍼런스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차별없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

회 협력강화‘를 특별세션으로 열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참여가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확장될 수 있

었으면 합니다. 서울이 차별 없는 도시,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인권은 자연과 같습니다. 

서로 다름이 사람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다양성이 서울의 정체성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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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o Lee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Lee Sung-ho, Chairma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am pleased to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17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marking its 
second year after last year's inaugural Conference. I feel privileged to be here today to join you at the Conference.

I would especially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Seoul Mayor Park Won-soon for making today's meaningful event possible, and 
special thanks are due to the activists from many regions and expert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s to be here.

In its final report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bmitt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2015, the UNHRC Advisory Committee highlights that "decentralization is essential for localiz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at local authorities, who serve the daily needs of citizens in their community, must play a 
central role in the mainstreaming of human rights by prioritizing human rights so as to pre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education, housing, the environment, and other daily 
needs of citizens.

In this contex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 positive outlook on the rapid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standards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order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fulfil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our 
Commission issued its opinion on August 1 that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and 
institutionalize human rights culture in their local society.

The opinion issued by the Commission specifies that human rights ordinances should be legislat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that it is desirable for local authorities to make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basic human rights plans and for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of and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and that dedicated human rights departments and personnel should be committed to human rights-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to ensure continuity and build expertise.

One of the most praiseworthy cases of realiz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norms within local administrations 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MG has committed itself to human rights and installed an independent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ssion for citizens and a human rights division represented by human rights officers.

Moreover, it is particularly encouraging that the SMG has brought together local governments from home and abroad each year 
to discus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issu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enlisted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playing an active 
role. Since 2008, the Commission has signed cooperation pacts with many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In addition 
to the issuance of its opinions, the Commission has formed a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with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to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collectively address the related agenda so that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take root within local governments. The Commission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city network conference.    

I hop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re further enhanc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ny other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also hope these cooperative efforts are shared and discussed at this Conference to further reinforce the institution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17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I hope this 
Conference will be a great success, where ideas and wisdom are shared for a new leap forward of local governments in upholding 
human rights. 

Thank you.

October 16, 2017

Lee Sung-ho, Chairm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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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지역

의 활동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는, 지방분권화가 민

주주의와 인권을 지역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시민의 일상적 수요에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주거, 환경 등 일상생활

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도록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권주류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 규범이 빠르게 지역화되고 있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우리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인권행정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 인권 문화 지역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해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 노력할 것을 의견표명 한 바 있습니다. 

의견 표명의 내용은 인권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인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의 단체의 참여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전담부서나 인권업무 전담 인력

을 확충하여 인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규범이 지방 행정 속에 잘 구현되어 있는 곳 중 한 곳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자체적인 인권침해 구제기구인 시민인권침

해구제위원회와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설치하여 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년 이렇게 국내외 지방정부가 모여서 인권 행정과 인권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든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입

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여러 광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과 올해 8월의 의견표명 외에도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속 

인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의 협력을 통해 향후 인권의 보호와 보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런 여러 노력들이 함께 공유되고 논의되어서 인권 보장제도가 더욱 발전되는 자리가 되

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인권과 함께 하는 지방정부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의견과 지혜를 공

유하고 공감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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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Ae Choi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Hello. My name is Choi Young-ae, and I am Chairperson of the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I would lik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on the holding of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and to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from Korea and abroad.

On behalf of the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and the citizens of Seou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setting ‘human rights’ as a central value of this city and making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Seoul citizens and to expand the active roles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since the inauguration of Mayor 
Park Won-soon in 2011. I would also like to especially thank the speakers from overseas for traveling such long distances to attend 
this event here today.

The theme of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is a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I am extremely glad for 
this opportunity to give shape to abstract human rights valu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o as to identify effective 
measures for enhanc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each region, where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aking place in 
daily life. 

The goal of this Conference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human rights-relate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practical, the identification of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measures to enhanc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ach local 
citizen and public official, and the creation of content and an evaluation system for master plans on human rights, which are being 
established in many areas. The Seoul City Human Rights Commission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its second master 
plan on human rights to provide a five-year blueprint for Seoul as a human rights city. I anticipate this Conference to promote the 
sharing of experiences, including those of local governments and NGOs as well as overseas cases, and to lead to active debates and 
discussions, thereby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bolster administrative competencies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of each local community member.  

Above all, this Conference’s first plenary session is on ‘Squa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which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last year’s candlelight vigils at Gwanghwamun Square. Also, I would like to thank the human rights NGOs that 
are active in different regions for demonstrating active participation and taking the lead in planning and organizing the second 
plenary session on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Finally, my thanks are due once again to all 
the speakers participating in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for offering their thoughts and taking part in debates, and 
to all of the officials who have worked hard to successfully hold this Conferenc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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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국내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인권’을 서울의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서울시민의 인권 신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

극적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와주신 해외 연사 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의 대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입니다. 이번 회의가 추상수준에서의 인권가치와 

국제적 인권 규범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개인의 갖가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상적 삶의 터전인 각 지역에서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장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 각 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적 인권교육 

방안 모색 및 많은 곳에서 수립하고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내용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인권도시 서울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회의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NGO 및 해외 사례 등 경험 교류와 활발한 토론으로 인권행정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 구성원들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의 역사를 되새기고 의미를 짚어보는 특별세션1 ‘광장 민주주의와 인

권‘이 마련되었고,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NGO 인권단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한 특별세션2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에 발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연

사들과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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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1 
Concept Note : Squa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

Planning/recruitment: Human rights activist Park Jin of the Dasan Human Rights Center

The candlelight vigil that began at the Cheonggye Plaza on October 29, 2016 gathered an annual 17 million citizens 
on 23 occasions and brought down corrupt authorities. The candlelight vigil was first triggered by an incident involving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With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demands of various citizens, it shed light on various 
agenda items of the nation and developed into square democracy. The pain and desir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ere revealed, and citizens stood by the sid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s fellow citizens at the square. The square 
demonstrated the strength of non-violence and a horizontal network. Discussions will take place on the square to examine 
advances made in Kore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은 23차례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국

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촛불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로 인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끌어냈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광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열망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광장의 동료시민으로써 함께 서는 경험

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폭력의 힘과 수평적 네트워크의 힘이 발휘된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을 다시 이야기 하며 한국사회 민주

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전진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섭외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Park mi yae (Activist, Jang Ae Nuri)

박미애 (장애누리 활동가/수화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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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수료이력

2005년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애인단체 
활동가 법률학교 수료

2005년 한국농아인협회 인권교육 과정 수료

2005년 한국농아인협회 민간수화통역사자격증 취득

2006년 한국농아인협회 (보건복지부-공인)공인민간수화통
역사자격증 취득

20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2013년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례관리전문가교육 기초과
정 수료

2013년 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인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

2015년 보건복지부 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갱신

2015년 사단법인노들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

2017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인권강사 위촉

주요이력

2005년 한국농아인협회 인권팀 근무

2006년 서울농아인협회 서초구지부 수화통역센터 근무

2007년 서울농아인협회 용산구지부 수화통역센터 근무

2008년
~2012년 6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비상임활동가

2012년 9월
~2015년 2월

주간보호시설 ‘서울농아노인지원센터’ 근무

2015년 3월
~2016년 1월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근무

2016년 2월
~ 현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2017년 7월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인권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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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 Education

2005 Completed the law school for activists of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operated by 
GongGam, the Human Rights Law Foundation 
of the Beautiful Foundation

2005 Completed human rights education of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05 Acquired the private sign language interpreter's 
license of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06 cquired the public-private sign language 
interpreter's license of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ublic)

2012 Acquired the 2nd Class Social Worker's Licens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Completed the basic education program for 
case managers of the Seou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3 Completed the education program for human 
rights instructors for the disabled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2015 Renewed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s 
licens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Completed the education program for personal 
assistants of Nodeul

2017 Appointed as a human rights instructor of 
Gyeonggi Bukbu Human Rights Center for the 
Disabled

Career Backgrounds

2005 Human Rights Team,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06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eam, Seocho-gu 
Branch,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07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Yongsan-
gu Branch,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2008 Non-executive activist, Mun Hwa Nuri, an 
information portal for the disabled

Sep 2012 through 
Feb 2015

Seoul Center for the Deaf Elderly, a weekdays 
welfare center

Mar 2015 through 
Jan 2016

Nay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Feb 2016 to the 
present

Activist of Mun Hwa Nuri, an information portal 
for the disabled

Jul 2017 Human rights instructor of Gyeonggi Bukbu 
Human Rights Center for the Disabled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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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plaza that does not leave anyone behind

Park Mi-ae

Activist for people with disability for greater access to information and culture

The plaza that changed the hands of government with the power of candlelight over the long winter was literally plaza. As in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plaza, it was a place where a lot of people can gather... where many like-minded people can meet and 
gather. At the beginning, however, there were people who could not join the crowd. They were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deaf ). At the suggestion of the deaf who stood with a large crowd but could not share their thoughts and at the suggestion of 
my senior activist on October 29, I came to volunteer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rom the 2nd Park Geun-hye Resignation 
Candlelight Rally.

It was not as easy as I thought to start the service. Since the host was not fixed, I did not know whom to contact. So I contacted 
organizations that I knew, and to my relief, I was able to provid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e started off with my senior activist 
and three sign language interpreters whom I was able to reach through various contacts. But it appeared that candlelight rallies 
would not end any time soon. During the past candlelight rallies against the import of American (mad-cow) beef, some senior 
activists were arrested by the police, but they did not know, back then, how to deal with the situation and where to contact. 
Their stories made us think that we should provide th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not in the individual capacity but under the 
umbrella of the organizer of the rally just in case of contingencies.

After a few meetings, we decided to openly take volunteers and recruited them through press releases. More people than we 
expected applied, and from the 7th candlelight rally on Dec. 10, a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eam was formed and activated.

It was easier said than done to provid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t the site. Interpretation venue was not determined at first, 
and in the third rally, I was told that the interpretation cannot be transmitted as camera jack was cut off due to snowballing 
crowds. Nevertheless, I decided to walk up to the stage for the deaf who might be near the stage. But until then, sign language 
interpreters were treated as if they were not really unnecessary on the stage. I was told at the fifth rally not to do th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because there were many members of a musical team who should perform on the stage, so I had to debate with a 
directing team. On that day, two dozen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were sitting in front of the stage after learning that the 
interpretation service will be provided. Without interpretation, the deaf will be sitting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 people on 
the stage say. I could not stand their argument that a fancy stage is important for the majority of crowd. So I interpreted not on the 
stage but in front of the deaf sitting near the stage. On another occasion, I could not stand on the stage due to a complaint that 
the interpreter blocks a chorus. Without a light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ometimes interpretation had to be done with the 
light from another interpreter's camera. 

To u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as like an exercise. We had to argue with the staff and ask them favor. Over six months, things 
started to change one by one.

As things changed one by one, I came to think people do not think too much about the minorities. It is not because people ignore 
the minorities or do not acknowledge minority rights, but because people had too little experience with minorities, I suppose.

Some may have thought that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s merely part of stage directing, not a required need. Those who have 
witnessed the deaf empathize with the rally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hours in front of the 
stage would have changed their stereotyped thought.

After listening to Kim Se-shik's (deaf, hearing impaired) free speech on Dec. 31, many said they learned things they could not 
comprehend before. Afterwards, there were even demands, via online text comments to broadcasting, that the screen window of 
interpreter be enlarged since people without disability could hear the broadcasting. Wasn't learning about each other one by one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plaza?

Many people think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ill be over when the stage event is done. But the work of ou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eam did not finish on the stage. After the event, we marched together with the deaf. At first, we thought we had to 
be prepared for a possible police arrest. The march, however, was peaceful, so we thought we did not need interpretation at first. 
But we had to convey more information than we thought. We explained through interpretation about why the police are on top of 
the bus... what the flower stickers on the buses mean... the song we sing together with people... and shouting of the rally. Learning 
what they all mean, the dea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became part of the march, shouted together, put stickers on the 
police bus, and danced together. Also noteworthy was that it was not just our team that provide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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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rally and march were over, Gwanghwamun Square still bustled with busking speeches here and there. But we concluded 
that we could not provide the support for all post-event speeches. Interpreters who accompanied the dea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impressively stayed until late dawn and interpreted. 

Our team always waited for the dea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t Gwanghwamun Square underground Haechi Yard and 
moved together from there. At that place we met the disabled colleagues who were collecting campaign signatures from citizens. 
They staged a sit-in protest for four years demanding the abolition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required family support system. 
They were collecting their campaign signatures for the support of the abolition while at the same time handing out Park Geun-hye 
Must Go pickets to citizens passing by.  

One day we were worried about a deaf person do a sign language with a candlelight in hand, so we made (LED) candlelight hair-
bands and distributed them to our disabled peers in wheelchair at Haechi Yard. They really liked it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move around with a candlelight in hand. They were able to move freely with the hairband on. Many in wheelchair watched 
performances and speeches from Haechi Yard, not at the plaza. Nevertheless, they were happy they were able to share the moment 
with the plaza even from Haechi Yard. They said their peers in welfare facilities would not even know what was going on out here.

Many who were on the plaza thought they were talking about themselves, and they believed people who were not at the plaza 
would know what was happening there. But we came to realize that there are spaces where people could not know the existence 
of the plaza itself.

For six months, the plaza was constantly thriving and constantly alive. There were people behind the stage at the plaza who were 
busy setting up the stage from a day before candlelight rally and taking it apart after the event. And there were people who worked 
hard to come up with stories to fill the stage.

There were people who talked about their stories, people who made sure that the speakers' voices are reverberated across the 
plaza, and people who listened to the stories from the stage.

On the last day of candlelight rally, we hugged the organizers and directing team members, took photos together, and exchanged 
humors with a smile on the face, saying "Is it really true that we are not seeing from next week?"; "What are we supposed to do on 
Saturdays from now on?" 

What was uncomfortable and inconvenient at first tapered off as time went by, and it was the plaza that brought all of us together 
and helped one another understand better. There probably were some people who were unwittingly alienated in the plaza. I hope 
the plaza that helps to learn about each other does not go away...

The plaza of the people must continue, for we must build the plaza that does not leave anyone behind...

<Annex 1- Free speech on Dec. 3, 2016 by President Park Gyeong-seok of the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Today marks the 24th 「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Today also marks the 1,565th day of the sit-in, at the underground passage of Gwanghwamun subway station, demanding the 
abolition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required family support system.

On this very day we declare and demand the immediate resignation and arrest of Park Geun-hye.

On Nov. 20 in Jeonju, a father strangled his disabled son to death.

On Nov. 23 in Yeoju, Gyeonggi-do, another mother strangled her disabled son to death.

They made the tragic choice because they could not tolerate the burden on the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Are the parents really murderers?

This is an outcome from the total disarra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y. 

What do severely handicapped persons mean to our society who are killed like a dog by their own family?

There is a rap titled "Space Teleport" with stories about the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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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lf trapped in this world like a living hell; big paradox; freedom; equality; promises not kep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living a life of hell in this world where they cannot freely move around, receive proper education, 
or get a job.

But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ll people of the nation are equal before the law... not to be discriminated」. But that 
was a baloney. 

“What! Tell them to shut up; We have always been underprivileged, and lived a life of waste in the corner of a suffocating room.” 

“The stare of discrimination; Do you think we are a goose who enjoy the sympathy of hypocrisy?; Shut up, shut up, We are not a 
goose!!"

People with disabilities live a life of waste in the corner of a room and in facilities.

It is not jus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veryone is a victim of the people with the capital and power who treat humans like dogs and pigs and discard them like trash 
when the victims outlive their usefulness.

Not a single person in the nation should be discriminated.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 poor have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And to ensure tha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families but the duty of the nation.

Only such a nation deserves the title, "nation."

Before the death of mother and two sisters in Songpa, and even after the death, there was no such thing as welfare in the Republic 
of Korea.

Park Geun-hye failed to fulfil the national responsibility.

Under her, only chaebol (large conglomerates) and her cabal of cronies filled their greed along with the ruling Saenuri Party.

Park Geun-hye is a criminal who brought about the chaos of national governance. 

Therefore Park Geun-hye must step down immediately, and the Saenuri Party and chaebol must be dissolved.

That is what we want.

We believe we can build the world together for the good of everyone.

Together, we must fight to the end without giving up and achieve victory. 

Park Geun-hye must go, now! 

(The speech above was published with the consent of President Park Gyeong-seok)

<Annex 2- A free speech on Dec. 31, 2016 by Kim Se-shik with hearing impairment>

Hello, I am Kim Se-shik, deaf, who has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sign language.

Learning that the candlelight rally provide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 have come to participate four times including today.

At first the window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as so small on the screen that it was frustrating, but it got a little bigger lately.

To be honest, without the small window, I would have been completely cut off from the world.

But the window was not enough, so I had to step forward and speak out.



26ㅣ

Plenary Session 1 / 특별 세션 1

Park Geun-hye promised to build a nation of welfare without further tax hikes.

To me, she is building a nation of Geun-hye without people.

Those who died and exited first were the people who could not speak for themselves in this world. 

Twelve portraits of the deceased are displayed at the sit-in demonstration site of Gwanghwamun station underground, where they 
demand the abolition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required family support system. The portrait includes the late Song Kook-
hyun who died in flames with his cry for help suffocated because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barred him from receiving subsidies.

Didn't they cry out for life not with their voice but with they whole bod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Moon Hyung-pyo was finally arrested, who turned a deaf ear to the outcries of all, while he rolled up 
his sleeves to ensure the succession of power in a large corporate group.  

But his arrest cannot revive the life of those sacrificed by the wrongful welfare policies of Park Geun-hye and her pawn Minister 
Moon.

Will the rage of the dead be relieved if Park Geun-hye and her voluntary slaves all go to jail?

We must not forget about those who died due to Park Geun-hye and her pawns. In order to prevent such a tragic incident from 
happening again, we must raise the candlelight, carry the torch, and keep an eye on them.

The last comment I want to make is this. Do you see the sign language window?

The window may be uncomfortable to some of you, right?

But I would like you to know that to some, the small window of sign language is the only means of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The smaller the window gets, the more suffocating it gets to some people who become cut off from the world with evaporating 
oxygen of information, I would like you to know.  

Someday, I want to shout "This is a true nation!" on the plaza where no one is left behind.

Let us shout a chant.

Park Geun-hye Must Go!!! 

People with disability want to live a human life!!

(The speech above was published with the consent of Kim Se-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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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광장을 위하여

박미애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활동가 

기나긴 겨울을 지나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 낸 광장은 단어 그대로 광장이였다.

사전에 나와 있는 광장의 의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 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

만 처음엔 그 많은 사람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광장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농인)들이였다. 10월29일 많은 사

람들과 함께 광장에 서 있었지만 뜻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농인)과 선배활동가의 제안으로 2차 박근혜퇴진촛불집회(이

하 촛불집회)부터 수어통역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주최단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 아는 

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해 놓던 상황에 다행이 2차 때부터 수어통역을 지원하게 되었다. 우선 선배활동가와 수소문을 통해 연락이 된 

수어통역사 3명이 수어통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었다. 지난 소고기집회때 수어통역을 하며 

농인과 함께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었지만 연락할 곳도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들었다던 선배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으

며 우리도 개인이 아닌 단체의 입장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원을 받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내어 모집을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12월10일 7차 촛불집회부터 수어통역지원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처음엔 통역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3차 촛불집회 때는 갑자기 늘어

난 인파로 카메라 연결잭이 끊어져 수어통역이 송출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도 무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농인들

을 위해 무대위에 올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어통역사들은 무대에 불필요하게 와서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

을 받았다. 그러다 5차 촛불집회에 올라가는 뮤지컬팀의 인원이 많아서 수어통역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출팀과 한바탕 언

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날엔 마침 수어통역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20여명의 농인들이 참여하여 마침 무대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뮤지컬하는 동안 농인들은 그냥 사람들의 입모양만 보며 아무런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없는데 다수를 위해 

멋진 무대가 중요하다는 그 모습이 너무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무대가 아닌 무대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앞에 서서 수어통역을 하

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대 위 코러스가 가린다는 이유로 수어통역사들은 무대위에 오를 수 없었다. 또 수어통역할 때 조명이 없

어서 다른 통역사의 카메라 불빛으로 비춰주며 통역을 진행 하기도 했다.

수어통역을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운동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진행팀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야기를 하며 6

개월 동안 바꿔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부딪히며 바꿔가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소수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코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기 보다 그냥 그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너무 적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수어통역이라는 것을 그냥 무대의 하나의 연출이라고 혹은 필요하다니까 하는 거지만 불필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그 추운 겨울에 무대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수어통역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12월31일 김세식농인(청각장애인)분이 자유발언의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

셨다. 그 뒤로 송출되는 방송의 댓글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 수화창을 더 키워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하나씩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광장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무대위의 수화통역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팀의 수어통역은 무대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행진을 

할 때에도 농인(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행진을 하였다. 처음에는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경찰의 연행등을 대비한 것이였지만 행진

은 평화로워 통역을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했다. 경찰들이 버스위에 있는 이유...버

스에 붙여진 꽃스티커의 의미...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함께지르는 함성을 통역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의 의미와 상황을 알

게 되자 농인(청각장애인)들도 그 행진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수어통역이 꼭 우리 팀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행진이 끝난 후에 광화문 광장은 곳곳에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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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킹 발언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고 지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농인(청각장

애인)과 함께 온 통역사들이 늦은 새벽까지 통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우리팀은 항상 광화문지하 해치마당에서 농인(청각장애인)을 기다렸다가 만나 함께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때 항상 그곳에서 서

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동지들을 만났다. 광화문지하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폐지와 부양의무제폐지를 외친지 4년째이다. 동지들은 

토요일 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박근혜퇴진 피켓을 나눠주며 서명을 받고 있었다.

어느날 농인(청각장애인)들이 촛불을 들고 수어를 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여 촛불머리띠를 만들어 온 날 해치마당에 계신 휠체어

를 탄 동지들에게도 나눠 드렸는데 그분들이 촛불을 들고는 이동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머리띠를 하고는 휠체어 이동도 편하겠다

며 좋아하셨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광장이 아닌 해치마당에서 공연과 발언을 보고 있었다. 많은인파로 인해 광장으로 

가긴 힘들다고 그래도 자신들은 해치마당에서 이 광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시설안에 계신분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광장에 있었던 나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광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또한 광장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광장의 존재자체를 모를 수 밖에 없는 공간이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다.

광장은 6개월 동안 끈임없이 움직이고 끈임없이 살아있었다. 광장의 무대뒤에는 촛불전날부터 무대를 만들고 행사가 끝난 후에

도 그 무대를 해체하기 위해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촛불의 무대를 채우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는 사

람들이 있었다.

촛불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잘 울려퍼지도록 함께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

야기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지막 촛불이 있었던 날 집행부와 연출팀들과 포옹을 하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며 농담처럼 “우리 다음주에 진짜 안만나는

거 맞아?”, “이제 토요일에 뭐하지??”라며 웃었다.

처음엔 서로 알지 못해 불편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광장을 함께 만들어 간 것은 아닐

까? 하지만 그 광장 안에서도 우리가 미쳐 알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알아가고 함께 하는 광

장이 계속 되길....

사람들의 광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광장을 위해서...

<첨부1- 2016년 12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 자유발언 내용>

오늘은 스물네번째로 맞는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역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지 1,565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선언합니다. 

11월20일, 전주에서 한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11월23일, 경기도 여주에서 또다시 한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이유는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선택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모가 살인자입니까.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 문란의 결과입니다.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공간이동’이라는 장애인의 삶을 담은 랩가사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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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약속” 

장애인들은 이동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도 못받고, 일자리도 없는 지옥같은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 꽝이었습니다. 

“흥! 닥치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딴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 받는 병신인줄아나! 

닥쳐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냐!!” 

장애인들은 방구석과 시설에서 쓸모없는 폐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장애인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쓰다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자본과 권력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모든 국인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것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파세모녀의 죽음 전에도, 그리고 죽음 후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복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재벌과 새누리당과 함께 그 패거리들의 탐욕만을 채웠습니다. 

박근혜는 총체적인 국정문란을 저지런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새누리당과 재벌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서 승리합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위 내용은 박경석대표의 동의하에 기재함)

<첨부2-2016년 12월 31일 청각장애인 김세식님의 자유발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수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농인 김세식입니다.

촛불집회에 수화통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번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화통역 창이 너무 작아서 답답했는데 요즘에 약간 커졌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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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 작은 창마저 없다면 전 세상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없는 근혜국가를 만들고 있었더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간 건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광화문지하역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 앞에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살려 달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화마에 돌아가신 송국현님을 비롯한 12명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저처럼 목소리가 아닌 온 몸으로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외친 건 아닐까요?

그 모든 외침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문형표전 복지부장관이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와 그 하수인 문형표장관의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 올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과 그 부역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면 그 분들의 한이 조금 풀리실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촛불과 횟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수화창이 보이시나요? 

저 수화창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저 작은 수화창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창이 작아질수록 세상과 단절되어 정보의 숨통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광장에서 ‘이게 나라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위 내용은 김세식님의 동의하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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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ae Deok (Manager, Cleaning Administration Division, Jongno-Gu Office)

김재덕 (서울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present He is in charge of regulation of illegal dumping of industrial and household wastes and handlng of civil complaints. 

현재 주 업무는 산업·생활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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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and Gentlemen,

I am Kim Jae-deok from street cleaning department of Jongro-gu Office.

From the first candlelight rally on October 29, 2016 until the last 23rd assembly on April 29, 2017 in Gwanghwamun Square, I 
served at the site.

At the beginning, the candlelight rallies of citizens generated all kinds of trashes and food wastes. So we tried to clear roads and 
clean up the streets even during the rally to ease the discomfort of citizens.

It is because the traffic will be running faster and the inconvenience of citizens can be minimized if we cleaners finish early.

The first and second candlelight rallies were a rally of garbage due to disorderly citizens.

Wherever the protesters passed by--roads, walkways, flower beds, and toilets--turned into trash dump sites.

Even the front and rear sides of police buses, wherever the space was, were piled up with trash. 

Our District Office employees put over 100 pieces of 200-liter large trash bags on many spots three hours before the rally started, 
and also placed 100-liter trash bags around the area. But that was not enough.

So our department head and others responsible held an emergency meeting and decided to change the way we clean the streets.                   

In addition to our regular street cleaning, we recruited 60 volunteers and had them distribute 100-liter trash bags to citizens and 
ask the citizens to throw trash into the bag after the assembly.

At that time some young people started to voluntarily clean up the streets with us.

The media intensively covered the news calling them "river snail brides [as in Korean fairy tale]," and all the people, young and old, 
men and women, started to help to clean the streets and remove trashes. 

Some citizens removed stickers from police buses that others stuck during the rally, and this was also covered by the mass media, 
drawing keen public attention. As time went by, the streets after the rally started to become cleaner and cleaner. 

Of course the volunteers and the assistance of citizens taking part in the rally were not enough, but their voluntary cleaning was 
very helpful. More than anything else, I was touched by the evolution of the candlelight assembly that increasingly became orderly 
and mature.

As you know, many small and big rallies are held in Gwanghwamun Square every week.

Thanks to the so-called "river snail brides," other rallies also started to change for the better.

Those other rallies had previously left behind piles of trashes.

What the candlelight rally changed is that, from then on, hosts of assemblies started to do basic clearing and cleaning before they 
go home.

Large rallies generate a large volume of trash.

Regular police and riot police dispatched to the rally site for safety also generate a large volume of trash from their lunch boxes.

Total trash volumes are more than 60 tons a day.

I believe the nation is making progress step by step thanks to the people here who fulfil their role out of their own will.

The candlelight assembly not only changed the history of the nation but also changed the way they hold rallies peacefully. 

Before, violence and rock throwing made ordinary citizens stay away from the protest site out of fear that they might be hurt. But 
in the candlelight rally, even young children joined the rally in a baby carriage with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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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d my best at the candlelight assembly area in cleaning and minimizing citizens' inconvenience and was also lucky to witness 
the burning patriotism of the peopl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my unorganiz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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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종로구청 청소 행정과에 근무하는 김재덕 입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2016년10월29일 1차 촛불 집회부터 2017년 04월29일 23차 마지막 촛불 집회 까지 그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집회 이다 보니 온갖 쓰레기 와 폐기물,음식물 들이 발생하였고 집회 도중에도 많은 시민들 불편해 할

까봐 정리정돈 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빨리 작업을 마무리 해야 교통이 빨리 통행이되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하 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1~2차는 너무 무질서한 시민의식 으로 촛불 쓰레기 집회 였습니다.

집회시위 대가 지나간 곳은 여지없이 도로, 인도, 화단 화장실 할거 없이 쓰레기장 으로 변하고 있었고 심지여 경찰 버스 앞,뒤 주

변 공간만 있으면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직원들은 집회 시작 3시간 전에 곳곳에 100여개의 쓰레기 버릴수 있는 2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설치했고 중간중간에 100

리터 종량제 봉투도 준비해 놓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고 청소 방법을 바꿨습니다.

봉사활동 지원자들 60명 선출하고 100리터 봉투를 시민들게 직접나눠 줘가면서 집회후 쓰레기는 꼭 여기다 버려 달라고 요청하

고 간단한 대화 하면서 청소를 병행 했습니다.

그때 몇몇 젊은 친구들이 고생 많으시다며 자발적으로 저희와 같이 정리하고 청소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들을 우렁이 각시라는 표현을 쓰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시민들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정리 정

돈과 청소 하는걸 도와 주셨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버스에 집회때 누군가가 붙인 스티거를 떼워주고 정리하며 이런 모습이 메스컴을 통해 점점 이슈가 되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집회 후 거리는 깨끗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들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도와줘도 역부족 이였지만 큰 도움도 되었고 무엇보다 성숙된 집회로 서서히 변해가

는 모습이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매주 집회또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우렁각시로 인해 다른 집회나 행사도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행사나 집회 후 쓰레기를 버리고 방치하고 가는일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입니다.

촛불 집회로 인하여 변한 것이 있다면 행사 주최 측 에서도 기본적 정리와 청소를 하고 갑니다.

대규모 집회를 하며는 집회 쓰레기도 많이 배출 하지만 집회 안전을 위해 투입 되는 경찰과 전경 도시락 쓰레기도 어마어마 하게 

배출 됩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량이 60톤 이상 발생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처럼 양지 와 음지에서 자기 역활을 열심히 하다보니 이 나라가 한발 한발 진보 해나가는거 같습니다.

촛불 집회는 나라역사를 바꾸는데 큰 획을 긋는데도 일조 했지만 평화집회 문화도 기여 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폭력과 돌 투척 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은 다칠까봐 집회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유모차 타고 어린 

아이들 까지 같이 동참할 정도 였으니 말입니다~~~

저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청결과 시민불편 최소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두서 없는 얘기 끝까지 경청 해줘서 감사합니다.



Na Young (Chief Commissioner, Network for Glocal Activism/School
of Feminism (NGA/SF), Director of 'Center for agenda and action based on
Red-Green-Purple Paradigm’)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present Chief Commissioner, Network for Glocal 
Activism/School of Feminism (NGA/SF)
Director, Center for agenda and action based 
on Red-Green-Purple Paradigm'

She has served at Cultural Education Center 
and Cultural Policy Center of Cultural Action 
since 2003, and joined Network for Glocal 
Activism/School of Feminism (NGA/SF) in 2010 
and participated in the Rainbow LGBTQ Anti-
Discrimination Action, Network for Women’s 
Right to Decide Pregnancy and Delivery, and 
the Gender and Reproduction Forum.

The areas of her special interests include 
gender and politics and economics; 
fundamentalism and politics; reproductive 
justice; the red-green-purple paradigm; and 
glocal activism. 

Publications in which she participated 
include “Receipt Notification: I Was 
Discriminated,”“Consume Less, Exist More,” and 
“Still, Feminism.”

Introduction of the Network for Glocal Activism (NGA)

<Network for Glocal Activism (NGA)> 
established on the 18th of April, 2009. Activists 
from China, South Africa, Korea and Mexico 
jointly established NGA with the proposal of 
'Glocal Activism' to change the world. And we 
pledged to establish <School of Feminism for 
glocal activists (SF)>. Since then, we have been 
operating School of Feminism in each region. 
(Seoul, Beijing /and members are preparing SF 
in Gwangjou and Chiapas)

'Glocal' is compound word of 'Global' and 
'Local'. We call on activists in each country 
'Glocal Point (GP acronym)'. as joint subject of 
glocal activism.

현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적녹보라의제

행동센터장

2003년부터 문화연대문화교육센터와 문화정책센

터에서 활동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지구지역행

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

지개 행동,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

워크, 성과재생산포럼등에 참여해왔다.

성과정치·경제, 종교근본주의와 정치, ‘재생산정

의(reproductive justice)’, 적녹보라패러다임과 글

로컬액티비즘에 주된 관심을 두고있다.

참여한책으로<수신확인, 차별이내게로왔다>,

<덜소비하고더존재하라>, <그럼에도페미니즘>등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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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mocracy: Asking Questions Again about ‘Together’ and ‘Us’

Na Young  

Chief Commissioner of the School of Feminism of the Network for Glocal Activism

“There are countless reports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participating in the rally via SNS. However, the host is not 
establishing any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that is being committed against women at the rally, such as running 
away after touching women’s breasts and hips. Against this backdrop, attending the Gwanghwamun rally is no different from 
voluntarily walking into a den of sex offenders. (…) Criticism of President Park and Choi Soon-sil is no longer relevant to the clear 
goal of ‘bringing the corrupt privileged class to justice.’ President Park and Choi Soon-sil have been made into a representative 
symbol of ‘women’ rather than people in power. This is reflected in the overflowing number of comments made on ‘women’ rather 
than power, irrespective of where the comments are made, whether it be on the Internet or at the rally site. (…) At this rally of the 
people that is full of hatred toward women, women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eople.’ Women who attend the rally, at 
the risk of falling victim to sexual harrassment, are simply referred to as ‘women who demonstrate’ and nothing more. Who would 
be able to blame women for declaring that they will not attend the rally? Who would want to go to a place that is full of sexual 
harrassment and insult? Before arguing that attending the rally is a mission of the people or an order issued by the people, treat 
women equally as a part of the ‘people’ and ‘citizens,’ or women will become tired of ‘your fight’ steadily.”

The above quote is from a post that was made on a Facebook page called ‘Feminism of the Valley of the Winds’ on November 14, 
two days after the candlelight vigil on November 12, when the number of participants exceeded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This 
post soon had a great number of replies and led to many disputes. The administrator eventually deleted the replies which was 
followed by the blocking of certain users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or’s personal details. The Facebook page 
was eventually closed down. Although what eventually happened to the page is regrettable,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and remember the issues that were pointed out in the post and the discussions that ensued. This is because women actually had 
to deal with multiple layers of hatred throughout the proces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crippled ope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its long-term abuse were issues that were caused by the cartel 
of patriarchal political authorities that continued for dozens of years. Notwithstanding, the so-called ‘Park Geun-hye – Choi Soon-
sil Gate’ issue was easily transformed into general attributes of ‘women.’ The political capabilities and civic attitudes of women in 
general were belittled. Outdated old sayings that reflect sexual discrimination, such as ‘It is a sad house when the hen crows louder 
than the cock,’ were mentioned with enthusiasm on the streets. Female participants suffered greatly from sexual harrassment and 
assault at the rally site. Exhibits that satirized women’s physical aspects and attributes, rather than their power, were put up at the 
Square and on the Internet in great numbers. What was evident was the desire to maintain and rearrange the subject and space of 
politics to those of men, whether it be people in power or people leading resistance. This desire was expressed in a symbolic way, 
in which the Saenuri Party and Woo Byung-woo were feminized and were deemed punishable through rape. This issue began to 
surface more explicitly as the rally grew bigger and venues for making comments grew wider. It targeted women as well as other 
minorities considered as the political other, such as the disabled.

For this reason, some women declared, ‘We will no longer be simply regarded as demonstrating women at the rally, and will 
no longer attend the rally,’ upon experiencing all these circumstances at several rallies that were held after the people’s rally on 
October 29. On November 12, a ‘women’s rally’ was held separately as a prior rally. Afterwards, some participants formed a ‘Femi 
Zone,’ which was followed by detailed movements, such as the ‘Feminist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raising of 
agenda items in relation to ‘feminism politics.’ This shows that various dynamics took place at the Square to prevent the failure of 
Park Geun-hye from leading to the simple outcome of hatred toward women and from remaining as a ‘failure of female politics’ or 
‘failure of feminism’ throughout the process that led up to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after the impeachment. There is a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amid such dynamics. 

Factors that should be remembered from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Let’s go back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Up until a few month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n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did not actively leverage the ‘woman’ symbol. Throughout her political career, ranging from her joining of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in 1997 and election as a GNP assemblywoman for Dalseong County, Daegu, in the 1998 by-election to her 
selectio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Park did not emphasize that she was a ‘woman,’ as was the case with other female politicians. 
This is because there is nothing to gain from emphasizing that you are a ‘woman’ in Korean politics. Besides, Park Geun-hye had 
other destined symbolic elements, such as Park Chung-hee, Yuk Young-soo, and the 1970s. Considering the support she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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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onservatives, there was really no need to emphasize that she was a ‘woman.’ However, her approval rating dropped after 
her comments on the court ruling on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case in September and the announcement of her stance 
on the Chungsoo Scholarship Foundation in October. This is what led to Park’s final strategy, which was a ‘female president.’ Then 
Spokesperson Jeong Seong-ho of the Democratic Party criticized, “Candidate Park has no ‘femininity’ since she never lived a life 
that is concerned with childbirth, childcare, education, and grocery prices.” Professor Hwang Sang-min commented, “Living life as 
a woman in Korea refers to performing a woman’s roles rather than being born with different reproductive organs from those of 
men. Leading examples are getting married,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We call women who live this kind of life as women. 
We do not call a person a woman simply because she has different reproductive organs.” This claim had ramifications. However, 
these oppositions made by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strategies that were taken to symbolize Candidate Moon Jae-in as a 
‘strong man’ and an ‘outstanding patriarch’ to compare him to Candidate Park backfired. They increased the approval rating of 
Candidate Park among women in their 40s and 50s.  

Then Senior Researcher Lee Jin-ok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of Sogang University announced the outcome of interviewing 
five union members of the Sogang University Outsourced Cleaning Branch, which was affiliated with the Seoul Branch of the 
Korean Women’s Trade Union1)

Senior Researcher Lee analyzed that the support that low-income women in their 40s and 50s gave to Candidate Park reflected 
their desire to be compensated. They wanted to be compensated for the discrimination that they suffered as women in a 
patriarchal society through the symbol, ‘the very first female president.’ There was also distrust in conventional male-centered 
politics, which was heavily dependent on corruption and authoritarian rule. The Saenuri Party actively leveraged this fact and 
continually emphasized, “a female president equals political reform.” It used propaganda, encouraging citizens to think that the 
election of a female president would dramatically eliminate gender inequality in Korea. An examination of the percentage of votes 
earn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dicates that a greater number of women in their 20s to 40s supported Candidate 
Moon Jae-in, while more women in their 50s and 60s supported Candidate Park.  

These political circumstanc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clearly reflected how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and civic attitude are handled in Korea. In an attempt to criticize the female representativeness of Park, male 
intellectuals, politicians, and the Democratic Party questioned Park’s ‘qualifications as a woman’ based on the matter of reproductive 
organs or the experience of becoming pregnant/giving birth/getting married. Meanwhile, the Saenuri Party and Park Geun-hye 
Campaign Headquarters overcame the crisis by emphasizing the ‘femininity’ of Park Geun-hye. Women in their 50s and over truly 
experienced the patriarchal system throughout their lives, and thus sincerely wanted a ‘female representative’ to resolve their deep 
sorrow. 

This phenomenon does not take place when a man, which is set as the ‘default value’ of politics, becomes a representative. A male 
representative is not questioned about what gender he represents. Whether he is qualified as a representative does not become 
a subject of dispute simply because he is a man. Other similar matters are not disputed, such as what qualifications he needs to 
have ‘to represent men as a man.’ Men are naturally a ‘universal citizen-subject,’ and are thus basically qualified to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all people, irrespective of gender or age. However, once a ‘woman’ comes into the picture, the arena of politics 
becomes a venue of gender struggles. This is because women were always ‘the other,’ rather than a ‘universal citizen-subject.’ In this 
sense, there is a significant symbolic meaning in the anticipations that women in their 50s and over had towards Candidate Park to 
make them into a ‘citizen-subject,’ breaking away from the position of ‘other’ that they endured throughout their lives. Ultimately, 
Candidate Park was able to obtain her position as a subject through the authority of Park Chung-hee and also adopted a strategy 
that involved using women, which were the other, as a symbol of political reform. This enabled her to win the election based on 
the desires of the others.   

What is important is the fact that, once the disastrous aspect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re exposed and the 
surrounding foundation of the power that supported Park broke down, only the symbol, ‘woman,’ remained. When it was revealed 
that Choi Soon-sil was ultimately the one in power and suspicions were raised on various skin care-related procedures and drug 
use, the crippled ope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soon regarded as an issue of a ‘female president.’ Also, people 
viewed the situation as Choi Soon-sil (who was referred to by using female derogatory terms) controlling the female president and 
toying with Korea. Although the key factors were the cartel of power and power-related corruption that continued for 40 years 
as well as a network of preferential treatment, other keywords gained greater attention. These include women, beauty treatment, 
and shamanism. An example is the Sewol Ferry Disaster. In case of the ‘7 hours during which Park’s whereabouts were unknown’ on 

1) Lee Jin-ok, ‘Does Park Geun-hye really represent women?’, Pressian, November 13, 2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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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focus should have been placed on how the president failed to assume responsibility and take 
the lead in rescuing the passengers, thus committing a serious dereliction of duty. However, the media and political circles were 
instead interested in what kind of procedures were received during that time and who received the procedures.       

The crippled operat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 was reduced to a ‘universal femininity’ issue and the ‘failure of female 
representativeness.’ This issue easily manifested itself at the Square of the candlelight vigil in the form of degradation of women, 
sexist remarks, and attitudes that reflected hatred against women. The women and feminists at the Square had to fight for Park’s 
resignation, and also continue their fight against political subjectivation so that this chapter in the nation’s history does not remain 
as a ‘history of a woman’s failure.’

Feminists on the Square

When Prada shoes and cosmetic procedures, etc. are regarded as the archetype of femininity and as attributes of female politicians, 
and when the issue of Choi Soon-sil and Park Geun-hye is turned into a matter of femininity, which is then belittled, women as 
citizens and as a political subject are further pushed to the boundary of the ‘other.’ For this reason, feminists on the Square more 
actively raised issues with such comments. 

During the prior rallies, Femi Zone participants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stance on the state of affairs, and formed the ‘Femi 
Vigilance Committee’ to prepare for sexual assaults during the march as well as degrading and hatred comments and unauthorized 
filming. Once degrading or hatred comments against women, the disabled, etc. were made during a rally, a message was 
immediately sent to the Bisang Citizen Action to raise an issue. Also, the problems experienced and reports made by participants 
were collected and made into an archive. A response manual was created and distributed. Connections were made so that if a 
problem arises, women organizations in the Bisang Citizen Action are contacted to take legal action or to receive counseling. 
The earnest raising of issues on the Square led to the ‘Feminist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Thi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ndemn the state of affairs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s and to suggest a direction towards a ‘different world’ aft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going beyond simply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degrading and hatred comments. Also, feminists 
pointed out that an attempt to downgrade Park and Choi’s crime on grounds of them being a ‘woman’ and an attempt to distort 
the essence of power by saying ‘women’ are the issue were both problematic.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made by 13 
feminist groups and gatherings included extensive suggestions, ranging from those related to the essence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cartel of power to criticism of hatred toward women and a shift in the social paradigm. 

The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condemned the situation, stating that the struggles of 
Ewha Womans University led to the exposure of who was actually in power in the Park administration, but the significance of the 
struggles has been forgotten, and the only thing that remains is belittlement of women’s universities through Chung Yoo-ra, the 
daughter of Choi. The ‘Health and Alternative Gender Health Team’ strongly condemned the following comment made by Lawyer 
Yoo Yeong-ha: “Please respect the private life of the president as a woman.” It pointed out, “It is a deceptive, insulting, and cheap 
strategy to make it look like cosmetic procedures are a woman’s private life and natural desire.” It also argued, “What we need to 
fight against in the ‘Medical Gate’ of Chaum Hospital and Park Geun-hye is Park Geun-hye and the 1%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All of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ies that are still underway should be abo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and women, the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raised an issue with hatred and degradation 
that are based on development- and growth-centeredness and the notion of normality which continued from the era of Park 
Chung-hee throug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in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We reject women’s roles and position that are defined by society and will create a new meaning 
for women. We are frequently defined as being incompetent, but we have no intention of meeting the society’s standards of 
normality. We want a world where our existence itself gives us the right for our dignity to be acknowledged. We will wri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feminists, the disabled, and queer politics, and continually raise our voices. Our fight will continue until 
our existence is not insulted and our name is engraved in the constitutional value.” ‘Femidangdang’ stated that the role of a feminist 
is not to ‘collect clams when a tsunami is about to hit,’ but to ‘send out an evacuation signal when there is a tsunami, set lifeboats 
afloat, and fight against the tsunami to rescue every single person who is alienated and discriminated.’   

The Network for Glocal Activism stated, “Park Geun-hye’s cartel has instigated hatred by leveraging the modern lives of people in 
which they need to fend for themselves, an outcome of neoliberalism. The administration endlessly triggered anxiety by depending 
on military tension and alliance. It used ‘female president’ as a symbol, but the lives of women have become worse. We know clearly 
that they have regarded the people as dogs and pigs that should be tamed for their greed and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at 
they are joint principal offenders who took the lives of 304 people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It is now time for us to begin a 
bigger fight. We will put an end to the cartel of Park Geun-hye and patriarchal power groups, and hold them responsibl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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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they created.”

Is the Republic of Korea a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This is a song that has been sung 
since 2008 at candlelight vigils. It is the content of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what has been considered and maintained as a natural ‘order’ in Korea is where those with capital have power, while 
others live lives that are dependent on those with capital, based on a development and growth-centered ideology. The nation’s 
system grew on the reasoning that people had no choice but to be tamed by or to be obedient to the capital and power in 
order to survive, and the reasoning that those who disturbed this hierarchy or failed to meet the society’s standards on normality 
and efficiency were to be excluded through hatred,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This system reinforces the hierarchy by 
endlessly categorizing ‘qualifications to become a citizen.’ Reflecting on the lower positions that women, the disabled, youths, 
seniors, immigrants, sexual minorities, etc. are placed in is a way to determine the level of democracy of this system.  

There is still a long journey that needs to be taken to reach democracy. Back when he was a candidate, President Moon declared, 
“I will become a feminist president.” However, he postponed to ‘a later date’ the enactment of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and the abolishment of the abortion crime on grounds of ‘social agreement.’ In a televised debate among presidential candidates, 
Candidate Hong Jun-pyo asked if President Moon was opposed to homosexuality, and President Moon answered yes. Ironically, he 
became the ‘first presidential candidate to officially announce his opposition to homosexuality in an open setting.’

“Commies,” who were regarded as representing non-citizens/anti-citizens, have now been replaced by homosexuals and 
immigrant workers. In fact, the question “Do you support homosexuality?” has emerged as a way of justifying political censorship 
and stigmatization. Homosexuals and immigrant workers work and live as citizens throughout Korea, but are too easily driven 
away as ‘dangerous beings.’ Disabled persons are demanded to receive education and live their lives in a space that is ‘separated’ 
from the space of other citizens. Forms of hatred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increasing in their seriousness. This issue will 
become more serious when most female citizens are regarded as a tool for childbirth, when the value of housework/caring for 
others/bringing up of children is disregarded, and when women cannot be guaranteed a life as a laborer and citizen with an equal 
standing in society and homes, even if women are assigned to lead some major government ministries.  In the past, vested political 
interests were maintained by ‘naming people as commies,’ leveraging the security crisis to justify such conduct. Now, the same 
objective is achieved by ‘naming people as supporters of homosexuality.’ To ensure that we do not return to circumstances before 
the candlelight vigil in 2016, we need to newly set and define the position of citizens.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a considerable 
retrogression in the minimal human rights standards that were established before and even their foundation. The impact will be 
so significant that it will not remain as issues experienced only by women, sexual minorities, the disabled, and immigrant workers.   

Will citizens’ rights be enhanced so that they overcome the boundaries of a ‘well-tamed, nice citizen?’ Will citizens be able to 
overcome the boundaries of the norms that are demanded of citizens, rather than depending on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and authority? Will changes be made into a type of democracy where new relations are formed and people’s solidarity makes all 
people the subject of politics? By doing so, will the agenda items that are postponed to a ‘later time’ based on grounds of social 
agreement be handled in politics? Will people be able to anticipate a transition into a new society where various prerequisites are 
taken down in such areas as income, labor hours, and social security, including male, non-disabled, heterosexual, and blood family-
centered prerequisites, and where immigrants are not forced to assimilate into society in a certain direction? 

I hope we can create that opportunity. 

Let us not create an era where rights and equality are put aside for development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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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주주의, ’함께‘와 ’우리‘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며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SNS를 통해 집회 참여 여성들의 성추행 피해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는 ‘엉

만튀’, ‘슴만튀’ 성추행 범죄에 대해 주최 측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은 성

범죄자들의 소굴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향한 비판은 ‘부패 기득권층에 대

한 심판’이라는 명확한 목표에서 이미 한참이나 비껴가 버렸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상화되었

으며 이는 권력이 아닌 ‘여성’을 겨냥한 발언들이 인터넷이든 집회 현장이든 가리지 않고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입

증된다. (…) 여성혐오로 물든 민중총궐기에서 누가 ‘민중’을 부르짖든 거기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성추행 당할 위험을 무릅쓰

고 촛불을 들고 나가도 ‘시위녀’로 소비되는 것이 전부다.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여성이 있다고 해서 과연 누가 손가락

질할 수 있을까? 성추행과 성적 모욕으로 가득 찬 공간을 누군들 들어가고 싶을까? 민중의 사명이니 국민의 명령이니 떠들기 전

에 먼저 여성을 ‘민중’으로,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점점 ‘당신들만의 투쟁’에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처음으로 참가인원 100만 명을 넘겼던 11월 12일의 촛불집회 이후 이틀이 지난 14일,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이라

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는 곧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엄청난 논쟁과 관리자의 댓글 

삭제, 차단, 다른 이에 의한 관리자 신상 공개 등이 이어진 끝에 결국 페이지 운영이 중단되고 말았다. 비록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

오기는 했지만 이 글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이어진 논의들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탄핵 국면을 거치는 동

안 여성들은 다양한 층위로 중첩된 혐오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드러난 파행과 적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부장 정치 권력의 카르텔이 초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박

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여성'의 속성으로 쉽게 치환되어 여성 일반의 정치적 능력과 시민성 자체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나

타났다. '암탉이 울면 집 안이 망한다' 같은 케케묵은 성차별 속담이 신나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여성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숱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그들의 권력 보다는 여성의 신체와 속성을 가지고 풍자하는 전시물들이 광장과 온라인 공간 어디

서든 넘쳐났다. 권력을 가지든, 저항의 주체가 되든 결국 정치의 주체와 공간을 남성들의 것으로 유지하고 재배치하겠다는 욕망은 

새누리당이나 우병우 등을 여성화하여 강간으로써 혼내주겠다는 식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집회 규모가 커지고 발언의 장이 더

욱 확대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 등 똑같이 정치적 타자의 위

치에 있는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이어졌다. 

때문에 위의 인용글처럼 10월 29일 민중총궐기 이후 몇 차례의 집회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한 여성들 중 일부는 '우리는 더 이

상 집회에서 시위녀로 소비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집회에 참석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별도

의 사전대회로 '여성대회'를 열었던 11월 12일 이후 일부 참가자들은 '페미존'을 구성했고, 이 활동은 이후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비롯해 '페미니즘 정치'를 상상하고 의제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

에서 박근혜의 실패가 단순히 여성혐오로 소비되지 않고, '여성 정치의 실패' 혹은 '페미니즘의 실패'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

장에서 다양한 역동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며, 이번 대선은 분명 이와 같은 역동의 자장 안에서 치러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먼저, 시간을 거슬러 2012년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자. 대선 국면이 막바지로 치닫기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박근혜 후

보는 ‘여성’이라는 상징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1998년 대구 달성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

된 이후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박근혜는 여느 여성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굳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한민

국 정치에서 사실 ‘여성’이란 굳이 내세워서 좋을 것이 없는 카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에게는 박정희와 육영수, 70년대라

는 숙명 같은 상징이 들러붙어 있었다. 보수층의 지지기반만을 고려한다면 아마 굳이 ‘여성’을 내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데 9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판결에 대한 발언과 10월 정수장학회 입장 표명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자 그제서야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성대통령’이었던 것이다. 이에 당시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출산과 보육 및 교육,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은 박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고 비판했고, 황상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생식

기가 남성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라며 “대표적인 게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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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얘기하지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여성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의 

이러한 반발과 박근혜 후보와의 비교 전략으로써 문재인 후보를 ‘강한 남성’, ‘훌륭한 가부장’으로 상징화한 전략은 오히려 40-50

대 여성들의 박근혜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이진옥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에 소속된 서강대학교 청소용역분회의 조합원들 중 

다섯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결과1)를 발표하며 40-50대 저소득층 여성들의 박근혜 지지에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투

영된다고 분석했다.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가부장 사회에서 겪어야했던 차별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상받고 싶

은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그 동안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구태 정치가 비리와 강권 통치에 기대어 왔다는 점에 

대한 불신도 작동한다. 새누리당은 이 지점을 적극 공략하며 “여성 대통령이 곧 정치 쇄신”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

리고 마치 여성 대통령만 탄생하면 한국의 젠더 불평등이 극적으로 사라질 것처럼 선전했다. 결국 18대 대선 최종 득표율을 보면 

20-40대 여성들은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반면, 50-60대 이상 여성들은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드러났던 이와 같은 정치적 지형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시민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근혜의 여성 대표성을 비판하고자 했던 남성 지식인, 정치인들과 민주당이 생식기나 임신/출산/결혼 경

험 등을 통해 박근혜의 ‘여성 자격’을 묻는 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거대책본부는 박근혜의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써 위기 국면

을 돌파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통해 가부장제를 몸소 겪었던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여성 대표자’가 그 한을 풀어주기를 진

심으로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남성이 대표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남성 대표자는 그가 어

느 성별을 대표하는지 굳이 질문 받지 않으며,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어떤 자격을 지녀야 ‘남성으로

서’, ‘남성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와 같은 주제들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성은 당연히 ‘보편적 시민주체’이고, 따라서 남

녀노소 모든 이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성’이 등장하는 순간, 정치의 장은 갑자

기 성별 투쟁의 장이 된다. 여성은 언제나 ‘보편적 시민주체’이기 보다는 ‘타자’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타자’의 위치

에 있던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들을 ‘시민주체’의 위치로 만들어 주리라는 기대를 박근혜 후보에게 걸었다는 것은 상당히 상

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당시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권위를 통해 주체의 위치를 획득하고, 그 위에 타자

였던 여성의 상징성을 정치 쇄신으로 덧입히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타자들의 열망을 발판삼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파탄이 드러나고 그를 받치고 있던 권력의 주변 기반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그에게는 ‘여성’이

라는 상징만이 남아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순실이 비선실세로 드러나고 각종 피부미용 관련 시술과 약물 사용 의혹이 불거지

자 박근혜 정권의 파행은 곧 ‘여자 대통령’의 문제로 환원되었고, 대한민국은 여자 대통령을 조종한 ‘저잣거리 아녀자’, ‘강남 아줌

마’ 최순실에 의해 농락당한 상황이 되었다. 정작 이 파행의 핵심에 있는 40년간 이어져 온 권력의 카르텔과 권력형 비리, 특혜의 

네트워크보다 여자, 미용, 샤머니즘 같은 키워드들이 더 관심의 자리를 차지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의 경우 

왜 대통령이 구조에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으며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직무유기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 동

안 어떤 시술을 누가 받았는지만이 연일 언론과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가 되어버리는 식이다. 

박근혜 정권의 파행을 ‘보편적 여성성’의 문제로, ‘여성 대표성의 실패’로 환원시켜 버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곧 촛불집회의 광장에

서도 쉽게 여성비하와 성차별적 표현, 여성혐오적 태도들로 나타났던 것이다. 광장에 나온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이 역사가 ‘여성이 실패한 역사’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주체화의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광장에 선 페미니스트들

프라다 신발, 미용시술 등이 여성성의 전형이자, 여성 정치인의 속성으로 다뤄지고, 최순실과 박근혜의 문제가 여성성으로 환원되

어 비하의 대상이 될수록 시민으로서의 여성,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위치는 더욱 더 ‘타자’의 경계로 밀려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때문에 광장에 나선 페미니스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페미존의 참가자들은 사전집회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시국에 대한 입장을 나누었고, 행진 도중 성추행이나 참가자 개인에 대한 비

1) 이진옥, ‘박근혜는 과연 여성을 대표하는가?’, 프레시안, 2012.11.1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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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혐오 발언, 무단 촬영 등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페미 자경단’을 구성해 함께 대응했다. 집회 도중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비

하나 혐오 발언이 나오면 즉각 비상국민행동에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제기했으며, 참가자들이 겪은 문제나 제보 등을 모아 아카이

브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비상국민행동 내의 여성단체들에 연락하여 법률적 

대응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광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흐름은 ‘페미니스트 시국선

언’으로 이어졌다. 이 시국선언은 비하·혐오발언에 대한 대응을 넘어 페미니스트의 입장으로 직접 시국을 규탄하고, 박근혜 이후

의 ‘다른 세상’을 향한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 시국선언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들의 죄를 희석시

키려는 행위도, ‘여성’이 문제라며 권력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행위도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13개 페미니스트 단체, 모임의 시국

선언문은 박근혜 정부와 권력 카르텔의 본질에서부터 여성혐오 비판,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안을 담았다. 

‘정의당 이화여대학생위원회’는 이화여대의 투쟁의 결과로 결국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가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의미는 사라지고 정유라를 통한 여대 비하만이 남은 상황을 규탄했고,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은 유영하 변호사의 “대통령의 여

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용시술이 여성의 사생활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처럼 포장하

는 것은 기만적이고, 모욕적인 치사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차움병원과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에서 싸워야 할 것은 박근

혜와 1%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박정희 시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개발, 성장중심주의와 정상성을 잣대로 한 혐

오·비하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여성공감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의 역할과 자리를 거부하고, 여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자주 무능력하다고 규정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기준에 맞출 생각이 없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애 , 퀴어 정치를 새롭게 써나가며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모욕당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때까지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선

언했다. ‘페미당당’은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줍는 것’이 아니라, ‘해일이 몰려올 때, 대피신호를 쏘아 올리고, 

구명보트를 띄우고, 해일 속으로 뛰어들어 소외되고 차별받아 뒤쳐진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하는 것’임을 밝혀 많은 감동을 주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박근혜의 카르텔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각자도생의 삶을 파고들어 혐오를 부추겨왔으며, 군사적 긴장

과 동맹에 기대어 끊임없이 불안을 야기해왔다. 그들은 허울뿐인 ‘여성대통령’을 상징으로 내세웠으나 여성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

졌다. 우리는 바로 그들이, 민중을 자신들의 탐욕과 특혜를 위해 길들일 개, 돼지로 여기고,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공동정범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와 가부장적 권력집단

의 카르텔을 종식시키고, 그들이 야기한 파탄에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8년부터 촛불집회에서 늘 불리는 노래, 헌법 제

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개발과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본을 쥔 이가 곧 권력이 되고, 나머지는 그에 의존해 살아가

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당연한 ‘질서’라고 여기며 유지되어 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지거나 때로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 여기서 위계를 흩뜨리거나,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상성과 효율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은 혐오와 낙인, 차별을 

통해 배제시켜 간다는 원리를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해 온 체제였다. 이 체제는 ‘시민의 자격’을 끊임없이 나누고, 그럼으로써 위계

를 다시 공고히 한다. 하기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이 놓여있는 위치를 성찰하는 것은 곧 이 체제의 민

주주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민주주의는 멀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

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를 '나중'으로 미루었다. 심지어 당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고 묻자, "반대합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최초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를 공식적

으로 발언한 첫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덧 “빨갱이”로 상징되던 비시민/반시민의 자리는 동성애자, 이주노동자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아예 “동성애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정치적 검열과 낙인찍기의 명분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동성애자와 이주노동자는 엄연히 이 사회 곳

곳에서 일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위험한 존재들’로 내몰린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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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분리되어’ 교육받고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여성들에 대한 혐오폭력의 양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의 장

관직 일부가 여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성 시민 대부분이 출산의 도구로 여겨지고 가사/돌봄/양육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

며 사회와 가정에서 평등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안보 

위기를 명분 삼아 ‘빨갱이몰이’로 정치기득권이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동성애 지지자 몰이’가 동원되고 있다. 다시 

2016년의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한다면, 지금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이다. 그렇

지 못한다면,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최소한의 인권 기준과 그 기반마저도 한참 후퇴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은 여성, 성소수자, 장

애인,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제 권리는 '잘 길들여진 착한 시민'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대통령의 의지와 권위에 의존하는 대신 시민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경계를 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서로의 연대가 모두를 정치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그런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그저 ‘나중’으로만 미루어지고 있는 의제들이 정치의 장에 설 수 있게 될까? 임금과 

노동시간,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혈연 가족 중심의 전제들을 깨고, 이주민에게 일방향의 동화만을 강요

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틈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개발과 성장의 뒷전으로 권리와 평등이 밀려나는 시대를 만들지 말자.  



Kim Nam Hun 
(Secretary General, Jeju Solidarity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School Meal)

김남훈 (제주ㅣ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

Career Backgrounds The former Chairman of the Students' Counci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former Chairman of the Jeju Youth 
Associ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former Co-Representative of the Jeju 
Headquarters of the South Commiss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former Head of the Planning Team, Jeju 
Movement for Resignation of Park Geun-Hye  

present Chairman of the Jeju Headquarters of the South 
Commiss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dvisor of the Jeju Assembly of the 18th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Secretary General of the Jeju Parents' 
Association for Right Education

Secretary General of Jeju Solidarity for Eco-
friendly Agricultural School Meal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제주통일청년회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

박근혜퇴진제주행동 기획팀장

현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집행위

원장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자

문위원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사무국장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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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eet Again at the Candlelight Plaza

Kim Nam Hun

Planning Team Leader of Jeju Act,  Movement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ark Geun-hye, step down!""The Saenuri Party, dissolve!" "Arrest Chaebols!" "Get rid of corruption!"

In October 2016, expansiveplazas throughout Korea lit up with candlelights.

People were shocked at the news of President Park Geun-hye's manipulation of national affairs and the disclosure of her attempts 
to take personal gains through secretive links to Choi Soon-sil. Tons of people took to the streets. Until the spring of 2017, more 
than 17 million Kore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Jeju, participated in candlelight rallies. In Jeju, more than 56,000 
people took part in numerous candlelight rallies.

Candlelight vigils in countless plazas helped trigger a hugewave of protests against the sitting president. 

The candlelight rallies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shook the entire Korean society to the core. The rallies created 
a sense of hope that people power could finally make changes to the Old Order of the Korean society, which every ruler of the 
country has tried to change but failed since National Liberation (1945).

People saw the possibility of eradicating corruption that has accumulated for so long and creating a new society. Most importantly, 
people saw in the candlelight plazas that they themselves were about to make those changes, instead of heads of state or political 
forces. The experience of candlelight rallies that ended up removing the sitting president of Korea from office was particularly 
overwhelming to Jeju citizens who had previously been scared to raise their voices against the huge state power due to their 
painful memories of the Jeju Uprising (Apr. 3, 1948) and its fatal consequences.

"Open the Plaza to Rallies!" 

Farmer Baek Nam-ki who had been left in critical condition after being knocked over by a police water cannon during a 2015 
popular indignation protest in downtown Seoul later died in 2016. In Jeju, the Jeju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Uprising & 
Struggle Headquarters (hereinafter the Jeju Committee) took the lead in holding press conferences, candlelight rallies, installation 
of a group memorial altar, and protests against autopsy of the deceased. 

Before that, Jeju began to call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t the Jeju People's Rally held on Oct. 22, 2016and startedholding 
a candlelight vigil a week later on October 29.After confirming that the public opinion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mong the citizens of Jeju surpassed the expectations at the first candlelight rally, the Jeju Committee decided to propose the 
formation of 'The Jeju Region Emergency People Power Urging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participated in by not only the 
member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and all other organizations working in Jeju on November 4. Candlelight vigils continued 
across the country with a sharply increasing number of participants.

The Seoul rally held on November 12 was participatedin by more than 1 million people. The Jeju candlelight vigil held on the same 
day was attended by a staggering 5,000 people who filled Jeju City Hall's Eoullim Square and surrounding streets. 

The Jeju candlelight rally was the biggest since the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the importing of US beef in 2008 for fear of mad 
cow disease. That means that people's accumulated angst against the regime was so immense.The anger against the regime soon 
flared up into people's protesting against the unfair and unjust social structure and the reality that they were forced to face without 
any hope for improvement.

Most notably, numerou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candlelight rallies at the onset of the candlelight vigils 
held across the country because of the rigging of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for Choi Soon-sil' daughter Chung Yoo-ra 
combined with their frustration about 'the Hell Joseon (Korea), the dirt spoon world' waiting for them even after they win the 
fierc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the job market following college graduation.Starting with the '5th Jeju Citizens' 
Candlelight Rally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held on November 19, 2016, the Jeju Committee secured a space 
where large numbers of people could participate in candlelight vigils in a safe environment.

"Calling for Impeachment" 

On November 16, 'Jeju Act, Movement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Jeju Act)' 
was formed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civic organizations in Jeju what agreed on the request for the president's im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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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gnation. On November 17, Jeju Act announced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in Korea and began to take full-fledged 
actions. The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joined Jeju Act reached 103 (finally 107). It is the biggest civic organization ever to be 
organized in the history of Jeju, which is indicative of the scale of Jeju citizens' wrath about the corruption charges of the Park 
Geun-hye regime.

The formation of Jeju Act was meaningful not only in terms of its scale but also in the sense that civic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political positions and orientations got together for the single goal of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In the background was 
their sense of mission that the regressions from democracy during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must be corrected by all means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s' positions.

The Jeju Committee organized Jeju candlelight rallies until the 4th rally held on November 12th. Jeju Act took over and began to 
host candlelight vigils in Jeju starting with the 5th rally held on November 19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candlelight vigils 
kept increasing because the impeachment proceedings were initi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Jeju Act became actively 
involved in the request for the president's resignation with an increased number of organizations.

On October 27, the Student Un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released its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followed by similar 
declarations issued in November by other student and youth groups as well as civic organizations, labor unions, religious institut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for musicians, for instance. The Student Un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eachers College declared 
a unified student strike and took to the streets to call for the president's resignation. Also of note, it turned out that the proposed 
state-issued history textbooks described the Jeju Uprising on April 3 (1948) in a malicious and distorted point of view. Consequently, 
a number of elderly members of the 4.3 Bereaved Family Association joined candlelight rallies while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textbooks. 

On December 3,2016, impeachment was fil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7th Jeju Citizens' Candlelight Rally' was 
participated by 11,000 citizens, the largest crowd ever to gather in one location in the history of the island, who called on the 
National Assembly to impeach Park Geun-hye with one voice. I was just happy to be there at the historic site with many fellow 
citizens.

On December 9, the National Assembly overwhelmingly voted to impeach Park Geun-hye. It was a historic moment as the country's 
people power of candlelight protests, instead of theestablishment, overthrew the ruler who caused the country's democracy to 
experience a severe regression while taking a whole host of measures against the interests of ordinary citizens in office. 

"Candlelight Has Won." 

Naturally, following the impeachment, Koreans including the citizens of Jeju deman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uphol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More than 80 percent of Koreans wan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uphold the National Assembly vote 
while Park Geun-hye's approval rating plummetedto a record low of 4-5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candlelight rallies began to dwindle as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was voted onat the National Assembly.People were 
exhausted: They took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take part in rallies so many times. Another reason was that they though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definitely decide in favor of the upholding the impeachment vote. 

 The so-called Taegeukgi (national flag) rallies against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grew in force during the period.In Jeju, an 
extreme far-rightgroup staged a "lecture against the impeachment" and received lots of condemnation from the majority of Jeju 
citizens.It grew cold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decreased. Still many Jeju citizens gathered at the Jeju City candlelight plaza to 
demand that the political circl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to go against the wishes of the majority of Koreans. 

In the trial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Blue House connection with chaebols was revealed. Jeju citizens stronglycalled 
for the arrest of Lee Jae-yong, the de-facto leader of Samsung Group, the punishment of Woo Byung-woo and other regime 
collaborators who joined forces to destroy democracy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most notably,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Prime Minister Hwang Kyo-ahn serving as Acting President of Korea.

In fact, most Koreans demanded the punishment of not only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but also many regime collaborators 
and even chairmen of chaebols because they knew that the evils of Korean society could never be destroyed only through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Also of note, candlelight rallies in Jeju Province were not limited to Jeju City. Seogwipo City, including Daejeong-eup, from the 
country's southernmost island also held candlelight vigils. Though a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the rallies continued against all 
odds,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boosting anti-president public opinions in their communities. Apart from the demand 
for the president's resignation, Jeju Act alsoheld round-table discussions with rally participants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ㅣ47

Plenary Session 1 / 특별 세션 1

issues raised at candlelight rallies.

In retrospect, Jeju Act was faced with lots of difficulties, ranging from financial pressure to a shortage of seasoned manpower to 
launch such massive rallies so often.Yet, it managed to hold more than 20 candlelight rallies participated in by more than 56,000 
citizens, which would have impossible with citizens' robust support and engagement. The costly facilities such as the stage and the 
audio-visualequipment were provided by relevant businesses almost free of charge. Various organizations continued to provide 
lots of food and an array of goods required for candlelight rallies and associated events. Numerous citizens participated not only 
in rallies but also in fundraising without which Jeju Act could not have held candlelight rallies until the end. Among the genuine 
heroes of the candlelight victory were a number of artists and performers in the fields of magic, pungmul (a Korean folk music 
tradition), madangguk (traditional Korean theater), artistic performances and dance. They not only refused to accept honorariums 
but paid quite an amount of money to stage their performances.Though hidden behind the scenes, the working-level staff of Jeju 
Act worked feverishly, too, to organize almost two dozen rallies from start to finish every weekend, from morning till night.People 
gathered in the plaza voluntarily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cause. No one was mobilized or forced to attend the rallies. Jeju Act 
believes that Jeju citizens' strongconviction about democracy, as demonstrated in their candlelight rallies, led to the candlelight 
victory of 2016. 

Candlelight rallies continued throughout the country for another three months following the impeachment vote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tri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ent on for four months. On March 10, eight sitting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animously 'upheld the impeachment vot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uled to 'remove Park Geun-hye from thepresidency.' 
As a result, the crusade to depose Park Geun-hye from thepresidency, which began in the winter of 2016, concluded with the 
historic victory of citizens, a first in Korea to dismiss the president through people's will. 

Jeju Act that planned and organized rallies to depose Park Geun-hye in Jeju Province watched her being arrested on March 31 and 
held a news conference to declare the end of its historic mission. 

On the surface, the candlelight protest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Park Geun-hye was the citizens' verdict on her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her abuse of power for private gain. However, the protest, in fact, was the people's demand 
for fundamental changes in Korean society. Koreans who had suffered seriously from injustice and corruption as well as numerous 
anti-democratic practices for nearly a decade came out and gathered in a plaza and achieved a specific goal of removing president 
Park Geun-hye. Most importantly, allKoreans, young and old, witnessed the truth that there is no power that candefeat the people, 
which can become a valuable asset for the fundamental changing of Korean society.

Some call our last winter's achievement the Candlelight Resistance: others call it the Candlelight Revolution.What is clear is that 
inherent corruptionis not completely wiped out yet. The path to robust social reforms has yet to open wide. I believe that the 
candlelight vigils against the corrupt president should serve as the driving force behind a new social revolution. 

I earnestly hope that none of us will ever forget the passion of so many people that took the time to come together in a plaza every 
weekend despite the weather in order tofight for truedemocracy in the country. We managed to keep the candlelight alive despite 
the so-called 'biting wind' in winter. I will be looking forward to a day when we will all rise again, taketo the street, meet in the plaza, 
and ask for a revolution instead of staging a protest. 

(an excerpt ofthe action report of Jeju Act, 

Movement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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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촛불광장에서 만납시다.

김남훈

박근혜정권퇴진 제주행동 기획팀장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을 구속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2016년 10월, 전국 곳곳에 거대한 촛불광장이 열렸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최순실과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 

2017년 봄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무려 1,700만여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물론 제주에서도 연인원 5만6천여명이 촛

불을 들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거대한 항쟁의 물결이었습니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은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해방 이후 누구나 바꾸려했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사회의 구

질서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긴 세월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권력자도 아니고, 정치세

력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촛불광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4.3항쟁의 아픈 기억속에 국가권력의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에게 끝내 박근혜 퇴진을 이뤄낸 촛불광장의 경험은 더욱 더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광장을 열다’

2015년 민중총궐기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연명치료중 끝내 돌아가시고, 제주에서도 민중총궐기제주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촛불집회, 분향소 설치 등의 부검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는 10월 22일 제주민중대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10월 29일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촛불집회에서 제주도민들의 박근혜 퇴진 여론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1월 4일에는 민중총궐기제주

위원회 참가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내 단체들에게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지역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제안하기로 결정합니다.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갈수록 참가자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1월 12일 서울에서는 100만명이 넘게 모였고, 제주에서도 무려 5천여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집회장소인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과 인근 도로까지 도민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수입저지 촛불집회 이후 제주에서 최대 인원이 참가한 촛불집회였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누적된 분노가 컸다

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분노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구조와 더 이상 갈 곳 없을 정도로 내몰려왔

던 민중들의 현실에 대한 저항과 분노였습니다. 

특히 촛불집회 초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려졌는데, 정유라 부정입학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회에 나가도 

생존마저 막막한 ‘헬조선, 흙수저 세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11월 19일 ‘박근혜 하야 촉구 5차 제주도민 촛

불집회’부터는 대규모 인원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탄핵을 외치다’

11월 16일 박근혜 하야에 동의하는 제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정권 퇴진 제주행동(약칭-제주행동)’을 결

성하고 다음날인 11월 17일 출범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됩니다. 제주행동은 출범 당시 103개 단

체(최종 107개 단체)가 가입해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체였으며, 그만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분노의 정도

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행동 결성은 참가단체의 규모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1987년 이후 최초로 각 단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향과 상관없이 ‘박

근혜 퇴진’이라는 단일한 목표로 모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체 간의 여러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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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퇴행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제주도민촛불집회(11.12)까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11월 19일 5차 촛불집회부터는 제주행동

이 주최하기 시작합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도 횟수를 더할수록 증가했는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급박하게 정세가 변화

하기도 했고 본격적으로 제주행동이 퇴진투쟁을 시작하면서 참여단체가 한층 더 확대된 까닭도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이 11월에도 계속되었고, 청소년, 학생, 교수, 시민단체, 노동조합 뿐만 아니

라 종교단체와 제주지역 음악인까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국선언을 통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주교육대학

에서는 동맹휴업 후 거리행진까지 하는 등 학생들의 분노도 계속 확산되어 갔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 4.3항쟁을 악의적

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부분 고령이신 4.3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 대거 촛불집회에 참여, 국정교과서 폐

기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인 12월 3일 ‘제7차 제주도민 촛불집회’에는 제주촛불집회 역사상 최대 인파인 1만1천여명의 제

주도민이 모여, 탄핵안 가결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결국 12월 9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취임 이후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온갖 반민중적 

행태를 일삼던 권력자를 정치권이 아니라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핵까지 이끌어 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이겼다’

탄핵 가결 이후 국민들의 요구,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졌습니다. 여전히 80%가 넘는 

다수 국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했고, 박근혜 지지율은 역사상 최저인 4~5%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이 가결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동안 일상을 뒤로 하고 계속된 촛불집회에 참여하느라 피로가 

누적된 이유도 있었고, 국민여론의 흐름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

다. 반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는 상대적으로 더욱 극성을 더해갑니다. 제주에서도 극우성향의 단체가 ‘탄핵반

대 강연회’를 열어 많은 도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참가자도 점차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들

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촛불광장을 지키며 정치권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재벌들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면서, 공범인 이재용 구속 뿐만 아니라 박근혜 체제 하에서 민주

주의를 파괴해 왔던 우병우 등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특히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도 퇴진할 것을 제주에서도 강력하게 요구

하게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뿐만 아니라 부역자, 재벌까지 처벌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은 한국사회의 모순이 결코 권력자 개인의 진퇴로 해결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제주지역 촛불집회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서귀포시와 국토 최남단 대정읍에서까지 열렸습니다. 비록 참가자 수는 적

었으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촛불집회를 이어가면서 퇴진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됩니다. 제주행동에서는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사회문제들을 도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한 자리로 원탁토론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재정적으로나 준비실무능력과 실무인력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제주지역에서 연인원 5만6천여명이 

참여하는 20여 차례의 촛불집회를 이어갔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열성적인 지지와 후원,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산이 많이 들어가는 무대와 음향, 영상장비 등 집회 기본설비는 관련업체가 생계를 개의치 않고 거의 무상수준으로 지원해 주었습

니다. 매번 촛불집회 때마다 각종 먹을거리와 물품, 부대행사 참여까지 후원해 주신 단체들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집회

참가는 물론이고 기꺼이 촛불모금에 동참해 주신 제주도민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촛불집회는 도중에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거

기에 공연비는 고사하고 자비를 들여가며 참가자들에게 멋진 노래와 마술, 율동, 풍물, 마당극, 퍼포먼스, 춤 등을 선사해준 문화예

술인들 또한 빠질 수 없는 촛불승리의 주역입니다. 집회 기간 내내 주말을 반납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작과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준 제주행동 단체 실무자들도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동원과 강제가 아닌 자발성과 연대가 광장을 

가득 채웠고, 촛불집회를 지탱해 준 마음들이 제주도민들과 만나 촛불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3개월간의 촛불집회와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

원일치로 ‘탄핵심판 청구인용’, 즉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16년 겨울부터 시작된 박근혜 퇴

진 투쟁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역사적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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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박근혜 퇴진투쟁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제주행동도 3월 31일 박근혜 구속까지 지켜본 이후, 4월 5일 기자회견을 끝

으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은 표면적으로는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를 사적으로 남용한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으나 그 과정에

서 터져 나온 요구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지난 역사속에서 부정과 부패, 불의와 반민주

주의에 시달려왔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뛰쳐나왔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무

엇보다 어떤 권력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한 것이야말로 이후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소중

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어떤 이는 촛불항쟁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이는 촛불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폐는 청산되지 않

았고 사회대개혁의 길은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은 새로운 사회로 가는 혁명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주말이면 광장으로 모였던 그 간절했던 마음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칼바람 앞에 흔들리

는 촛불을 끝까지 지켜냈던 우리가 이제는 항쟁을 넘어 혁명을 갈구하는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다시 만나는 날

을 기다려봅니다.

(박근혜정권퇴진제주행동 활동 보고서에서 발췌함.)



Yoo Giman (Director of a Bureau of Constitution,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Jeonbuk Regional Council)

유기만 (전북ㅣ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1999 ~ 2004 Head of the Counseling Division, Saint Joseph 
Gunsan Workers’ Center

2002 ~2 004 Director of Saint Joseph Iksan Workers’ Center

2006 ~ 2008 Head of the Support Team, Jeonbuk Support 
Center for the Unemployed

2009 ~ Sep 2016 Chairman of the Operating Committee, 
Yeonchan Culture Institute

Oct 2016 ~ Present Head of the Organizational Division,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Jeonbuk 
Regional Council

1999년 ~ 2004년 성요셉 군산노동자의 집 상담부장

2002년 ~ 2004년 성요셉 익산노동자의 집 소장

2006년 ~ 2008년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원팀장

2009년 ~ 2016년 
9월

연찬문화연구소 운영위원장

2016년 10월 ~ 
현재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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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Lingering Memories of the Candlelight Plaza 

Yoo Giman

Chief of the Situation Room for Jeonbuk Emergency State of Affairs Conference for Emergency Citizen Action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rector of a Bureau of Constitution,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Jeonbuk Regional 

Council)

As I was in charge of the Situation Room during the candlelight protest, I had an opportunity to introduce what the candlelight 
vigil in Jeonbuk Province was all about to the memb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For the presentation, 
I look back at local newspapers and a variety of actions we took in Jeonbuk.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few of my most 
outstanding memories of the candlelight plaza and what happened there.

1. Jeonbuk Students' Contributions

Until December 3, 2016 when the impeachment bill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e number of participants holding candlelight 
vigils in Jeonbuk kept breaking records week after week. The explosive growth of participants in the rallies was attributable to 
the efforts of various civic, social and labor organizations, but it was largelyaffected by the active engagement of students, too.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rallies particularly in small 'aging' municipalities served as a driving force behind the spread 
of public opinions in favor of impeachment and the increased engagement of citizens. What made the students' engagement in 
the candlelight rallies distinct was the fact that this time they created their own space in rally sites and made their opinions loud 
and clear as opposed to all the previous students' passive participation in rallies including the2008 US beef protest for fear over 
mad cow disease.

"Over 20 students from Gimje Middle School including a senior Jo Yoon-seong held a protest rally in front of Home Plus - Gimje 
Branch at 18:00 on November 1 and marched as much as 3 kilometers to the City Hall intersection, holding placards they prepared 
themselves. They said, 'We couldn't help it. We had to take to the streets.' They added that they hoped that the president and all 
othe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related to the so-called Choi Soon-sil scandal would take a look at their small actions, reflect on 
what they did, and repent as much as possible." <The Buan Independence, November 4, 2016>

“More than 5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amwon, Jeonbuk held a candlelight vigil at 18:30 on November 9 to call for 
the President to step down. They gathered at Namwon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and held a candlelightmarch for about 
500 meters to the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The rally was largely organizedby a student club called 'Narabit (The 
Light of the Nation)' of Namwon Girls High School, all of whom in the club aspire to become policewomen. Students of Namwon 
High School and Namwon Yongseong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e rally, too. Students are said to have promoted the event 
through social media.”<The Leader (anewspaper devoted to legislation and state affairs), Nov. 9, 2016>

In municipalities with KCTU branches, many KCTU officers served as working-level staff at the local chapters of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sidents of relatively small municipalities such as Iksan and 
Gunsan were shocked at the mass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first and second candlelight vigils held in early November.As 
many as 2,000 citizens gathered in each of the rallies held in the cities with fewer than 300,000 residents, respectively, and more 
than 70% of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TONG (Teen On Generation) Youth Reporters of each locality covered rallies in their communities and publicized them through 
various media outlets. The following areparts of the report written by a TONG youth reporter based in Gunsan.

"On the 11th when the last candlelight rally was held, so many students participated in it that you could have called it a student 
rally. The Gunsan Student Union (hereinafter the Union) and the student unions of five high schools in Gunsan including Gunsan 
Girls' High School, Gunsan Nam High School and Gunsan High School joined forces to announce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Thiswas largely due to the contributions of the Union that the representatives of so many schools in Gunsan got together 
and released the Declaration. The Union is a group of young people and students in Gunsan who are interested in students' 
autonomy and human rights in various areas with strong commitments to taking necessary actions. The Union held a meeting 
on November 5 and what its members could do about the country's historic political situations. At its executive meeting held on 
the 8th, the Union decided to release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and prepared for it. As a result, the November 11th 
candlelight rally was largely led by students together with the release of the Union's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Writing 
with Pictures: Sim Gyu-ri, Jo Hye-jin, Kim Ji-yeon (Juniors at Gunsan Girls' High School and TONG youth reporters)

http://news.joins.com/article/208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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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lso joined forces to release declarations of the state of affair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candlelight rallies. The student union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released a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on October 28 due to students' increasingly strong demand despite the fact that its leadership had run on the promise of 
not getting involved in political affairs. Other universities in Jeonbuk Province followed suit.

What provoked students to organize themselves and get involved so actively in the protest against the political scandal of the Park 
Geun-hye regime? The primary driving force was their anger at the rigging of the admissions process for Chung Yoo-ra and the 
country's first political scandal associated with behind-scenes counsels to the President. I personally think that the sinking of MV 
Sewol also motivated them to organize themselves and take actions to a significant degree. Many student speakers at candlelight 
rallies confessed that it was the tragedy of the MV Sewol that forced them to open their eyes to the country'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following is a brief interview with a student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rganization of a youth candlelight vigil in Jeonju.

Interviewee: Lee Je-wook (Vice-chairman of the Jeonbuk High School Student Union Leadership Alliance) 

What compelled you to participate in candlelight vigils?

“Really shocking to many students - myself included - were the interventions to Park Geun-hye'spresidency from her secret 
confidante.I thought that young voices would be helpful, and so I took part in rallies and made speeches.”

Was there any reason that the Jeonbuk High School Student Union Leadership Alliance held separate rallies for the thousandth da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the call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 took part in a ceremony commemorat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I felt a lot there. I met bereaved 
families, too. I felt that the truth must be shared by many others. So we decided to hold the 1,000th day ceremon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t the same time as a candlelight rally calling for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under the name of the 2nd 
Youth Cultural Festival.”

Do you think that the sinking of the MV Sewol has affected the students' decision to participate in candlelight rallies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Yes, I think so, although I am not sure whether the two things are directly linkedfrom students' perspectives. Personally, I was not 
so much interested in social issues until the MV Sewol sank with so many students, which has since opened the floodgates for me, 
if you will.I was a freshman in high school then. Social issues did not attract my attention. I thought that I woul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Then, the MV Sewol sank. I have since paid keen attention to many social issues. I have since changed my mind and 
considered majoring in sociology. Although the final decision is yet to be made, I have prepared for the possible change of my 
college major to sociology.”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an academic report presented by a student club of JangsuBaekhwa Girls' High School at the 
National Community Building Contest that was held a short while ago:

We would like to change society's voice that forced the students of Danwon High School to "Stay put there." We must read the 
message that the MV Sewol is sending to our society. Our Freshmen Humanities Exploration Team would like to do its best to help 
make necessary changes. Thank you.

- [Humanities Exploration] Freshman Team (a student circle) of Baekhwa Girls' High School 

[an entry in the category of "The Futur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Youth" at the National Youth Academic Contest as part 
of the National Community Building Contest]

2. Democracy atthe Candlelight Plaza

During the candlelight protest period, we held a roundtable with 100 residents of Jeonbuk Province. The residents were diverse, 
rangingfrom the young to the old. One of the topics at the roundtable was, "If you can change just one thing in your neighborhood, 
home, school or workplace, what would it be?"Opinions were as diverse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voted on the 
most pressing issues from their perspec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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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li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expansion of direct democracy were selected as the two most compelling agenda items 
to promote. Although the above were the opinions of 100 participants in the roundtable, their input seems to deeply reflect the 
directions that our society must pursue down the road. The two agenda item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erms of the upgrading 
of democracy in our society. How can we nurture a culture of discussion on an equal footing?' How can we guarantee and exp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Probably as the reflection of such a social atmosphere, the candlelight plaza realized a new type of rally culture characterized 
by the aboli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expansion of citizens' direct engagement. At every candlelight rally, the speeches 
of civic organizations' representatives were brief while ordinary citizens took enough time to express themselves. 30 citizens 
participated in a candlelight current affairs discussion whereas a roundtable was joined by 100 citizens. In the event that any 
type of discriminatory remarks against women or youths were made at the plaza, immediate protesting followed. How much 
democracy we can secure in a plaza has now become as important as what kinds of demands are made there.Previously, people 
who gathered at a plaza were faced with a formidable power (the military police) to fight against together. That is no longer the 
case. A higher level of democracy can be expected of those at a plaza.

3. What about Candlelight Rallies in Localities?

Jeonbuk is inhabited by over 1.8 million people. Three major cities such as Jeonju, Iksan and Gunsan are home to as many as 1.2 
million people. The rest consists of rapidly aging rural areas with the proportion of seniors standing at about 18% at the moment. 
The senior rate jumps even higher to the range of 30% ina number oftowns with a population of 20,000-30,000 people, respectively, 
such as Muju, Jangsu, Jinan, and Imsil.

Initially, many municipalities and counties in Jeonbuk had a number of local branches of Emergency Citizen Action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with different names and organizational charts as they were launched at different 
times. Aside from this, Buan County held candlelight vigils without the involvement of any particular organization at all, and Gimje 
County held candlelight rallies organized by a few individuals without any association with organiz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ncial chapter and local branches of Emergency Citizen Action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was 
equal, with local branches setting their own rally schedules after referring to the provincial chapter's meeting results.Regarding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s, each local branch is destinedto itsown fate. For instance, Imsil County has replaced the branch with 
the County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Muju County has decided to maintain the branch, which is now fully 
operational. 

Agenda Ratings

Abolition of authoritarianism - Establishment of equal relationships at school, workplace and home, and promotion of 
a discussion culture 

32(38.6%)

Expansion of direct democracy - Stabilization of a discussion culture and expansion of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31(37.3%)

Community recovery - Talent donatio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guards, cleaners, etc.), feeling 
empathy about others' lives, a culture of mutual respect

25(30.1%)

Invigoration of neighborhood gatherings - Securing gathering space in communities, having meetings in neighborhoods, 
resident education 

25(30.1%)

School - Diversification of testing methods, focus on basics,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21(25.3%)

Transportation - Invigoration of mass transit and bicycling, promotion of mobility rights for the disabled  17(20.5%)

Economy - Local sharing economy, the rural basic income system,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ies through farmers' 
cooperatives

12(14.5%)

Local welfare - Reduction of (generational) pay gap, Community Bapsang campaigns 12(14.5%)

Resident engagement - Expans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the autonomous resident police system 8(9.6%)

Playgrounds - Transformation from uniform to eco-friendly playgrounds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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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way, during the peak of candlelight rallies calling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local branches in Jeonbuk held 
rallies on weekdays so they could concentrate on rallies held in Jeonju (provincial capital) and Seoul, and Jangsu and Namwon 
Counties held candlelight rallies every evening,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o 
uphold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vote. What impressed me the most during the popular struggle against the corrupt 
government was that a number of residents of Jeonbuk municipalities and counties traveled far to Jeonju and even Seoul every 
Saturday, for months on end, to take part in candlelight vigils at their own expense.

Solidarity between local civic organizations has been strengthened. Previously, there was mistrust among local civicorganizations 
about forming an alliance for various reasons. Trust has been restoredas they held candlelight rallies together under the banner of 
a single national organization and called for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involved in the historic political scandal. 
They now join hands to deal with their local issues effectively. It is a very positive post-impeachment outcome that many local civic 
organizations can form an alliance with one another to try to solve their respective local issues together. For example, more than 
60 civic organizations based in Jeonbuk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t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ongoing massive strikes of 
media workers' unions. They have also joined forces to establish emergency response committees about several pressing issues 
faced by Jeon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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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을 돌아보며 느낀 몇 가지.

유기만

(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전북비상시국회의 상황실장,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촛불 항쟁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북지역 촛불에 대해 소개할 일이 있었다. 소개를 위해 다시 

지역 신문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지난 촛불 광장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북지역 학생들의 활동

전북에서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까지 촛불을 숫자는 매주 최대 참여인원을 갱신해왔다. 이런 폭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까지는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활동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인구가 작고 고령화된 시

군에서 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탄핵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촛불집회에 참

여하는 학생들의 활동 중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광우병 촛불 때는 준비된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촛불 때는 스스

로 장을 만들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김제중학교 3학년 조윤성 군 등 학생 20여명은 1일 오후 6시부터 김제 홈플러스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후 시청사거리까지 

3km 가량을 손으로 직접 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거리에 나왔다.” 면서 최순실 사태와 관

련된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대통령이 자신들의 작은 움직임을 보고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안독립신

문 2016년 11월 4일 인용>”

“전북 남원지역 고등학생과 중학생 등 500여명이 9일 오후 6시30분부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은 남원교육문화회관에 집결한 후 SC제일은행까지 500m 가량 촛불 행진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래 경찰 직업을 희망하

는 남원여고 학생 동아리인 ‘나라빛’에서 중심이 돼 이뤄졌고, 남원고와 용성중 학생들도 행사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행사를 홍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6년 11월 9일 인용>”

민주노총 지부가 있는 시군 같은 경우 민주노총 간부가 각 시군 시국회의 실무자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익산, 군산

의 경우 11월 초에 있었던 1차, 2차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굉장히 놀랐다고 한다.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 도시에

서 2,000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진행했고 70% 이상이 학생들이었다.

또한 각 지역 tong 청소년 기자단은 학생들의 활동을 취재하여 알리기도 했다. 다음은 군산 활동을 취재한 청소년 기자의 취재 일

부 이다. 

“특히 집회 마지막 날인 11일은 학생들의 집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참여했다. 군산청소년학생연합(이하 군청학

연)과 군산여고, 군산남고, 군산고 등 군산지역 5개 고등학교가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협력하여 

한 자리에서 시국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청학연’의 역할이 컸다. 군청학연은 학생자치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천

을 할 의사가 있는 군산의 청소년·학생들의 모임이다. 군청학연 학생들은 지난 11월 5일 ‘우리가 이 시국에 할 수 있는 일이 없

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8일 학생회장단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일 집회는 고등학생 시국

선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집회로 진행될 수 있었다. <글·사진=심규리·조혜진·김지연(군

산여고2) TONG청소년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0872904”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시국선언과 행동들이 활발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회가 스스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정했음에도 빗발치는 학생들의 요구에 10월 28일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북지역 다른 대학도 시국선

언과 행동이 잇따랐다. 

이렇듯 학생들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겠지만 직접 행동을 조직하고 나서게 된 것에는 세월호 사건도 큰 영향이 되지 않았

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촛불 집회 당시 발언을 하는 학생 중에 사회와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세월호 사건이

었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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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주에서 청소년 촛불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학생의 짧은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 이제욱(당시 전북고등학교학생회장단연합 부의장)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와 많은 아이들이 박근혜 국정농단은 충격적이었다. 청소년이 발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발언도 하게 되었다.”

전북고등학교학생회장단연합회에서 세월호 1,000일과 국정농단 시국 문화제 별도로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많이 있었다. 유가족도 처음 뵙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1,000일에 즈음하여 국정농단 시국문제와 함께 제 2회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세월호 사건이 영향이 있는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포문이 되었다. 당시 고 1이었는데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진로로 체육을 전공하려 했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찾아보면서 진로도 사회학으로 변경했다. 아직 사회학을 하겠다고 정한 건 아니지만 대학 전

공을 사회학으로 선택하여 공부 중이다.”

아래는 얼마 전 진행된 마을만들기전국대회에서 장수 백화여고 동아리 학술대회 보고서 결론이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했던 사회적 목소리를 바꿔가고 싶습니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읽

어내야 합니다. 우리 인문학탐험 1학년 팀이 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백화여고 자

율동아리 [인문학탐험] 1학년 팀 이었습니다. V브이V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전국청소년학술대회 중 청소년이 본 미래사회에 출전]

2. 촛불 광장의 민주주의

지난 촛불 항쟁 기간 중 시민 100명과 함께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참여 계층은 다양했다. 그 때 나눈 토론 주

제 중 하나는 “동네, 집, 학교, 직장에서 내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였다. 모인 사람 숫자만큼 의견이 나

왔고 그것을 몇 개의 주제로 묶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제 득표

권위주의 타파 - 학교/직장/가정에서 평등한 관계, 토론문화 활성화 32(38.6%)

직접민주주의 확대 - 토론문화 정착, 생활정치 확대 31(37.3%)

공동체회복 - 재능기부, 약자권리보호(경비 청소노동자 등), 타인 삶 공감, 상호 존중 문화 25(30.1%)

동네 모임 활성화 - 공동체가 모임 공간 필요, 동네에서 만나기, 주민 교육 25(30.1%)

학교 - 시험제도 다양하게, 학교에서 기초교육 탄탄하게, 청소년 인권 보장 21(25.3%)

교통 - 대중교통/자전거 활성화, 장애인이동권 증진 17(20.5%)

경제 - 지역공유경제, 농촌기본소득제, 농민협동조합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결 12(14.5%)

지역복지 -임금격차 축소(세대적 임금격차), 동네공동밥상 12(14.5%)

주민 참여 - 지방 자치에 주민 참여 확대, 주민선출자치경찰제 8(9.6%)

획일적 놀이터가 아닌 생태 놀이터로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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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타파와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원탁회의 참가자 100명의 의견이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평등한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분위기의 반영이었는지 촛불 광장은 권위주의 타파와 시민들의 직접참여 확대라는 방향으로 집회 문화 자체도 자리 잡아

갔다. 매번 총궐기 마다 시민단체대표의 발언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시민들의 발언으로 총궐기를 진행했다. 촛불 시국 토론회에

는 참석자가 30명이었으나 원탁회의에는 100명이 참여했다. 광장에서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제 광장의 요구와 함께 광장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전처럼 공권력이라는 

분명한 투쟁 대상이 앞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3. 지역 촛불은?

전북 인구는 180만 정도이고 전주, 익산, 군산이 그중에 약 120만 명 정도이다. 3개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농어촌이며 65세 인구

가 약 18% 정도로 고령화 되어 있다. 무주, 장수, 진안, 임실 같은 경우는 약 2만~3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

구가 30% 정도이다. 

전북지역 시군에서 결성된 시국회의는 각기 다른 명칭과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성시기도 제 각각이었다. 부안 같은 곳은 

아예 시국회의 같은 기구 구성없이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김제의 경우는 단체의 이름이 아니고 개인들로 구성된 촛불집회 추

진위로 지역 촛불 행사를 치루었다. 광역단위 조직 체계인 전북비상시국회의와 각 시군 시국회의의 관계는 자율적이었지만 전북

비상시국회의의 회의 결과를 각 시군 시국회의가 존중하여 일정들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가는 시스템이었다. 비상시국회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임실 같은 경우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군민회의를 결성하였고 무주 같은 

경우 촛불 때 조직된 무주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여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시군 시국회의는 매주 토요일은 서울과 전주 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평일 지역 촛불을 유지해왔으며 

장수와 남원은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까지 매일 촛불을 열기도 했다. 총궐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

다면 매주 토요일 각 시군에서 전주와 서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전주로 서울로 촛불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또한 강화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연대운동에 대한 상호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

했고 함께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총궐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간 협력으로 다시 신뢰가 쌓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 대책 활

동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원활해졌다. 탄핵 이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연대체를 구성하

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언론노조 파업의 경우 6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

으며 여러 가지 사안의 대책위 구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drew Jensen (Co-Founder , Remembering Sewol UK)

앤드류 젠슨 (영국ㅣ영국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설립자)

I have been active in Korean social issues since 2012 after learning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Korean workers and protesters, particularly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where peaceful protest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were routinely oppressed.   In 2012 I visited Gangjeong Village and saw the 
oppression at first hand and was impressed by the activists’ dedication to peace.

In London I initiated a group that became known as ‘Gangjeong UK’, and also ‘Save jeju Society’ at SOAS University where I was studying Korean Studies and Korean 
language.   We held demonstrations at the South Korean embassy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human rights abuses and destruction of marine 
environment.   Awareness raising talks and film screenings were organised in London and other UK cities, sometimes in cooperation with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K based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CAAB).  We were honoured to host speaker events with then Mayor of Gangjeong Kang Dong Kyun 
at SOAS Universitiy and at the annual conference fo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A growing knowledge of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s in South Korea, mostly ignored by international news media, led us to organise protests against the NIS 
election scandal that brought Park GeunHye to power.   When the Sewol ferry tragedy happened on April 14 2014 I was disappointed but not surprised by the useless 
and heartless response by Park GeunHye.  My wife was deeply moved by the tragedy and together we organised monthly silent demonstrations in London in solidarity 
with the Sewolvictims families.  This issue became hugely symbolic of the problems in South Korean democracy and has been our main area of activism.  We have 
formed friendships with some Sewol families and helped organise their speaking tours in the UK.  

In December 2015 we became active i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following the so-called ‘agreement’ between Park GeunHye and Shinzō Abe’s 
governments.  Following demonstrations at South Korean and Japanese embassies, I achieved a brief moment of fame for holding up a ‘Justice for Comfort Women’ 
sign in front of then UN General Secretary Ban Ki Moon, during his speech in London.  The image was widely circulated in Korean news media and on social media.  In 
truth, I was part of a group protest, with other activists leafletting the 2,000 attendees outside the venue and holding placards.  

Last year we were contacted by environmental activists protesting the Oxy scandal in London, at the AGM of British parent company Reckitt Benkeiser.   Through 
these contacts, I was proud to join their demonstrations in Seoul at the British embassy and at Oxy head quarters.  My wife and I were honoured to jointly receive an 
environmental award in recognition of our support. 

When the Choi Soon Silscandal broke last year, for me it came as no surprise to learn of Park GeunHye’s stupidity and corruption, but for many young Koreans it was a 
political awakening.  In solidarity with the candlelit protestors we organised demonstrations in London calling for Park’s resignation, and then impeachment.

With Park awaiting trial and a seemingly more progressive president in power, South Korean democray seems to be in a better place.  However, I feel president Moon 
must live up to peoples’ hopes and expectations, and with tensions ris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re is still a need for activists to hold those in power to 
account.  

With so many strands to justice and peace in Korea, we are founding a group this year called ‘deCrypt’, which will be active in all the Korean social issues I have described 
and any others that occur in the future.  

My main area of political activism is with issues in South Korea.  I attribute this to ‘fulid patriotism’ that makes me concerned about a country and people that I love.  
Apart from being involved in these issues I am also an admirer of Korean culture, particularly Korean indie rock music, vintage folk and pop music of the 1970s and 
early trot music from the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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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근로자와 시위자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자들이 자주 탄압받은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해 알게된 뒤 2012년부터 한국사

회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2012년에 강정마을을 방문해 시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 목격 했으며, 평화를 위한 활동가들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

았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강정UK’로 알려진 단체를 창립했으며, 제가 한국학과 한국어를 공부한 SOAS대학교(SOAS University)에서 ‘세이브 제주소사이어티(Save jeju 

Society)’를 창립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대사관에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해양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런던과 다른 영국도시들에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화와 영화상영회가 열렸으며, 이와 같은 대화와 상영회의 일부는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미군기지의 책임을 위한 영국기반 캠페인(UK based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CAAB)과의 협력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SOAS대학교에서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 회장과 함께 강연회를 개

최 하고,핵무장 반대운동(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연례총회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뉴스미디어에서 간과되어 온 한국의 부패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저희는 박근혜의 당선으로 이어진 국정원 선거스캔들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때 박근혜의 무심하고 쓸모없는 대응은 실망스러웠으나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세

월호 참사에 개탄하여 저와 함께 런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의 연대 침묵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의 주요 활동분야인 한국민주주의의 문제들을 상징적으

로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친구가 되었고, 영국 여러곳에서 이들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와 아베신조정부간소위 ‘합의’가 이루어진 후 위안부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하고, 반기문 당시 UN 사

무총장이 런던에서 연설하는동안 그 앞에서 ‘위안부에게 정의를(Justice for Comfort Women)’ 피켓을 들어 잠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뉴스매

체와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실 저는 행사장 밖에서 2,000명의 참석자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플래카드를 든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집단시위를 하는 중이었

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런던에서 영국 모기업 레킷벤키저(Reckitt Benkeiser)의 연례주주총회에서 옥시스캔들에 대해 시위하는 환경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의 교류를 통해 서울에 있는 영국대사관과 옥시 본사에서 열린 이들의 시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환경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최순실 파문이 불거졌을때 박근혜의 어리석음과 부패는 제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수의 한국젊은이에게는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촛불 집회 시위자들과 연대하여 런던에서 박근혜의 사임과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박근혜가 판결을 앞두고 있고 더 진보적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 한국민주주의는 진보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

며, 미국과 북한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직 운동가들이 한국의 권력자들과 관련하여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관심으로 올해 ‘디크립트(decrypt)’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제가 설명했던 한국의 모든 사회문제와 향후 발생할 모든 다른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요 정치활동 분야는 한국의 문제들과 맥을 같이 하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유연한 애국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 특히 인디록음악, 1970년대 빈티지포크와 대중음악, 1930년대 초기 트로트음악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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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intend to call my talk ‘Park GeunHye – My Part in Her Downfall’.  It’s a reference to a famous English humorous book, ‘Adolf Hitler – My 
Part in His Downfall’.  The book reveals how the author had small and seemingly insignificant experiences, but ultimately together 
with millions of others contributed to victory.   I will draw on my own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with some photographic 
illustrations.  I will not, of course, be comparing Park to Hitler! 

I will speak about my personal political awakening to problems in South Korea, and why I as an English person with a love of Korea 
felt compelled to support those in need.  I will describe how key issues have been ignored or misconstrued by international news 
media, and the positive role of citizen journalism.  I will speak about the need for ordinary people to hold the powerful to account, 
and the fantastic results that can be achieved by organising together.  I will conclude by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making 
international connections, and that despite improvements and victories the struggle for justice never ends.

초록

제 발표는 ‘박근혜의 몰락에 내가 관여한 일’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미국풍자 서적인 ‘Adolf Hitler – My Part in His Downfall(아돌프 히틀러의 몰락에 내가 관여한 일)’에서 따온 것입

니다. 이 책은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저자의 행동이 수백만명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모여 결국 승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저는 몇개 삽화를 이용해 제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물론 박근혜와 히틀러를 비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정치적 문제와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든 이

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뉴스미디어에서 핵심문제를 어떻게 무시하거나 오해 했는지, 그리고 시민기자의 긍정적 역할은 무엇

인지 설명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권력자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멋진 결과를 설명 하겠습니다. 

해외관계의 중요성 강조와, 개선과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향한 투쟁은 계속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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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Jung-Hoo Park 
(Representative, People of Montreal who Remembers Sewol)

박정후 (캐나다ㅣ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대표)

BIOGRAPHY 

I was born in Toronto as a Korean-Canadian and spent most of my childhood in Quebec. As my family’s situation forced me to move to Korea when I was nine, I had to 
re-adapt to the society, for I had become a Canadian-Korean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This made me go through a major identity crisis that lasted for years, 
which also made me want to come back to Canada, my home. However, when I did come back after turning nineteen, I have realized Canada was no longer the home 
I imagined it to be, for English – my mother tongue – was no longer my primary language and the culture was something that I could no longer understand: I have 
become a second-generation immigrant. 

My complicated national identity placed me in a state of pre-departure and/or post-arrival since I have always longed for Canada  whenI go to Korea and vice versa; 
as if my sense of belonging to a place is immediately lost when I reside in one of the two countries. Therefore, the act   of recolle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to sustain me as abeing, for bringing back memories to the present is an act to reaffirm my existence of today, a creation of meaning to live on. This mindset has been 
the driving force to me in being an artist. 

I have begun my training in filmmaking in Anyang High School of Arts in Korea. I have continued my studies in cinema while discovering new potential in expanded 
forms of cinema in Concordia University, where I will be completing my BFA degree in June 2016. 

EDUCATION 

2011 Sep ~ 2017 Jun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Canada 
Fine Arts Department (BFA) 
- Major: Film Production 
- Studied Under: Jean-Claude Bustros, MarielleNitoslawska, and Richard Kerr 

2007 Feb ~ 2010 Feb ANYANG HIGH SCHOOLS OF ARTS, Anyang, Korea 
Theatre & Film Department 
- Major: Film Production

WORKS 

LETTER(S) FROM A GAPPING ZONE (work in progress) 

Link: https://vimeo.com/119938699 (selected footage) 
- Description: 
Based on his father’s earliest memory – the moment when he climbed up a mountain to bury his one-year-old sister with his father – the filmmaker follows the traces 
of the memories of his father, grandmother, and other family members to trace back and pin point the exact location of his dead aunt’s grave. This experimental 
documentary brings in the idea of mise-en-abime by placing green screen images within the general cinematic frame in order to question, ontologically, the existence 
of images and the relationship with personal memories to it. It is a work inspired by discourses in video art and experimental cinema, especially the discourses built 
up on Peter Campus’ Three Transitions (1973) and the eizo (mechanical image) discourse that is developed in Japan, which is associated with works such as Takashi 
Ito’s Spacy (1981).

CONFINING THIRST (2017) 

Link: https://vimeo.com/213309534 (p/w: convergence2017) (excerpt) 
2017 Group Exhibition, Convergence, Visual Voice Gallery, Montreal, Canada 
Claire Gizowski’s research is studying the relationship of thirst in relation to the specific area of the brain: the clock. This area triggers a larger intake of water before a 
rest period, in other terms; it triggers the need to drink. This scientific revelation raised for us a philosophical question: do we have agency over our body? 

Confining Thirst, is a three-channel video piecebased on live performance, which translatesGizowski’s research into a poetic proposition. The performer reacts 
differently to the blue and yellow lights, making this a choreo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brain cells’ reaction to the optogentic techniques used in the research. The 
subject in our research– the human- is constantly confined in the spaces, which puts it in a struggle or an oneiric landscape. With projections, light, and the camera 
dancing around the performer, the piece portrays the conflict of the agent’s desire and the confining biological mechanism: internal versus, external stimuli.

FIELDS OF MEMORY (2016) 

Link: https://vimeo.com/179858423 
2015 Group Exhibition, Ignition 12, Leonard &Bina Ellen Gallery, Montreal, Canada 
This is a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piece – a collaboration project with Ivetta Kang and Matthew Wolkow – which is also an attempt to visualize how personal 
memories “are” in the passage of time. The visual realm of the personal memories – constituted with images from each artists’ personal archives, presented with 
narrations based on each of the artists’ mother tongues (English, French, and Korean) – is disrupted by the action of the metallic pounding, used in the force to 
construct; as if the present constantly alters memory – the becoming of a second order image of memory within us in our presence.  The work is inspired by ideas such 
as Deleuze’smental-image, Heidegger’s grouding, and Merleay-Ponty’s discourse on the body and temporality.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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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MNIA (2016) 

Link: https://vimeo.com/151878041 
2016 San Diego Underground Film Festival, USA 
2016 The Instant Video Poetic Festival, France 

Insomnia is a collective video that contains different personal-archived videos taken in different times and places by three filmmakers, Matthew Wolkow, Kevin Jung-
Hoo Park and Ivetta Kang. Through collecting three of those different spatio temporalities, the filmmakers deliver a mixture of aspects of non-space and straying 
various temporal cities. Using their own mother language highlights those gaps driven by the differences.

WORKS AS COLLABORATOR (selected) 

REBOUND (work-in-progress) 

Artist: Caroline Laurin-Beaucage
My Role: Cinematographer & Editor 
Companies: Montreal Danse, Loganisme, and Hub Studio 

2018 Projection on L’Edifice Wilder EspaceDanse

박정후는 몬트리올에 기반한 영화인이자 세월호 활동가다. 그는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와 역사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적인 이야기를 통

해 전달하는 방법들을 실험한다.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출범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의 일원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와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집회 방식과 행

사 방식들을 몬트리올 교민들과 함께 고민해왔다.



64ㅣ

Plenary Session 1 / 특별 세션 1

Abstract

Sewol as an Image, Sewol as Time

Because of the distance we are put in, the foreign activists have only been able to encounter the Sewol tragedy through the 
numerous images. Therefore, as a foreign activist,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about the images produced by the journalist 
apparatus.

My first encounter with the ferry Sewol was a photo of it sinking into the water. The photo, smaller than my cell phone’s screen I 
was looking into, looked as if the ferry was statically standing above the water. Even in the videos of Sewol, which I searched for 
after learning that nobody was actually rescued, the ferry was sinking in an extremely slow speed. It was a velocity that almost felt 
ridiculous, yet, simultaneously, the speed was enough to make me experience the time to feel powerless and wretched due to the 
fact I was not able to do anything at all behind the screen. According to the Korean dictionary, the word “Sewol (세월)” means: 1) 
time passing by, 2) situation one lives in, and 3) the world we live in. A ferry, ironically, named after this word was submerging under 
the water, and I lost everything that the word “sewol” meant.

The image that has become the beginning of the Sewol Tragedy was the most cinematic image that no great filmmaker can 
reproduce. Interestingly, as if the world was trying to give its equivalent response, there has been many images produced after the 
day of the tragedy. The tears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the waves of candles, police brutality over the protesters, the former 
president’s tears, her impeachment, and the ferry Sewol, which has come back from the deep sea. For the Sewol Tragedy has begun 
with an image and still remains as such incident, which I can only face with images, I am attempting to observe and analyze the 
images that have been produced by the tragedy until this point. Through such attempt, I am suggesting a certain way (out of the 
many other methods) to contemplate on how we can think about the Sewol Tragedy.

초록

이미지로써의세월, 시간으로써의세월

세월호 진실규명 운동을 해외에서 해온 나와 많은 교민들은 세월호라는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쏟아지는 이미지들을 통해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쏟아내는 이미지에 대한 사유가 해외 활동가로서 불가피했다.

세월호를 처음 접한 것은 세월호가 물 속으로 침몰하는 사진이었다. 핸드폰 화면보다 작은 사진 속에 담긴 거대한 철조물은 마치 

물 위에 고정된 듯한 모습이었다. 탐승자 전원 구조 되지 않았음을 알고서 찾아보게 된 세월호 영상은 사진과 크게 다름 없이, 너

무나 천천히 침몰하고 있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느린 속도였지만, 그 속도 때문에 화면 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황당

할 정도로 무력하고 비참한 시간을 느끼게 해줬다. “세월”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1. 흘러가는 시간, 2.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 그리고 3. 살아가는 세상’을 뜻한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느린 속도로 침몰해가는 동안, 나

는 천천히 “세월”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잃어갔다.

세월호라는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미지는 가히 어떤 거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영화적인 이미지였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는 듯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작용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산됐다. 유가족의 눈물, 촛불 시위, 과잉 진압, 전 대통령의 눈물, 그

녀의 하야, 그리고 다시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 나에게 이미지로 시작돼 여전히 이미지로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나는 세

월호 침몰을 시작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기까지의 시간동안 생산된 이미지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

를 사유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또다른 사유의 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k, Jin (Human Rights Activist, Dasan Human Rights Center)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997 to the present Dasan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Activist

20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of Young Adults 
(Youth Development Institute)
Co-author

2007 Human rights instructor for personal assistants 
of Gyeonggi-do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2008 Vocational training for teachers (Incheon Office 
of Education)

2009 through 2012 Wuridongne (A busines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Director

2010 The Advisory Committee for Enactmen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of 
Gyeonggi-do
Advisor

2010 A textbook on rights of young adults (The 
Youth Institute)
Co-author

2010 Vocational training for teachers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1 A textbook on human righ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1 to the present Lectures at Humanitas College of Kyung Hee 
University

2011 A textbook on labor and human rights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Co-author

2012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ode of Human 
Rights for public officials
Co-author

2013 Education on human rights for employe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13 The Advisory Committee for Enactmen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of Suwon-si

2013 through 2015 Vice Chairma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uwon City

2014 Human rights instructor for public official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2015 The report on the April 16 human rights status

2016 Member of the review panel for the educational 
curriculum for human rights instructo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997-현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4년 청소년인권백서(청소년개발연구원)

공동집필

2007년 경기도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인권교육강사

2008년 교사직무연수(인천교육청)

2009-2012 우리동네(정신장애인직업재활기업)

이사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0 청소년권리교재(청소년연구원)

공동집필

2010 교사직무연수(경기도교육청)

2011 인권위 인권 교과서 집필

2011-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의

2011 금속노조 노동인권교재 집필

공동집필

2012 서울시 공무원 인권강령 집필

공동집필

2013 서울대학교 병원 직원 인권교육

2013 수원시 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2013-2015 수원시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14 서울시 공무원 인권강사단

2015 4.16인권실태조사보고서 집필

2016 국가인권위 인권강사양성과정 심사위원

ㅣ65

Plenary Session 1 / 특별 세션 1

Moderator  / 좌장 
& Lecture  / 주제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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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The Triumph of Democracy

Park Jin

(Human Rights Activist, Dasan Human Rights Center)

President Impeached

March 22, 2017... For the first time in 1,072 days, Ferry Sewol emerges over the sea. The ship of (President) Park Geun-hye sinks 
and Ferry Sewol surfaces..., people say. Upon hear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o "remove President Park Geun-hye from 
her post," I felt my tense mind and muscle relieved. But the bereaved families of Ferry Sewol victims cried out against the Court's 
excluding Sewol from the reasons of impeachment, "Why exclude just Ferry Sewol?" As if to answer to the outcry, Ferry Sewol 
emerged above water. The dismissal of Park Geun-hye was the beginning of change. Innumerable deep-rooted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must go with Park Geun-hye in order for a real spring to arrive in Korea, people started to say.

The tampering of government, a byproduct of a 40-year-long collusion between Park Geun-hye and her confidante Choi Soon-
sil, escalated to the peak with the Chung Yu-ra scandal. There have been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in many administrations. 
People did not have a high expectation of the state and of society, but the privileges Choi Soon-sil and Chung Yu-ra enjoyed 
and their foul plays had people's patience run out. "People have struggled to survive..." and they felt the entire order that govern 
society negated by the privileged few. JTBC's report on Choi's tablet PC exposed the evidence of their betrayal. People got to learn 
about the role of the press that expose the reality of society. Disenchanted by the vanity of institution they built, people raised the 
candlelight in protest, one by one. When they gathered at Seoul Cheonggye Plaza at first, they never imagined that the protest 
will grow so big. There were 23 rounds of mass candlelight protests from the early winter last year to the spring this year, with an 
accumulative participation of 17 million protesters, which people never imagined would happen at first.   

The miracle achieved by the candlelight for five months reminds one of many earlier developments. After the third statement 
issued by Park Geun-hye, who was then referred to as "serial statement criminal" by the people, 2 million 320,000 people gathered 
in plazas across the country. In Gwanghwamun Square alone, 1 million 650,000 people gathered. The Presidential statement was, 
in short, "I have no intention to resign, and I pass the ball to the court of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Park's "political move" 
at the sign of hesitation by the non-Park faction of the ruling Saenuri Party in the face of impeachment and opposition party 
members' uncertain conviction in the seven hours of Sewol (when Park was absent from her post). The response of the people 
was enragement. The political circle quickly took notice. The eventual outcome was a landslide passage by the parliament of 
a Presidential impeachment. Upon hearing the statement of National Assembly Speaker Chung Se-kyun who announced the 
impeachment, April 16 Family Council (of Sewol sinking) Chairman Jeon Myeong-sun cried out, "Long Live 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The history may record it as an incident where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overcome by direct 
democracy of citizens.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 was held. Chairmen of Chaebol, or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were summoned to the 
parliament, who had been hard to get hold of in the past. Special Prosecutor started investigatio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Cho Yun-sun and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im Ki-choon were arrested for creating a blacklist of political targets; (Samsung group 
heir) Lee Jae-yong  was arrested on bribery charges; and Kim Kyung Sook was arrested for admission irregularity (for Chung Yu-ra). 
The invincible and powerful started to cave in before the law. Starting off with Hankyoreh (daily newspaper) and JTBC exclusive 
reports, all others followed suit. People praised the media that started to break from the past practice of reciting government 
press releases. People's rise in expectations kept the candlelight burning in the plaza. The words of Park Geun-hye's accomplice, 
"the candlelight will be blown off in one whiff" proved to be wrong. Someone said, "Since the candlelight is myself, it cannot be 
blown away." But the tenacity of Park Geun-hye who decided to stall was not easy to break. Presidential Office of Cheongwadae 
forestalled the issuance of search warrant, (Prime Minister) Hwang Kyo-ahn declined to extend the investigative period of Special 
Prosecutor, (Park's chief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oo Byung-woo slipped through legal fingers... Government-organized pro-Park 
protests in Park Geun-hye's behalf, disguised as voluntary civic demonstration, and their right-wing violence and abuse of words 
went out of hands. In the end, such violence cost three lives of protesters in an assembly against Park impeachment. But no one 
was held accountable. Even Park Geun-hye who led her supporters to death did not utter a single word of condolence. Our time 
elapsed just like that.

Revenge With Greater Democracy

The June 1987 Civic Uprising was triggered by the death of one young man. Not beguiled by the impudent announcemen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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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ure victim] just died at one moderate stroke," people took to the streets. To be exact, people took to the streets because they 
refused to pretend to be deceived. People who gathered on the streets faced off the combat boots of dictatorship that tried to 
stifle the voices of freedom. They faced head on the tear gases and baton beatings of riot police. But the people did not back down. 
They are the ones who brought about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irect election of President. July-August struggles by the 
labor, following the Uprising, led to the founding of democratic trade unions. What did the five-month-long civic uprising between 
2016 and 2017 bring about? How do we assess the triggering factor of this uprising of citizens?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were 
not something new in then administration. How does Park's confidante Choi Soon-sil's tampering with state affairs differ from 
the past? Was it just a rage over an incompetent female out of nowhere without any official title, former or incumbent, messing 
with state affairs with the state being held sway by her whim? Was it out of frustration that it was not just the President and state 
agencies who played into her hands but that chaebol was also the main body of evil corruption? Of many triggering factors, what 
stands out is the public outrage over the "unearned privileges and foul plays." Case in point is the incident of Chung Yu-ra, Choi's 
daughter. Chung's illicit admission into college and how it happened proved Chung's words that "Having right parents is part 
of one's talent." This sparked off the outrage of the general public who struggle to get by each day. This was unforgivable to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o I define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as the battle between "privilege and foul play" 
and "justice and equality." The tablet PC reported by JTBC prompted public interest but something else was an underlying force 
that provided added momentum.

Those who gathered at the plaza were free and peaceful. Though there was a debate over peaceful or unpeaceful means of protest, 
the power of an overwhelming majority was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force. The police refused to approve march toward 
the front of the Blue House, but the court consecutively ruled in favor of the host of assembly. The people were watching. No 
violence was reported while people marched toward the front of the Blue House. The police had treated the people like rioters 
before. In November 2015, the police shot a water cannon to a protest farmer, killing him. When the police stopped building walls 
with their police buses and using water cannons, no violence happened. The march toward democracy reminded the people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The march testified that people with bare hands were more mature than 
the state in tatters. Though not widely known, Gwanghwamun Square is a place that cannot be filed for assembly. Both roads on 
the sides of Gwanghwamun Square cannot be applied for march. It is becau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at does 
not permit assembly/demonstration within 100 meters from the embassy and on main roads. If the impeachment case had been 
dismi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17 million participants in the candlelight protest might have received a citation from court. 
There is a need for immediate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Gwanghwamun Square ordinances to ensure 
greater freedom and rights, as we remember the Act that banned nighttime assembly was ruled unconstitutional after 2008 "mad-
cow" candlelight protest.

On December 31, the public transport labor union unde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shrimp dumpling 
labor union under the Dumpli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parody of KCTU] held "Any Flag Festival" for jest. Antipathy to 
any flag evolved to acknowledgement of all flags. Flags that started with "Rhinoceros Beetle Research Society" [not a real society] 
led to the emergence of a satirical "High Altitude Sickness Research Society" flag after a news report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of 
Cheongwadae purchased a large volume of Viagra [before a visit to high-altitude nations]. Wits and humors led democracy. Places 
of assembly with one million people were clean without garbages after they left thanks to volunteers who cleaned them up after 
the event. Citizens who thought of the plaza as their own shared responsibilities. They did not exclude each other but listened 
to each other. Past chaotic sites now turned into a venue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Various signature collection and other 
campaigns were held. Voices mingled with one another in harmony. They took to the streets because they hated Park Geun-hye, 
but they learned about the world, people said. The plaza nurtured the body of democracy. Five months went by. And the power 
of people earned the result of Presidential impeachment. Five months were filled with people who stayed put despite freezing 
weather at minus ten degrees Celsius... and with those who held hands of their children barely walking through packed subway 
passages. It was the time of revenge with democracy bigger than the greed that soiled society. It was the play of the people, who 
were common but great because of the commonness.

Bring Candlelit Plaza into the Fold of Our Daily Life

"Were people at candlelit plaza happy?" A more apt question would be: "Can they be happy in the future?" After 23 rounds of 
candlelight protest, the most powerful person was brought down from power and sent to prison. But the Park Geun-hye system 
in the absence of Park Geun-hye continued for a significant while. An accomplice like Hwang Kyo-ahn served as acting President 
and got away, and Woo Byung-woo was not arrested. The question still haunts us whether there was a fundamental change 
and whether a fundamental change started to happen. What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aftermath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ime flies so fast that evaluating the latest Presidential election itself sounds tacky as things spin around so fast after 
the inauguration of a new administration. But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is still in progress. The impeach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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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election, the inauguration of a new administration, and future political developments down the road will all be part of 
the Revolutionary process, I believe.

First of all,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began immediately af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retroactively transported the energy 
in the candlelit square into existing political circle. The National Assembly passage of impeachment bill had already turned the 
political arena into a battlefield of Presidential election. Ironically, those who overcame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direct democracy started to flock to their choice of Presidential candidates and go crazy for them. The plaza that brought together 
17 million people was able to pass only one reform bill, the Ferry Sewol Salvage Act. Other reform bills, including voting rights 
from age 18, stopped at the doorstep of the parliament. The tenacious obstruction by the Liberty Korea Party and the irresponsible 
silence of the Bareun Party failed to bring about change. Moreover, the THAAD anti-missile battery that threate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deployed to Korea. Right-wing political circle represented by candidate Hong Joon-pyo during the race built 
its force with provocative remarks and hate politics and won votes of 25%, a segment that opposed the impeachment of Park Geun-
hye. During Presidential debate, candidate Moon Jae-in made a discriminatory remark on homosexuality in response to Hong's 
question. Though Moon recanted and clarified his stance, he failed to give an appropriate statement as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Majority of citizens are always excluded from the process where their destiny is determined. It was so at the beginning of 
impeachment process, and it was so in the election process. It was so at Milyang and Gangjeong, and now in Soseong-ri (THAAD 
site).

Nevertheless, the experience of determining one's own fate, through the process of struggle for impeachment and resignation, 
is precious. It is not easy to translate all the outcome of the experience and passion into the reality-driven politics. How can we 
migrate them to our daily lives? In Pokémon GO, a game of augmented reality, Pikachu runs around in the living room and on 
the streets. It is a reality that does not really exist. If the plaza of today is such a reality, we must be able to turn it not into an 
augmented reality but into a real reality. In the end, it all comes down to how we organize our own life in our daily lives. The history 
of democratic trade union began in July-August following the June 1987 Civil Uprising. Civic groups grew rapidly. Some say the 
June 1987 Civil Uprising is a failed, unfinished revolution that could not even change the hands of government. but we lived a life 
of three decades under a different system wrought by the June 1987 revolution. In that sense, the 2017 Candlelight Revolution 
signals the beginning of something new. Whether we admit it or not, a new system was kicked off. A generation that experienced 
triumph is more powerful than other generations. Those who experienced democracy cannot turn back the clock. The force... The 
force of change. What you can do right now is to meet more people. Go take part in town-hall meetings, create labor unions, and 
join school committees. Support one or more civic groups and create a book-reading club and a movie club. Do not look the other 
way when you witness injustice. Do not overlook the pains of others but share the thoughts of how we can survive together as 
fellow community members. When such talks and thoughts are shared, we can live a different life in a different world. The era when 
Park Geun-hye was a subject of a sentence is over. From now on, the sentence starts with "How 'I' should live." The revolution starts 
all over again, now.

In a candlelight assembl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 young electrician in his twenties say, "Park Geun-hye is gone, but I 
do not want a life in today's world for another 20 or 30 years." Another young person returning home after Gwanghwamun Plaza 
assembly says, "In the plaza, everyone is a companion and friend. It is filled with energy, and I feel happy. But the moment I take a 
bus for home, I becomes a jobless 20 something again. Is there any way I can bring the ecstasy of plaza into the fold of my real life?" 
It has been a while people worry about the lows of daily life that follow the highs of the plaza. Just as everyone was a player in the 
plaza, it is time to open up the plaza of one's own that will change his or her life.

So the question we must ask ourselves now is: "Will our life really change?"

<The Achievement and Significance of 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As the long march of 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that began from October 29, 2016 comes to an end today, we stand at 
a juncture where we do not yet comprehend the full impact of the Revolution that is still in play. In the year that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June 1987 Civil Uprising, however, we can confirm that the power of citizens brought down a corrupt power. We 
are proud that a new administration was launched with citizens' candlelight support. The Revolution was achieved by 23 rounds 
of people's action nationwide with a candlelight in hand until April 29 with 17 million participants in peaceful protest on the plaza. 

People who gathered in the plaza were free and peaceful. They were enraged by the collapse of social safety net and foundation 
of democracy caused by the unprecedented tampering with state affairs. People did not sit idly by. They castigated the hesitation 
of political circl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ir assembly in the plaza. They testified to the path of democracy that they 
wanted to take. Fellow citizens in the plaza acknowledged differences with each other and built a coalition without excluding one 
another. The plaza itself was a learning place of democracy and venue of festival full of wit and humor. The state power stopped 
resorting to violent means when faced with peaceful wrath of the people. A solemn learning process in keeping with the enor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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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of anonymous citizens prevailed throughout the revolutionary period. 

The People's Action for Immediat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will record all those days. We will record who gathered when and 
where. We will work on recording all of the days with candlelight in the chapter of history. We will pass the time and records of 
Candlelight Revolution to the citizens of the world and to future generations. Come October 29, 2018, we will disclose our records 
to the world. On that day, the players of the Revolution will gather and bear witness to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eradication of deep-rooted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and achievement of reforms as aspired by the Revolution.

We will commemorate the candlelight plaza of Gwanghwamun. Gwanghwamun will be remembered not as a past but as 
transformation in progress in the history of direct democracy beyond the achievement of 1987. We will confirm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 fundamental right, not subject to permit, and declare that the citizens are the owners of 
the plaza. We will declare, in the name of Candlelight Revolution, that the freedom to gather, express, and rally is a fundamental 
building block of democracy. 

A new thirty years of Candlelight Revolution of Citizens against unjust privileges and foul plays began. Just like today, citizens will 
always do their best in realizing an equal society through justice. On a day when the history evaluates today, it will record that 
citizens opened up a new era today as they lit up their daily life with the spirit of candlelit plaza. As fellow citizens, all members 
of the People's Action will be happy to walk that path together. We were happy during all those days with a candlelight in hand.

-Abstract from May 24, 2017 disbandment statement of the People's Action for
Immediat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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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 민주주의의 승리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3월 22일…1,072일만에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몸을 드러낸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네…라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목소리를 듣자 긴장했던 마음의 근육이 풀렸다. 하지만 탄핵 인용 사유에서 제외된 

세월호 유가족들은 절규했다.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그 외침에 대한 답이라도 하듯이 세월호가 올라왔다. 박근혜의 퇴진은 변

화의 시작이었다. 수많은 적폐들이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만 진짜 봄이라 말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최순실 40년 우정이 만들어낸 국정농단 사태는 정유라 사태를 정점으로 타올랐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부정 부패 스캔들

은 많았다.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최순실과 정유라가 드러낸 특권과 반칙의 지배는 인내심을 건드렸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살아 냈는데…’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느낀 건 아니었을까. JTBC의 테블릿 PC보도는 

배신감의 실체를 드러냈다. 동시에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언론의 역할도 알게 했다. 자신들이 디딘 체제의 허망함 앞에서 사람들

은 촛불을 들었다. 청계광장에 모일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초겨울을 통과해 봄을 맞을 때까지 23번

의 촛불, 1700만의 광장이 밝혀질 줄 알지 못했다. 

촛불이 이뤄낸 5달 동안 기적을 살펴보면 여러 날이 떠오른다. ‘연쇄담화범’이라 불리던 박근혜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전국 232

만명이 광장에 모였다. 광화문에는 165만명이 모였다. 담화 요지는 ‘하야할 뜻이 없으며 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취지였다. 탄핵소

추앞에서 흔들리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세월호 7시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야당의 속내를 간파한 박근혜가 던진 ‘수’였다. 시민

들은 분노로 대답했다. 정치권은 바로 눈치챘다. 결과는 압도적 다수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드러났다. 정세균 의장의 일성과 동시에 

터진 첫 목소리 역시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의 것이었다. “촛불시민만세!” 대의제 민주주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직접민주주

의로 돌파한 사건이라 기록하면 좋겠다. 

국회청문회가 열렸다. 한 명도 소환하기 힘들던 재벌들이 줄줄이 국회에 섰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었고, 특검이 수사를 시

작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조윤선, 김기춘, 뇌물죄로 이재용, 입시비리로 김경숙이 구속되었다. 꿈쩍도 않던 권력들이 속속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과 JTBC의 보도를 시작으로 온갖 언론이 특종들을 쏟아냈다. 정부 보도자료를 받아쓰던 언론들이 

제구실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이러한 희망은 광장의 촛불을 지켰다.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는 박근혜 공범

자들의 이야기는 먹히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촛불은 ‘나’이기 때문에 꺼질 수가 없다.”고. 그러나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영장청구를 가로막은 청와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법망을 빠져나간 우병우… 그리고 마치 

또 다른 민심인 것처럼 포장하며 등장한 ‘관제데모’와 ‘박근혜 집회’. 이들의 극우적 행동과 폭력, 폭언은 도를 넘었다. 결국 탄핵반

대를 외치는 집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지지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근혜 

역시 한마디 애도의 말조차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들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하자

1987년 6월 항쟁은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뻔뻔함에 속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

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속아주는 척도 못하겠다며 뛰쳐나왔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유의 숨통을 짓밟고 선, 독재의 군

화발에 맞섰다. 최루탄이 터졌고 경찰의 몽둥이질이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고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라는 변화를 만들었다. 

이어진 7,8월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2016년과 2017년을 관통한 5개월의 시민항쟁은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

을까? 우선 이번 항쟁의 촉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는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어떠한 직책을 가져 본적도 없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여성에게 국가가 좌지우지 된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 머리

부터 발끝까지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대통령과 국가기관뿐 아니라 재벌들까지 썩은 부패의 몸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괴감이었

을까. 많은 원인과 이유 중 두드러진 특징은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의 정서다. 특히 정유라 사건이 핵심적이다. 부정입학 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실체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 잘 만난 것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자신의 말을 입증했다. 이것은 안간힘 쓰며 살

아내는 국민 전체의 정서를 건드렸다. 절대 다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촛불시민혁명을 ‘특권과 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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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와 평등’의 싸움이라 정의해본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기폭제가 되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원인이 있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폭력, 비폭력 논쟁이 없지 않았지만 압도적 다수의 힘은 어떠한 물리력보다 위력적이었

다. 경찰은 청와대 앞 행진을 불허했지만 법원은 연일 가처분 소송에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을 보고 있었다. 청와대 앞

까지 행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을 폭도 취급했었다. 2015년 11월 청와대를 향해 가던, 농

민을 향해 물대포를 살수해 살해했다. 그러나 그들이 차벽과 물대포로 막지 않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엉망진창 된 ‘국가’보다 거리에 맨 몸으로 선 ‘국민’이 훨씬 성

숙한 존재들임을 보여줬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광화문 광장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다. 광화문 광장 양 옆 도로는 

행진 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다. 대사관 100미터 앞 신고가 되지 않는 집시법, 주요도로가 되지 않는 집시법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촛불항쟁에 참여한 1700만명 시민은 소환장을 받아야했을지 모른다. 더 많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당장 집시

법 개정과 광화문 광장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촛불 이후 야간집회가 위헌이 되었듯이. 

12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함께 ‘아무깃발대잔치’를 개최했다. 단체 깃발에 대한 반감은 어느

덧,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갔다. ‘장수풍뎅이 연구회’로 시작된 깃발들은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보도 이후 ‘고산병연구회’로 이

어졌다. 재치와 유머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백만 명이 머물던 장소는 사람이 빠져도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 자발적인 청소 봉사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광장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시민들은 책임감을 나누어졌다. 서로를 배제하지 않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귀 기울였다. 난장 같았던 사전 마당들. 공연이 있었고 전시가 있었다. 다양한 서명전과 캠페인이 있었다. 서로간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박근혜가 싫어서 나왔을 뿐인데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 세상을 배웠다, 는 목소리가 들렸다. 광장은 자체

로 민주주의의 몸을 진화시켜나갔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고, 그 힘은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영하 10도의 추위

에도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비좁은 지하철을 통과하면서도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던 손길들이 만든 시간이었다. 탐욕으로 더럽

힌 사회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한 이들의 시간이었다.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했던 이들이 주인이었다.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촛불광장에 선 시민들은 행복했을까?’ 아니 더 정학한 궁금증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23번의 촛불을 통해 최고 권력을 끌

어내렸고, 감옥까지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없는 박근혜 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되었다. 황교안과 같은 공범자가 직무대행으로 있으면

서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 나갔고,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변화했는가, 변화를 시작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성이고 있다. 촛불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지만 대선 기간은 어땠을까. 새정부 들어서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을 

평가하는 것조차 낡은 시간인듯한 속도감이다. 그러나 아직 촛불시민혁명은 진행중이다. 탄핵기간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새정부의 

시작과 앞으로 요동칠 정치일정 모두가 그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촛불혁명이후 바로 시작된 대선은, 촛불광장의 에너지를 기존 정치 공간으로 협소하게 소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미 국회 탄

핵소추안 가결이후 급속도로 대선국면으로 넘어갔다. 직접민주주의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했던 사람들은 아이러

니하게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에게 집중하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1700만이 모인 광장이라고 하지만 개혁입법은 ‘세월호

선체인양법’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18세 선거권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이 모두 국회 앞에서 멈췄다.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방해와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침묵 속에서 실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었다. 

대선 기간 홍준표로 대변되는 극우정치 세력은 막말과 혐오정치를 기반으로 세를 구축했고, 박근혜 탄핵 반대 의견 25% 만큼의 

표심을 얻는데 성공했다. 대선토론 과정에서 홍준표의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입장을 다

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 후보로써 적합한 의견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시민 다수는 늘 누군가에 의해 자신

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 탄핵의 시작이 그랬고, 그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다. 밀양과 강정에서

도 그랬고, 지금 소성리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퇴진투쟁 과정에서 촛불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은 소중하다. 이러한 힘과 열정

의 결과물을 현실 정치에 모두 담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일상으로 옮겨올 것인가. 증강현실게임이라고 불리는 포

켓몬고는 거실과 거리에 피카츄가 뛰어다닌다. 현실이되, 실제하지 않는 현실이다. 마치 지금의 광장이 그런 것이라면, 증강현실게

임이 아닌 진짜 현실의 변화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일상의 조직하는 방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7,8월 노동자대투

쟁으로 민주노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87년 항쟁으로 정권조차 바꾸지 못해서 실패한 미완의 혁명이라 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과 다른 87년 체제의 힘으로 3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2017년 촛불항쟁은 이미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인정하던 하지 않던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승리를 경험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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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 힘. 바로 변화의 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다. 반상회를 찾아가고, 노조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후원하고, 독서모임과 영화

모임을 만들자.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자. 그런 고민과 이야기

와 모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박근혜가 주어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주

어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 혁명은 지금 다시 시작된다.

경남시국회의의 촛불에서 자신을 전기공이라 밝힌 20대 청년노동자는 말한다. “박근혜는 없어지겠지만, 이대로 20년, 30년 살라

고 하면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서 가던 청년은 또한 말한다. “광장에 오면 모두 동지고 친구고, 

에너지도 넘치고 행복한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나는 다시 20대 청년백수가 됩니다. 광장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는 없

습니까?” 광장의 조증과 일상의 울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꽤 되었다. 모두가 주인이 되었던 광장처럼 자신의 삶을 바꿀 

광장을 열어야할 때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해야 할 질문은 '우리 삶은 변화할 것인가?’ 

<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2016년 10월 29일부터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

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럽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

만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

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 몸으로 증언했다. 광장에 나선 동료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이 온 기간 진행되었다. 

퇴진행동은 이날들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누가 모였으며 언제 모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할 것이다.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줄 것이

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 만큼 진

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기념할 것이다. 과거로 박제 된 기념이 아니라 1987년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현재진행형의 

날들을 광화문에 아로새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임을 선포할 것

이다. 모이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다.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

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써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

이 행복했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해산의 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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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human rights-related work, it needs to first form an organization and assign personnel.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related expertise and develop independence, local governments are recruiting outside 
experts and making other attempts, such as establishing a separate intermediate organization or making an organization 
independent.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use existing organizations. Departments that handle human rights-related work are 
different across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or Audit Department. Even 
when a separate, dedicated department is created, there is a differen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department’s 
size, composition, and work depending on each local government’s circumstances.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was voluntarily adopted without delegation by a high-level law or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This may provide the benefit of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are experiencing unnecessary trials and errors, in a state where even the matter of continued existence 
is unclear, in addition to difficulties in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year’s session will examine the various situations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Also,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ll be categorized into different types to determine the right direction. This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human rights-
related administration work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official at the national level.

지방정부 내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 별도의 중간조직을 두거나 독립기구화 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의 경우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치행정과나 감사과 등 각기 다른 성격의 부서들이 인권 업무를 병행하

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라도 그 규모나 구성, 업무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인권행정이 상위법의 위임이나 중앙정부 지침 없이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 간 협

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다양한 국내 상황과 함께 해외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인권 조직을 유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

고자 합니다. 향후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업무가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 공식화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oderator  / 좌장

Pilho Woo (Representative/Director, Institute for Human Rights Cities)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대표/소장)

Pilho Woo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Institute for Human Rights Cities and a member of the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Formerly, he was a member of Seoul 
Metropolitan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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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평화만들기 부대표,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을역임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맨 처음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저서로는 ‘인권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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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Jin (Team Leader, Gwangsan-gu Human Rights Team)

진주 (광주시 광산구 인권팀 인권팀장)

Career Backgrounds

Oct 1, 2015 to the 
present

Gwangsan-gu Human Rights Team

Mar 20, 2015 to the 
present

Member of the Planning Committe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Gwangju 
Metropolitan City

Dec 10, 2012 through 
Mar 17, 2015

Research Planning Team, Gwangju Trauma 
Center

Jun 2012 through 
Nov 2012

Researcher, the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Sep 2006 through 
May 2012

Researcher in the Right to Food and Health 
Programs, Asian Legal Resources Centre, Hong 
Kong

Mar 2001 through 
Aug 2004

Assistant Researcher, the May 18 Institute CNU

Research Activities

2001 through 2004 Documentation of testimony of the military 
comfort women 
(Testimony Documentation Team)

2004 Documentation of testimony of victims 
of atomic bombs (The Japanese Citizens’ 
Community Supporting Korean Atomic Bomb)

Planning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Workshops on Human Rights; 
and On-Site Survey on Human Rights

Jan 2007 through 
Jun 2012

In India, Nepal, Sri Lanka, Pakistan, the 
Philippines, Indonesia, West Papua, etc.

업무경력

2015. 10. 1 -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팀

2015. 3. 20 – 현재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

2012. 12. 10. 
– 2015. 3. 17.

광주트라우마센터 연구기획팀

2012. 6. 
– 2012. 11.

국제민주연대 연구원

2006. 9. 
– 2012. 5.

연구원, 식량권 및 건강권 프로그램 담당자

Asian Legal Resources Centre, 홍콩

2001. 3 – 2004. 8. 연구조교, 518 연구소, 전남대학교

연구조사활동

2001 - 2004 군 위안부 증언 기록 (증언 기록팀)

2004 원폭 피해자 증언 기록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시민회)

인권교육 및 워크샵 기획•진행, 인권현장조사

2007. 1.
- 2012. 6.

인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

아, 웨스트 파푸아 등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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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hould Human Rights be Respected, Protected, and Implemented
at Basic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Case of Gwangsan-gu-

Jin Ju

(Gwangsan-gu Human Rights Team)

1. Human rights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1)

Experience tells us that human rights-related work handled by a local government, whether it be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basic local governmen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ajor areas. One is to establish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the 
other is to enhance ‘residents’ human rights.’ If we were to simplify a local government’s roles and duties into execution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self-government, establishing administration that protects and guarantees human rights signifies the 
following: ① examining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violate human rights; ② examining whether human rights 
are overlook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ies; ③ examining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own policies and their 
execution sufficiently protect, resp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realizing this goal. Whil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can 
be realized mainly through laws and systems, ‘residents’ human rights’ can be improved and promoted by implementing human 
rights programs that are participated in by residents and that are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In both areas,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to improve human rights. Also, improvements are made to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culture activities are conducted to promote human rights.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that are required for a local government to commence human rights activities are laws that serve as 
the basis, an organization, and budget. Although there were discussions and disputes over enacting a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no such law was enacted. Against this backdrop, local governments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and formed a human 
rights team or human rights department within the organization, after which they organized a resident-centered human rights 
promotion committee and fully launched relevant activities. There are cases where a human rights committee is established before 
forming an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human rights. This is possible when there is a civil society that somewhat actively 
engages in human rights activities2). The new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build a ‘human rights nation,’ and a greater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nacting human rights ordinanc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stration. 
However, irrespective of the content of the ordinances, new conflicts are emerging owing to opposi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2. Essential factors for human rights at basic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began to create a department that is in charge of human rights,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taking the 
lead in 2011. As of 2017, the Metropolitan Human Rights City Council has been formed, and human rights departments have 
been established at several basic local governments. All of the five basic local governm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ave a 
department that is in charge of human rights. Preparations to form a human rights city council are also being made by the basic 
local governments, mainly by Gwangsan-gu and Seongbuk-gu3). This signifies considerable growth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but not many organizations are solely dedicated to human rights activities. From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Gwangmyeong 
City, Suwon City, Seongbuk-gu, Eunpyeong-gu, Gwangsan-gu, and Nam-gu (Gwangju Metropolitan City)4) are engaging in human 
rights activities as their main work. A common characteristic is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human rights is not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but a human rights specialist who was separately recrui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re is 
a human rights department, basic local governments either form a resident human rights committee or formulate a master human 
rights (policy) plan based on ordinances as the first step after enacting the ordinances. The most general activity they perform is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or residents. This is a project that is basically stipulated in the ordinances, and there 
seems to be no exception.

General Session 1 / 일반 세션 1

1)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fer to this as regular work. In the case of Gwangsan-gu, however, public officials are dubbed 
public duty activists, thus emphasizing that they should engage in more active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going beyond 
assigned ‘work.’ In the same context, the term ‘human rights activities’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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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rights activities that were conducted by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last five years or so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types among several prominent cities. The abovementioned local governments are leading examples. There is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centered (Gwangmyeong City, Asan City),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system-centered (Seongbuk-gu, Suwon City, Gwangsan-gu), and the human rights counseling and civil compliant-centered 
(Eunpyeong-gu, Nam-gu), etc. This type of classification is somewhat rash. The outcome may be slightly different if we were to 
make a categorization based on a more segmented evaluation, in consideration of where priority is placed in conducting human 
rights activities.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s initially carried out the activities by focusing on a specific area or agenda 
item, but are expanding into other areas. Each characteristic is formed based on the attributes (experience and perspective) 
of the manager in charge of human rights-related work and the position and stature of the human rights department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ther influential factors include whether a department specializing in human rights is focused on 
village activities, right of freedom, or social right; whether a human rights department is more closely related to civil complaints or 
resident activities; and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set by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 head. 

Irrespective of such classification, elements that are commonly or fundamentally needed for the adequat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activities at basic local governments can be examined together with the roles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relations with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hat is essential to engage in the following basic human rights activities is to establish 
a department that is dedicated to human rights, recruit a human rights expert who is grade 6 or higher, enhance the human rights 
capabilities of general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human rights-related work, and secure an independent budget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A.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cross all departments

Most local governments still think only the human rights department performs human rights activitie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 gradually increasing number of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re being enacted 
across different areas, in addition to a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They are becoming diversified and segmented, 
such as ordinances related to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human right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human rights 
of immigrants (multicultural or foreign residents), labor human rights of youths, and support for disabled public officials. The 
department that manages these ordinances is not restricted to the human rights team. The departments that handle work in these 
different areas are the ones that should be in charge of managing the respective ordinance. It is the department related to the 
disabled, department related to multi-culturalism or immigrants, department related to youths, and department related to public 
officials. At least these departments should perform the tasks stipulated in the respective ordinance. To this end, they should 
formulate an action plan based on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process in which a department establishe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a human rights team, 
though the department is absent of views toward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capabilities needed for execution, 
can be examined through various cases of Gwangsan-gu. The department that manages the Ordinance on Immigrant Human 
Rights is the Department of Women and Childcare, which is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The target was initially 
limited to that of the Ordinance 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There was a lack of a basic understanding that all people or all 
residents should be set as the target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guarantee, irrespective of their legal status. The Human Rights 
Team later look the lead in making changes, resulting in an expansion of the scope to include foreign residents who reside in Korea 
for at least 90 days5). However, the department has not overcome the condition of having to reside in the nation for at least 90 days. 
When considering the above ordinance alone, collaboration with the departments in charge is steadily taking place. However, the 
departments already have a heavy workload. Also, they are not ready for execution in case an ordinance is unilaterally enacted 
by a motion tabled by an assemblyman. The Ordinance on Disabled Public Official Support was proposed by an assemblyman, 
but the Human Rights Team held discussions with the assemblyman, together with the Gwangsan-gu Human Rights Guarantee 
and Promotion Committee, resulting in changes in the Ordinance content for greater guarantee of human rights6). Examining 

2) Asan Cit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a leading example.

3) From among the five basic local governments, Dong-gu and Buk-gu have formed a department (division) rather than a team. 
The Local Government Council on Human Rights City is participated in by 21 basic local governments.

4) Eunpyeong-gu has the Human Rights Center, while Nam-gu has the Human Rights-Related Civil Complaints Team. What is 
similar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s that their work includes handling civil complaints. Eunpyeong-gu is focused more on 
human rights petitions and counseling. In contrast, Nam-gu places more focus on handling civil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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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alled ‘blind employment policy’ that was enforced in January 2017 and all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making revisions by holding discussions with the relevant management departments can be regarded as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administration7).  What is most important to this end is the stature of the human rights team or human 
rights department in the organization. Stabilization of the blind employment policy was achieved for a reason. The Vice Office 
Chief had the Human Rights Team engage in cooperation for all recruitment-related official notices. Official notices could not be 
issu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Human Rights Team. For human rights to have strength in administration, the relevant team 
needs to be in a position where it can demonstrate strength in independent and practical administrative execution with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8). If not, it will be difficult for human rights activities to go beyo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which is the case with current human rights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Separately from regulations, an important element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s to change the projects implemented by 
departments so that they reflect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to execute new projects that strengthen human rights. Most of 
the work carried out by a local government involves implementing central government projects. If national projects and policies 
go against human rights, local governments have no choice but to comply since they are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projects 
and policies. This is where the so-called ‘practic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begin. In 201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ecuted a policy on installing CCTVs at all daycare centers to prevent child abuse.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in charge of 
executing the policy. Government, municipal, and gu (district) fund support would be provided. If a basic local government failed 
to install the CCTVs in that year, it had to install the CCTVs with its own funds without any subsidies. Basic local governments had 
no choice but to mandatorily install the CCTVs if they didn’t want to pay for the CCTVs themselv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enforcement guideline specified that a public hearing, briefing session, etc. be held for CCTV installation, and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d a choice to not install CCTVs if all parents at a daycare center opposed CCTV installation. Even after CCTV 
installation, local governments were able to stop operating the CCTVs if all the parents opposed after installation. An important 
basic human rights factor here is ‘participation.’ Before a system or policy is adopted, a sufficient discussion process and a process 
of participation by relevant parties or residents in general are needed in order to respect human rights. Amid resistance by the 
department in charge, which insisted on previous methods, Gwangsan-gu held a public hearing and a briefing session, collected 
the opinions of parents, and surveyed teachers after installing CCTVs. In 2016, a department in charge of women policy at Gwangju 
Metropolitan City established a plan on inspecting child abuse by teachers by using CCTVs in the process of managing and 
supervising childcare centers. The list of inspection items included matters that were inadequate to check, such as whether there 
were scenes of teachers feeding children against the children’s will. The department forgot that inspecting teacher conduct was 
not the purpose of CCTV installation. Thanks to prior discussions that took place on CCTV installation, teachers at Gwangsan-gu 
childcare centers were able to raise an issue, leading to the withdrawal of this official notice on management and inspection.

B.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Not many local governments provide counseling and conduct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Seoul, Gwangju, 
Gangwon, Gyeonggi, Gwangmyeong, and Suwon City, there is a human rights ombudsman (or human rights protect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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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foreign residents is legally stipulated as those who reside in Korea for at least 90 days.

6) Overall opinions of disabled public officials were collec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Ordinance. The Ordinance states that a 
disabled public official’s opinion should first be heard before assigning him/her to a task and that active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7) Blind employment is a term u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Gwangsan-gu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rinciples 
on ‘employment that is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n articl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age, academic 
background, gender, religion, etc. in employing personnel was included in relevant ordinances that are managed by the 
Administration Support and HR Teams. It is not easy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 management departments to examine and 
revise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re is always resistance and an attempt to maintain previous methods 
and customs. The grounds that are often stated are articles in higher-level laws. There is a strong practice of adhering to every 
single word of articles in higher-level laws. 

8) In this sense, it is good to have the human rights department take the form of a large, independent organization, just like the 
Audit and Inspection Office under the Vice Office Chief, or have it take the form of an organization under the local government 
head – the human rights policy officer. If an organization is established outside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name of a human 
rights center, it can lack knowledge of actual administrative work or it may find it difficult to inter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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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pyeong-gu and Gwangsan-gu, the Human Rights Team provides counseling and carries out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Befor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of the stance that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not be included in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related work. The Commission stated that it was a matter that was tentatively decided in the process of discussions hel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in relation to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work. Notwithstanding, Gwangsan-gu placed importance on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us revised its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so that this 
function is included in human rights-related work. Gwangsan-gu is now handling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9). 

Although the target of human rights violation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was not limited in the Ordinance, the current target and 
content are mainly the public area under jurisdiction of the autonomous district. Gwangsan-gu has been engaging in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t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lfare facilities, and 
relevant programs (organizations to which subsidies are provided). It is also working on a case after a petition was filed against a 
department of an administrative agency10). The local government’s role of executing, in detail, the state’s obligation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to satisfy relevant demands is gaining greater importance. Against this backdrop, performing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s significant and also required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which mostly takes place in the areas of the right of freedom and discrimination. The obligation to satisfy demand 
to guarantee social rights is a blind spot in the area of human rights and is not sufficiently fulfilled. In case of Gwangsan-gu, where 
many immigrants and refugees reside, attempts are being made at experimental activitie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refugees11).    

C. Making human rights education more practical 

Human rights education i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ordinance. This human rights activity is fundamentally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human rights. Local governments that are most outstanding in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are Gwangmyeong City and Asan City12). Gwangmyeong City is providing education and holding 
debates in small groups, rather than lectures for large groups, for both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Asan City standardized the 
basic cont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hat is provided to residents, and provides the education to neighborhood leaders or 
members of citizen autonomy committees, rather than general residents. Asan City also implemented a program that fosters 
human rights education lecturers. This is an example of a local government addressing the issue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hortage of lecturers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human rights education.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place since last 
year on evaluat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qualitative changes in educa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tegrated, practical 
discussions and new suggestions. Although human rights education is mandatory in the area of welfare, education content is 
either repetitive or lacking. A considerable number of lecturers at the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re providing education. 
However, discussions on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human rights have yet to be vitalized, and there is almost no exchange 
between people active in the two fields.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is also mandatory. It is generally handled by a women-related 
department, and only lecturers who are acknowledg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can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It is being provided with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education. If we were to categorize human 
rights education into public officials, public organization and facility personnel, and general residents, human rights education 
has not yet reached the point needed to bring about actual changes to the roles and activities of each group. Local governments 
can begin with education that promotes human rights sensitivity, but shouldn’t stop there. There is a dire need to break down 
education into different themes, areas, and targets, and create human rights education that is applicable to life and the workplace. 
In case of Gwangsan-gu, human rights education that is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and public facilities is on certain themes –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which is an area most needed for public officials to handle their work, and issues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become aware of through human rights violation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including those related to sexual 
violence, gender equality, labor rights, and personal rights. The human rights education it provides to residents is focused on a 
specific theme during a certain period, rather than consisting of general human rights content. For this year, Gwangsan-gu is 
providing education on youth labor-related human rights.  

D. Resident participation-centered human rights

9) Issuing a written advice after conducting counseling and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was included in the functions 
of the Gwangsan-gu Human Rights Guarantee and Promotion Committee. The Committee can also express its opinions on the Gu’s 
syste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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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participation is a key, essential factor of human rights. How can residents take part in human rights activities? They can 
get involved with master human rights plans, enactment of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human rights departments’ 
process of establishing annual plans and budgets. Citizen participation provides a foundation especially for citizen participation 
budgets or citizen autonomy and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A leading resident participation-centered human rights activity in 
Gwangju is the ‘human rights village.’ The human rights village was plann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has been under 
steady operation since 2013. There are more than 10 human rights villages spread evenly among the five gus. The period set for 
human rights villages ranges from three years to a decade. Gwangsan-gu has three human rights villages – two were established in 
2013 and one in 2016. Each human rights village is operated uniquely. One village conducts women(mainly housewives)-centered 
human rights activities, while the second handles senior and youth-centered activities and the third carries out the disabled and 
low-income class-centered activities. As indicated by the term ‘human rights village,’ village activists perform central roles and 
their main activities are based on the theme, ‘human rights.’ These include education with residents, village events and festivals, 
and human rights protector activities. The two villages that were first established in Gwangsan-gu are Suwan Village and Unnam 
Village. The third village, which is the Hanam Human Rights Village, is different in that it consists of the greatest number of the 
low-income class, the disabled, and seniors in Gwangsan-gu. It focuses on promoting discussions on human rights issues and 
on making requests to the local government to guarantee human rights, rather than holding village events or festivals. Recently, 
around ten disabled residents took the lead in assessing the right of mobility and held a campaign for a crosswalk13). Also, a trip was 
made to a barrier-free village in Japan and this experience promoted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Village is conducting activities 
that examine its human rights more practically and make improvements. 

Basic local governments where resident participation is taking place relatively well are Gwangmyeong City and Asan City. In 
Gwangmyeong City, focus is placed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based on resid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villages 
as well as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or the master human rights plan. In Asan City, thanks to the zealous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Asan City Human Rights Promotion Committee, resident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activities is basically taking 
place. Resident participation can become nothing more than a formality unless considerable preparations and planning are 
made. Asan City provided human rights education to residents who are members of resident organizations. Other measures can 
be established, such as promoting participation by residents – mainly by community leaders – in human rights-related work or 
activities performed by the human rights team to result in human rights improvements and promotion.  

3. Regional local government-basic local government relations 

When examining the content above, there is bas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uman rights-related work or activities 
conducted by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Because a regional local government’s budget and 
resources are significantly greater in size and diversity, a regional local government can present a large framework on systems and 
policies to ensure effective human rights activities by a basic local government, and also provide support in terms of budget and 
resources. 

A regional local government consists of basic local governments. It is through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hat resident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policies can be effectively realized. Relations betwee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five 
basic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become complementary or taken concrete for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Charter and human rights indicators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s 
need to generate synergy effects through interaction, while remaining independent. To this end, sufficient discussions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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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jor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exual harrassment and sexual assault,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violation of labor rights.  

11) In the Gwangju region, a great number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reside in Gwangsan-gu. Gwangsan-
gu is setting aside a budget and preparing for collaboration with the Immigration Office to partially participate in support activities 
for women and children or to engage in more active efforts to help humanitarian status holders live a stable life, in addition to 
providing legal support. 

12) What is worth referring to is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at Nowon-gu provides to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are not familiar with the Constitution. They have almost no knowled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 citizen rights and 
obligations -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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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eld so that budgetary support and human rights work planning can become more comprehensive and bear more meaning. 
Also,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leading roles, such as assuming leadership in presenting human rights 
administration – in other words, systems and policies – and engaging in policy planning based on practical annual assessments 
on actual conditions so that basic local governments can apply and use the policies.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can also 
researc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ecen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build a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reate a 
manual on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s and sexual violence. This would enable basic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and 
apply these good cases.   

13) Immediately after this campaign, the Gu Office created a crosswalk, which was an outcome of village activities. Among the 
oblig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Gu Office fulfilled the ‘obligation to satisfy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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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은 어떻게 존중, 보호, 이행되어야 할까

-광산구 사례를 중심으로-

진주

(광산구 인권팀)

1. 지방정부의 인권활동1)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의 인권업무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권행정’을 수립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과 자치 영역으로 단순화시킨

다면,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행정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① 중앙정부의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지, ② 그 정책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 인권이 간과되는 것은 아닌지, ③ 지방정부 고유한 정책과 그 집행이 충분히 인권을 보호·존중·증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현한다는 것이다. ‘인권행정’은 주로 법·제도를 통해, ‘주민인권’은 주민참여, 주민밀착형 인권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

민의 인권을 개선·증진시킬 수 있다. 두 영역 모두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조사 및 감시활동도 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감수성 향

상 및 인권문화 활동을 한다.

지방정부가 인권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근거 법령, 조직, 예산이다. 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쟁

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팀 또는 인권담당과를 조직 내 편성한 뒤 주민중심

의 인권증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인권 담당 조직 편성보다 인권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권활동이 다소 활발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가능하다2)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국가’를 표명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조례의 내용과 무

관하게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의해 새로운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의 필수 요인

2011년 광주광역시를 필두로 지방정부는 인권담당 부서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2017년 현재 광역인권도시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인권담당 부서가 설치되었다. 광주광역시 내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인권담당부서가 있고, 기초자치단

체도 광산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인권도시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3)

조직으로 본다면 상당한 성장이지만 온전히 인권활동만을 담당하는 곳은 많지 않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명시, 수원시, 성

북구, 은평구, 광산구, 남구(광주광역시)4) 인권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권담당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니

라 별도로 채용된 인권전문위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전담 부서가 있든 없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 

첫 번째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인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진

행하는 활동이 공무원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다. 이 또한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예외

는 없어 보인다.

대략 지난 5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활동을 몇몇 두드러지는 도시별로 거칠게 유형화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

체들이 대표적인데 인권교육 및 주민참여 중심형(광명시, 아산시), 인권행정 및 제도 중심형(성북구, 수원시, 광산구), 인권상담 및 

민원 중심형(은평구, 남구) 등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우선시하여 인권활동을 전개하느

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초기에는 특정한 영역이나 의제중심으로 진

1) 행정조직은 통상 업무라고 하지만, 광산구의 경우 공무원을 공무활동가로 명명하는 시도는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공

공영역에서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권활동이라 한다. 

2) 충남 아산시가 대표적인 곳이다.

3) 5개 기초자치단체 중 동구와 북구는 팀이 아닌 부서(과)가 편성되어 있고,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4) 은평구는 인권센터, 남구는 인권민원팀이 있는데 유사하게 두 담당 조직은 민원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은평구는 민원업무가 인권진정 및 상담에 

더 비중을 두고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남구는 민원 그 자체 업무가 더 비중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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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다가 다른 영역들로 확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특징들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특성(경험 및 관점)과 행정조직 

내에서 인권부서의 위치 및 위상에 따라 형성된다. 즉 인권전문이라 할지라도 마을활동 중심인지, 자유권 중심인지, 사회권 중심

인지에 따라서, 인권부서가 민원과 좀 더 가까이 있는지, 주민활동에 더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구정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형화와 상관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활동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와 더불어 살펴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인권전담부서 설치, 6급 이상의 인권업무 전문가 채용,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 공무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기초자치

단체의 독립적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 전부서의 인권행정 구축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인권 담당 부서만이 인권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 보더라도 인권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분야별 인권관련 조례가 점차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장애인차별, 발달장애인 인권, 이주민(다문화 또는 외국인 주

민) 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장애인 공무원 지원 등 다양하지고 세분화된다. 이러한 조례의 관리부서는 인권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업무관련 부서가 관리부서가 된다. 장애인관련 부서, 다문화나 이주민관련 부서, 청소년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부

서. 따라서 최소한 이 부서들은 조례에서 명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시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 

부서 내 인권행정에 관한 상은 물론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권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행정이 구축되

는 과정을 광산구의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보육과가 관리

부서인데 처음에는 그 대상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한정하였다. 인권보호 및 보장의 대상이 법적 지위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부재한 경우다. 이후 인권팀 주도로 개정하여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5)으로 확장되었지만, 90일 이상 거주라는 단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 조례만을 보았을 때 담당부서

와 협업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해당부서는 자체 업무만으로도 과중하고 조례가 의원발의로 일방적으로 제정된 경우 

실행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였지만 인권팀이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와 함께 해당 

의원과 논의하여 조례의 내용이 보다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6)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나 모든 조례를 인권의 관점으로 검토하여 각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행정이라 할 수 있다.7) 그러나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팀 또는 인권부서의 조직 내에서 위상이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구청장의 업무 지시로 인권팀이 모든 채용관련 공문집행 시 협조하도록 하여 인

권팀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문이 발행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권이 행정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행정 조직 내에서 독립적이면

서도 실질적인 행정 집행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8)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방정부의 인권 활동이 그러하듯이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법규와 별도로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을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인권행정

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정부의 업무 중 중앙정부의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가사업과 정책이 인권에 반하는 경우 지

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 행정기관의 소위 ‘관행’이 여기서 출발한다. 2015년 보건복

지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 집에 CCTV를 설치하라는 정책을 내렸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

치단체였다. 국, 시, 구비를 지원하여 당해 연도에 설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조금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해서, 자비를 들이지 

5) 외국민 주민의 개념이 법적으로 90일 이상 거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공무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내용에 업무배치 전 당사자 의견수렴,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

원 조치 등을 포함시켰다. 

7)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용어로 광산구에서는 ‘차별과 편견없는 채용’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행정지원과 인사팀

에서 관리하는 관련 조례에도 채용에 있어 연령, 학력,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조례를 인권적 관점으로 살

펴보고 개정하기 위해 관리부서와 협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존의 관행과 방식을 유지하려는 저항이 늘 있기 때문이며, 이에 관한 근거는 상위법 

조항이다. 상위법 조항과 단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관행이 있다.

8) 그러한 면에서 인권전담 부서가 부구청장 산하의 감사관실처럼 독립적이면서도 규모가 있어야 하거나, 단체장 산하의 기관–인권정책담당관 

–의 형태로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인권센터의 이름으로 행정기관 밖에 설치된다면 실제 행정업무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개입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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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에는 CCTV설치를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각 어

린이집 부모님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 부모들 모두가 CCTV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설치한 이후에도 부모

들 모두가 반대하면 미운영이 가능했다. 여기서 중요한 인권의 기본 요소는 ‘참여’이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당사자 또는 주민일반의 참여 과정이 필요하다. 광산구는 담당부서가 기존의 방식을 고

수하려는 저항 속에서 가까스로 공청회, 설명회, 학부모 찬반의견 수렴, CCTV 설치 이후 교사들의 의견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었

다. 게다가 2016년 광주광역시 여성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CTV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아

동학대를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점검 목록은 교사가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주는 장면이 있는지 등 확인하기 적절하지 않

는 내용이 있었으며 CCTV 설치의 목적은 교사들의 행위를 점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망각한 사례였다. 이전에 CCTV설치에 관

해 공론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광산구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이 관리점검 공문은 철회되었다.

나. 인권침해 상담 조사

현재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정부는 많지 않다. 인권옴부즈맨(또는 인권보호관)이 있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 광주, 

강원, 경기, 광명, 수원시가 있고, 인권팀에서 인권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은평구, 광산구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인권업무에 인권침해 상담조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정부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법무부와 논의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광산구는 인권침해 상담 조사를 인권업무로써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기능을 포함하도록 인권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수행하고 있다.9)

조례에 인권침해 상담 조사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 대상과 내용은 자치구의 관내 공공영역이 중심이다. 지금까지 장

애인시설, 복지시설,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보조금 지급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행정기

관의 부서를 대상으로 진정이 접수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10)

국가의 인권존중, 보호, 충족의 의무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침

해 상담 조사 업무는 대부분 자유권과 차별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존중과 보호의 의무 수행을 위해 의미 있고 필요한 영역이다. 인

권에서도 사각지대인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족의 의무는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주민과 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

는 광산구의 경우 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험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정도이다.11)

다. 인권교육의 실제화

인권교육은 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 인권담당 조직이 있는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인권활동이다. 인권교육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광명시와 아산시라고 볼 수 있는데12) 광명시의 경우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기존의 대중강연 형태가 아

니라 소그룹의 교육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산시는 주민대상의 기본적인 인권교육 내용을 표준화하여 일반 주민보다는 

주민들 속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아산시는 나아가 인권교육 강

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여 인권교육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강사의 양과 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를 강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지난해부터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가 곳곳에서 논의되면서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새로운 제안은 부족하다고 본다. 복지 영역에서 인권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내용은 반복적

이거나 여전히 빈약한 편이며, 교육자로 사회복지협회의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복지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도 거의 없다. 성평등에 관한 교육도 의무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사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인권교육의 영역을 크게 공무원, 공공기관 및 시설 활동가, 주민일반으로 나눌 때, 보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9)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의 기능에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조사를 수행하여 권고문을 낼 수 있도록 하였고, 구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의견표

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주요 인권침해 영역은 성희롱 및 성추행, 인격권 침해(헌법 10조에 근거한), 노동권 침해 등이다. 

11) 광주지역 내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에서 이들의 법률적 지원 외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업을 준

비하고 있다.

12) 노원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인권’에 관한 교육도 참고할 만하다. 실제 공무원들도 헌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헌법에서 언

급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에 관한 지식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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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으로써 인권교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는 교육을 우선 시작할 수 있겠지만 거

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제별, 영역별, 대상별로 세분화되고 삶과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광산구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시설 대상의 인권교육은 공무원들의 업무에 가장 필요한 영역인 정보와 인권, 그리고 인권침해 상담

조사를 통해 인지하게 된 성폭력·성평등, 노동권, 인격권의 문제를 교육의 주제로 선정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

육도 인권 일반보다는 시기별로 특정 주제를 집중하는 인권교육 – 올해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라. 주민참여 중심의 인권

주민참여야 말로 인권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어떻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인권기본계획, 인권

관련 조례 제정, 인권담당 부서의 연간계획 및 예산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광주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 중심의 인권활동이 ‘인권마을’이다. 2013년부터 광주시가 

기획하여 꾸준히 장기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권마을은 현재 10여개가 넘는 인권마을이 5개 구에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

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기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광산구에는 2013년부터 2개 마을이, 2016년에 1개 마을이 늘어 총 3

개의 인권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인권마을도 각기 특색이 있게 운영되는데 3개 마을은 각각 여성(주로 주부들), 노인과 청소년, 장

애인과 저소득층 중심의 인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마을은 이 용어에서 보여주듯이 마을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데 주제가 

‘인권’으로 주민들과의 교육, 마을행사나 축제, 인권지킴이 활동 등이 그 주요 활동이다. 광산구의 선발 인권마을인 수완마을, 운남

마을과 다르게 후발주자인 하남인권마을은 광산구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의 구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마을행사나 축제보

다는 인권이슈를 공론화하고 지방정부에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이 더 중심이다. 최근 10여 명의 장애인 주민들을 중심

으로 이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횡단보도 요구 캠페인을 벌이거나13) 일본의 무장애 마을을 기행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면서 마을의 인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가 광명시와 아산시로, 광명시는 주민인권교육 및 마을을 기반으로 한 인권영

향평가 만들기, 인권기본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이 중심이고, 아산시는 아산시인권증진위원회의 열성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인

권관련 활동에의 주민참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참여는 상당한 준비와 기획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산시와 같이 주민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거나, 인권팀이 전

개하는 인권업무나 활동에 있어 주민활동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조직하여 참여하고 개선 및 증진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3.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위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나 활동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광역이 예

산과 자원의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주고, 이를 위한 예산과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광역을 구성하는 것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실상 주민참여와 인권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다. 아직

까지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 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주광역시가 인권헌장 및 인권지표를 수립한 이후 구체화되거나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보기가 어렵다.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이면서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및 인권업무 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구성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

다. 나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행정, 즉 제도 및 정책을 보다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매년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

책을 기획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최근 서울시가 자치법규의 인

권영향평가를 연구하거나, 이미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는 행정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조사 및 성폭력에 관한 매뉴얼 마

련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참고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13) 실제 이 캠페인을 한 뒤 구청에서 바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마을활동의 결과가 도출되게 하였다. 지방정부의 의무 가운데 ‘충족의 의무’를 시

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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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for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Institution Plan

Oh Dong-suk

(Professor, Ajou University Law School)

1. Background

The goal of human rights institution in local governments is derived from the critical analysis of reality and exploration of practical 
solutions. First, Korean society experienced abrupt relapse of human rights and helplessness at central government level. 
Legislators often restrained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with discretionary law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order. The 
Executive branch crushed human rights under the excuse of law or in violation of law without adde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as much as it can. The judiciary was negligent in guaranteeing political freedom and was at the mercy of political influence. 
A way to safeguard human rights had to be found.

Second, once a conservative power took offi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became irresponsible 
and incompetent. Some resisted the NHRCK's regression but, there was not much they could do against a oppressive power. The 
NHRCK is an institution mandated to amplify the voices of the people struggling in defense of human rights. The reason why the 
NHRCK members' status is guarantied is that they were given the mandate by the people to speak human rights to power. But quite 
many members appointed by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re unqualified to take the job.

Third, human rights had to be addressed in local communities. Elected heads in local governments behaved like little monarchs, 
merely watched the mood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failed to speak on behalf of local citizens in defiance of central 
government. They may try to defend themselves saying it is the central government that has all the budgets. But never in the 
history of humanity, those in power made concessions first. The cowardice of local governments are also to blame,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for failing to step forward in defense of citizens' human rights. Human rights debates in local areas were an 
attempt to awaken the local governments colon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ast, human rights protection for students, which had failed to be legislated, bore fruit with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While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institutionalization at central 
government level must continue, som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here at the local level bodes well for the propagation 
of such institutionalization across the nation. Seoul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as successfully adopted at the initiative of 
residents.

2. Evaluation

In all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ordinanc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s were initiated with common problems. First,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were not developed through discussions on key agenda that reflect unique local conditions 
at the independent initiative of the community. Benchmarking a standard model of human rights ordinance sugges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echanis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are almost the same.

Second, it was not the citizens themselves residing in the community that deliberated and enacted the ordinances, but a small 
number of people including experts took the initiative in the enactment. Quite many citizens a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human 
rights ordinance and human rights institution. Even human rights commission members themselves think of the commission as 
an advisory body. Some ombudspersons mistakenly behave that they are law enforcement agents. Achieving check and balance 
among the agencies that constitute human rights institution is critical.

Nevertheless,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local governments surely play the role of generating human rights discourses. To add 
momentum, a process of recharging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must follow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s 
and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First, the engine of recharging human rights institution is fueled by citizens monitoring, participation, and joint decision making 
system with citizens. Article 5 of the Seoul Human Rights Basic Ordinance affirms that citizens themselves shall strive to enhance 
human rights awareness and participate in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City in recognition that citizens are the drivers of building 
a communi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Second, human rights commissions should mediate between civil society and adminstration, find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llaboration with human rights ombudspersons, and fulfil the role of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hancing human rights at the policy level. In Korean society, the relation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have ye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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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a point of equal collaboration partners both officially and in reality. It is the government that takes the lead in composing 
and operating various institutions. Human rights collaboration becomes feasible whe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establishes a 
cooperative system with community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ile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Since human 
rights activism and human rights administration differ from each othe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must serve as a balance 
between the two under a properly managed tension.

Third, human rights ombudsperson in local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case 
of Gwangmyeong, the role of human rights center includes "dialogue" in rela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is more to be 
desired than just ruling and educating human rights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violations. Unlike in a central government, 
a solution unique to a local government must be explored. Apart from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uman rights 
ombudsperson must make an approach based on rehabilitative justice so that the offender and the victim can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tapping into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local autonomy, instead of focusing only on remedy through investigation and 
recommend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victims, an ombudsperson shoul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mend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victim and offender if desired by the victim. In case of Seoul, its large population size requires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istrict municipalities for a successful rehabilitative justice.

3. Overview of human rights institution

1) Composition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 rough process of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is as follows: Enacting human rights ordinance; establishing human rights 
commission; opening human rights office; founding human rights center; and appointing human rights officer (human rights 
ombudsperson). Different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procedures. Also incorporated in the process are: citizens' participatory 
mechanism; independent operation of some fields such as human rights education;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municipalities,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nstitution models at the local level are still in an experimental stage. A primary concern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 among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ombudsman, and human rights-related offices in 
the municipality. A universal model is not feasible, and local-specific approach may well be the answer. What is important is to 
share the experience of implementation. Vicarious experience though other local authorities may well offer a guide to finding an 
optimal institutional path toward human rights.

2) Opera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commission's deliberation is not about making a decision by majority. It aims to delve into a matter through 
discussions until the members understand and acknowledge each other. But due to time constraints of meetings, it often fails to 
have sufficient discussions. For each key agenda, enough time should be set aside for review in advance.

3) Recompos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ctively and systematically. It is not easy to evaluate the education in terms of 
apt subject and effects of education. But an attempt to evaluate was not even made. According to "Human Rights Education 
Act (draft)":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on human rights" includ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and understanding about values that constitute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eco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including methods of education and learning under which both 
education providers and learners respect each other's rights. Thir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for human 
rights" whereby the ability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s of others is enhanced as well as the exercise of one's own rights. Last, 
cognitive knowledg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civil servant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cognitive 
knowledge education" to its civil servants, whereby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effects of law, policy, and conventional custom on 
human rights is enhanced in all sectors of society.

To add my advice on human rights education: First, expansion of empathy over incidents taking place in the community should 
be the goal, not a human rights-based analysis/evaluation and judgement of them; Second, for civil servants,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oriented toward their day-to-day jobs and how human rights approaches can help perform them; Both deduc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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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ve two-way approaches must be made; and lastly, although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defensi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vulnerable population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y, education for men, adults, and non-disabled 
people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s even more important and urgent. Independent ope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organization is critical.

4) Forming various networks

Human rights commission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remain at the local municipality level but must make concerted 
effor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t local autonomies 
has advantage over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proximity and effectiveness. Consult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municipalities/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can bring about great synergy. It is also crucial for local 
authorities to build a network of consultation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s. It is 
because sharing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promotion and enhancement cannot be accomplished within the 
human rights institution alone.   

4. Propositions to Seoul

In Korea, local autonomies account for 20 percent in terms of their budget and 30 percent in terms of independent authority.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local governments to hire new people or obtain budgets to do so.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local-specific human rights institutions. Appropriate improvements and gradual improvements are proposed (Han Sang-hui et al., 
2015).

1) Human rights institution improvement proposition 1: Appropriate improvement plan (Picture 1)

This plan proposes an installation of Human Rights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that ensures "administration within human 
rights," not "human rights within administration." It also serves as an avenue for external cooperation with smaller municipalities. 
Second, under the plan a separate office of Ombudsperson is set up. Third, Human Rights Foundation is established with a mandate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Fourth, a mechanism of ordinary citizens' participation becomes available to discuss human 
rights agenda.  

<Picture 1> Appropriate improvement plan

2) Human rights institution improvement proposition 2: Gradual improvement plan (1) (Picture 2)

A few features of this plan are as follows. First, a consultative body is operated before the office of human rights planning & 
coordination is founded. Second, a human rights center supports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commission and human rights 
ombudsperson. Third, a human rights education agency is designa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Fourth, a mechanism is instituted paving the way for ordinary citizens to join and discuss human righ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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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Gradual improvement plan (1)

3) Human rights institution improvement proposition 3: Gradual improvement plan (2) (Picture 3)

The most striking point in this plan is to place various subcommittees unde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distribute and 
assign such functions as improvement of ordinance and institution, research and education, remedies for violations, and external 
cooperation.  

<Picture 3> Gradual improvement plan (2)

Gradual improvement plan (1) is designed to ensure a maximum independence of each unit. This plan, however, may not be able 
to achieve full efficiency due to lack of organic institutional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al units. Gradual improvement plan 
(2) builds the human rights institution arou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improve efficiency.

5. The choice of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vised ordinance on September 29, 2016, and instituted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Citizens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Commission, and Citizen Jury on Human Rights Cases seeking citizens' view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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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public officials and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person participate. This is estimated to be a preceding stage of 
aforementioned gradual improvement plan. But it is praiseworthy in that the new institutions realign the administrative policy 
coordination/planning without reducing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crease the capability to take a deep look a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institutes a mechanism through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The human 
rights of Seoul citizens are expected to be enhanced steadily thorough consistent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of reflecting 
on past experiences and making further adjustments accordingly. If other local authorities that take different paths share their 
experiences, entire Korean society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human rights friendly, I believe.

<Reference>

Han Sang-hui et al. (Noh Jin-seok, Oh Dong-suk, Yoon Hyun-shik, Lee Jeong-eun) (2016). 『Study on the vision for a better human 
rights city』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u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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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권제도 구성안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배경

지방정부에서 인권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실천을 모색한 결과다. 첫째, 한국 사회는 중앙정부 차원

에서 인권의 순식간의 퇴락과 무력감을 경험했다. 입법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내세워 자의적으로 법률로써 인권을 제한

하기 일쑤였다. 행정부는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 없이 법률에 기대어 또는 법률을 어겨가면서 인권을 탄압했다. 사법부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함에 소홀했고 정치상황에 휘둘렸다. 인권 보장을 향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둘째,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다. 인권위의 퇴행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폭압적인 정

권에게 역부족이었다. 인권위는 인권의 편에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해야 하는 기구다.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

하는 까닭은 권력의 가운데서 인권을 외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은 부적격

자가 수두룩했다. 

셋째, 지역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작은 군주처럼 굴었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 뿐 지역주민의 입

장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

사상 권력을 가진 자가 알아서 양보한 적은 없었다. 시민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비겁한 태도에서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에서의 인권담론은 중앙정부의 식민지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를 깨우고자 하는 시도였다.

마지막으로 법률 차원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학생 인권 보장이 조례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결실을 맺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 투쟁 또는 제도화를 지속해야겠지만, 지역 곳곳에서 인권을 제도화한다면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보

여줬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Ⅱ. 평가

모든 지방정부에서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는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첫째,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함께 현실을 인식하고 

쟁점을 토론하면서 인권규범과 인권제도를 구성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조례 표준모델을 따르다보니 인권 보

장 기제가 거의 비슷하다. 

둘째,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토론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전문가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인

권조례와 인권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인권위원들조차 여타의 위원회처럼 단순 자문기구로 인식하기도 한

다. 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법률집행관처럼 구는 옴부즈퍼슨도 없지 않다. 인권 제도를 구성하는 기구 간에 견제와 균형 관계를 이

루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인권제도는 인권 담론을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인권 

제도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규범과 인권제도를 충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인권규범과 인권제도를 충전하는 원동력은 시민의 모니터링과 참여 그리고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체계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5조도 시민이 스스로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

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행정을 매개하고 인권옴부즈퍼슨과 협동하여 인권 침해를 구제함과 아울러 정책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민관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치 단

계에 이르지 못했다. 각종 제도의 구성과 운영은 관이 주도한다. 인권위원회가 행정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인권단체와 협동 

체계를 구축해야 인권 협치가 가능하다. 인권운동과 인권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추 구

실을 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인권옴부즈퍼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르다. 광명시의 경우 인권센터 역할 중 인권침해 관련 “대화모임 진행”을 포



ㅣ95

General Session 1 / 일반 세션 1

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판정과 인권교육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

역에서만 가능한 인권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권옴부즈퍼슨은 인권침해 구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헌법이념을 살려 조사와 권고 

등에 의한 침해 구제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권피해

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광대한 규모이기 때

문에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Ⅲ. 인권제도 현황

1. 인권제도의 구성

대략 인권제도의 구성과정을 살펴보면, 인권조례 제정 - 인권위원회 구성 - 인권전담부서 설치 - 인권센터 설립 - 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퍼슨) 임명 등이다. 지방정부마다 진행 단계가 다르다. 여기에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인권교육 등 일부 부문의 독립, 인

권단체 등의 시민사회와 협력체제 구축,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체제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인권제도 모델은 아직도 실험 중이다.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그리고 시의 인권 관련 부서의 협력관계

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차적인 관건이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해당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접근할 수밖에 없

다. 중요한 것은 그 실천 경험의 공유다. 비록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다른 지방정부의 경험이 각 지방정부마다 최적의 인권제도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터이다. 

2.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함께 토론을 거듭하면서 서로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숙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안을 심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3. 인권교육의 재구성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인권적이었는지, 교육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

지만,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인권교육법(안)’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첫째,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

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한 “인권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 인권 인지(認知)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인권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소재로 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심판이 아니라 공

감의 확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권적 접근을 할 수 있을지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연역적 접근과 함께 귀납적 접근이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인권

당사자에 대한 방어적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남성·성인·‘비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존중 교육이 더 시급하다. 인권교육 담당 기

구의 독립 운용이 중요하다. 

4.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지방정부 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으로 인권의 증진과 실현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지방정부 인권행정은 근거리 접근성과 실효성 등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그리

고 중앙정부의 협의와 협동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인권제도

가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권감성의 공감과 인권의식의 증진과 확산은 인권제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달

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서울시에 대한 제언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는 재정에서 2할 자치, 권한에서 3할 자치다. 지방정부가 인원을 충원하든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을 확보하는 일이 여의치 않다.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인권제도의 구축이 쉽지 않은 이유다. 적정개선안과 점진개선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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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상희 등, 2015).

1. 인권제도 개선안 1: 적정개선안(그림 1)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 안의 인권’이 아니라 ‘인권 안의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기획조정기구의 설치다. 기초정

부와 대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둘째,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별도 설치다. 셋째, 인권재단을 설

립하여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인권 사안을 토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그림 1> 적정개선안

2. 인권제도 개선안 2: 점진개선안 (1)(그림 2)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권기획조정기구 전 단계로서 회의체 운용이다. 둘째, 인권센터를 두어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의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인권재단 설립 전 단계로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위탁단체를 지정한다. 넷째,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통

해 인권 사안을 토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그림 2> 점진개선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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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제도 개선안 3: 점진개선안 (2)(그림 3)

가장 큰 특징은 인권위원회 총괄 아래 다양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와 제도 개선, 연구와 교육, 침해구제, 대외협력 기능을 분

담하는 것이다. 

<그림 3> 점진개선안 (2)

점진개선안 (1)은 기본적으로 각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 위에서 제도의 구성을 기획했다. 각 기구의 협동관계

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점진개선안 (2)는 효율성 관점에서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인권제도를 구

성했다. 

Ⅴ. 서울시의 선택

서울시는 2016. 9. 29.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 주관 아래 고위공무원과 인권위원장이 참석하는 서울시인권정책회의,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시민인권배심회의 등을 설치했다. 점진개선안의 전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의 

한 부문으로서 인권행정을 축소하지 않고 인권 관점에서 시정을 기획·조정하겠다는 점, 인권침해 과정에서 숙고 역량을 증진한 

점, 시민이 인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을 성찰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율

하는 제도화 과정을 지속하면서 서울시민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또 다른 길을 걸어 

그 경험을 공유한다면 한국 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한상희 등 5인(노진석, 오동석, 윤현식, 이정은)(2016).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2016. 8.



Martina Mittenhuber 
(Head of office, Human Rights Office of the City of Nuremberg)

마르티나 미텐후버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 부서장)

Basic data, early biography, education

Martina Mittenhuber, born 25.01.1963 in Neunstetten, German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in Franconia, 1969-1979, professional 
training in the employment agency of Ansbach, 1979-1982, Abitur at the 
Nuremberg-College, 1984-1987, Study of History and Romanistics at the 
Universities of Erlangen, Germany and Bordeaux, France, 1987-1994, Master 
of Arts, trainee for professional counselling, 2000, trainee for intercultural 
mediation, 2012.

Professional activities

Employee at the employment Agency in Ansbach, 1981-1984, Scientific 
staff member of Geschichte Für Alle e.V., Nuremberg, 1995-2000, Federal 
Employment Agency (BA): vocational advisor, Amberg, 2000-2002, deputy 
head of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relations, headquarters of BA, 
2002-2005, office manager of the CEO, 2005-2008, Head of the Foreign Job 
Placement Department in Bonn, 2009. Since 2009 Head of the Human Rights 
Office of the City of Nuremberg. Overall objective: Implementation of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in all fields of local policies.

Numerous publications on Nuremberg and Franconian history.

기본 인적사항 및 학력

마르티나 미텐후버(Martina Mittenhuber)는 독일 노인슈테튼에서 1963년 1월 25

일 태어났습니다. 1969년에서 1979년까지 프랑코니아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을 보냈으며, 1979년에서 1982년까지 안슈바흐 고용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았

습니다. 1984년에서 1987년까지 뉘른베르크대학(Nuremberg-College)에서 아

비투어(Abitur) 과정을 수료하고 1987년에서 1994년까지 독일 에를랑겐과 프랑

스 보르도 대학에서 역사학과 로마어를 전공했습니다. 2000년에 전문상담 연구

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에 문화 간 조정을 연구했습니다. 

경력

1981년에서 1984년까지 안슈바흐의 고용센터에 근무했으며, 1995년에서 2000

년까지 뉘른베르크 게쉬흐테 퓌에 알레(Geschichte Für Alle e.V.)의 연구원, 2000

년에서 2002년까지 암베르크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 BA)

의 직업자문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연방고용청 본부 국제관계국 부국장, 

2005년에서 2008년까지 CEO 사무실 관리자, 2009년에 본 해외취업부(Foreign 

Job Placement Department)  부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09년부터 뉘른베르

크시 인권담당관으로 모든 분야의 지역 정책에 인권 기반 접근법을 이행하고 있

습니다. 

뉘른베르크와 프랑코니아 역사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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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Rights Policy and Performance System in Nuremberg, Germany

I. Historical Reasons and Normative Basis of Nuremberg’s Human Rights activities

Nuremberg can rightly claim to be a European benchmark in terms of being a City of Peace and Human Rights. It has been a long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idea as a fundament of local policies and it has not yet come to an e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nnot be taken for granted, it requires unstinting vigilance and permanent practice. 

Until today, Nuremberg has remained in the public awareness in Europe and even further afield as the city of the National Socialist 
movement and – as a consequence of its culpable Nazi involvement – as the location of the Nuremberg Trials. 

In the 1980s, in our city the insights prevailed, that we should not suppress our own history, but describe it openly, remember it 
and use it to learn our lessons for a peacefu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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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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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is “Way of Human Rights”, Israeli artist, DaniKaravan, created a work of art which is both a statement denouncing the crimes 
of the National Socialists and a warning carved in stone, reminding people that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till rife in 
many states on earth.

Ever since July, 2001, respect for and active promotion of human rights have officially been part of the guidelines of Nuremberg’s 
municipal policy; for then the city in its mission statement committed to actively implement human rights. With this and several 
further documents – the European Charte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ity (2004), the Guidelines on Integration 
Policy (2004), and the 10-Point Action Plan of the European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ECCAR (2004), Nuremberg has 
adopted a normative basis not only declaring that human rights must be the fundamental value for our urban society, but very 
explicitly setting itself the task of a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Nuremberg is the only city in Germany to have a municipal Human Rights Office, closely linked to the Lord Mayor’s Office. The 
Human Rights Office has the task of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topic in all fields of activity of municipal policy. In practical 
terms, this means that the Human Rights Office endeavours to make human rights part of our municipal culture as a matter of 
course, both at local government level and in all fields where people are living and working together – e.g. education, the labour 
market, the housing sector, culture etc.

II. Nurember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and Related Events

For over 17 years, the presentation of the Nurember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has been the starting point and beacon 
of the city’s human rights activities. A high-ranking international jury, support by the UN and the UNESCO as well as by renowned 
NGOs have contributed to the award becoming one of the acclaim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s. In keeping with the 
award’s philosophy, there is not only a festive award presentation ceremony in Nuremberg’s Opera House, but afterwards, with the 
so-called “Peace Table” in the city centre, Nuremberg’s citizens celebrate a great festival of solidarity with the award winner.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award is the sustainable support given to our award winners. In addition a municipal foundation gives lasting 
support to both municipal human rights projects, and to the work done by the award winners and by jury members.

III. Municipal Human Rights Activities

Human rights work can only be credible if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lso safeguarded at a local level, in our everyday interactions. 
Nuremberg has chosen universal human rights as the frame of reference for its municipal policy – a policy oriented on the chances 
of all individuals to realise their potential. This does not only concern the official legal sphere, but also all other fields where people 
are living and working together, including education, culture, the housing sector and the labour market. Since human rights can 
also be taken as the basis for any debate on migration and integration, this creates a natural direct link between the two top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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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ity of Nuremberg, these two topics were united in one common goal for municipal policies.

Two structural principles underpin all human rights issues: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the weakest and 
most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Thus the City, in its human rights activities, must prove that it is doing justice to the needs of 
those groups of the population: refugees, asylum seekers, people with disabilities, children, old people etc.

Anti-discrimination activities are among the central tasks of local human rights activities in Nuremberg. Since the General 
Equality Act became effective in 2006, the Human Rights Office has offered advice and intervention for victims of discriminatory 
statements or actions. Since May 2011, a professional officer for discrimination issues has been in charge of assisting Nuremberg 
citizens affected by discrimination and of addressing any discrimination events happening within the city boundaries. By using 
an empowerment approach, he helps people help themselves, and offers alternative intervention, for example intercultural 
mediation, to those people who do not want to resort to legal procedures. In one year, about 180 people turned to the advisory 
office, and in just over two thirds of the cases there was relevant discrimination. Thus, the Anti-discrimination Office also mediates 
between different spheres of life – ethnic, social and cultural – and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conflict solution and peace 
activities in the city.

But since many studies and surveys have shown, that about the majority of people who suffered discriminatory experiences do 
not press charges, particular importance must be attached to preventive action. In Nuremberg, we have therefore chosen a two-
fold approach: case work and preventive action as two complementary approaches to provide concrete help, but also to sensitise 
people for this issue and to effect changes of attitude in a long-term strategy. 

The most effective protection for human rights is achieved by firmly anchoring the human rights topic in all educational processes. 
By achieving this goal, we would establish an important preventive barrier against all forms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The goal 
in Nuremberg is that we want to systematically anchor human rights education on as many levels as possible, both in schools and 
non-school contexts. We must create knowledge and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se rights, both in the population 
and among state decision-makers, such as the aliens’ departments, the police, and the judiciary. Nuremberg offers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or rather including it in its training curriculum for municipal trainees. The 
programme is geared to specific target groups, using methods, materials and instruments, tailored specifically to as many different 
municipal departments as possible.

IV. Protection of Weak and Vulnerable Groups within Urban Society

The vision of an inclusive society and of social cohesion which means participation of all in social activities also demands that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or groups must be consistently avoided. So the City, through its human rights activities, also shows that it 
does justice to the needs of the weakest and most vulnerable groups in the city.

This is why refugees, irregular migrants and people in precarious situations have been the focus of our human rights activities. For 
example, a high-ranking working group within Nuremberg municipal administration is concerned with safeguarding access to the 
right to health and medical care for all people living in the city. 

Further fields of action of Nuremberg’s human rights work are improving the situation of refugees, as well as their access to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V.Analysis of and programmes against group focused enmity

“Group focused enmity” means all pejorative and excluding attitudes towards individuals because of defined or pretended social 
affiliation. The phenomenon appears as anti-Semitism, racism, islamophobia, homophobia, religiously motivated extremism etc. 
All these attitudes pose a threat to an open and inclusive society and to social cohesion.

The Human rights Office is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mes that address as many social groups as possible and has founded 
several networks involving civil society so as the “Alliance against Right wing Extremism” and the “Prevention Network against 
religiously motivated extremism”. 

Successful human rights activities also depend essentially on the sharing of good practice, on mutual support and joint 
representation. Nuremberg has therefore joined several city networks, at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ith the common 
goal of fighting discrimination, racism, and right-wing extremism. The most important at a European level is the Europea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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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ities Against Racism (ECCAR). For more than four years the Nuremberg Human Rights Office hold the presidency and worked 
as administrative secretariat for this network consisting of 105 cities all over Europe.

VI.Factors for success

Regarding our experience there are four crucial factors for successful human rights implementation in Nuremberg: 

1.Support at political level by all democratic parties represented in the City Council

2.Mixture of activities on local/regional level and events with international vibrancy.

3.Trustful and sustainable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4.Budgetary independance

VII.Future challenges

In order to implement human rights activities in an effective and goal-oriented way, we need comprehensive monitor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uremberg. Currently, this monitoring is only established in some sectors, e.g. in the field of 
discrimination issues. In the next few years, one of the major tasks will be expanding this monitoring system, linking it to existing 
findings (concerning e.g. the integration progress, the social situation, poverty issues etc.) in order to develop an intelligent and 
meaningful set of indicators.

Municipal human rights work must also be aware of any social developments relevant for the human rights topic, and address 
these issues. Demographic change, for one, is one of Europe’s central social issues. It mainly comprises two parallel developments: 
stagnating bir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In this context, activities include the promotion of an active old age, the 
provision of care structures, and the design of a viable immigration policy. In a society with an immigration rate of about 40 per 
cent, we have long stopped talking about integration policies, and are now discussing the necessity of a diversity policy recognizing 
and pro-actively designing diversity, not only in ethnic aspects.

For many people in Germany,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es have triggered the fear of social decline and old-age poverty. In 
addition, municipalities in Germany are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financial emergency situation. We therefore need a fair 
and balanced social policy which avoids exclusion, takes people’s fears seriously, and thus prevents political extremism. This, too, 
will be one of the tasks we will have to concentrate on in the follow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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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 뉘른베르크의 인권 정책 및 성과 시스템

I. 뉘른베르크 인권 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규범적 근거

뉘른베르크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라는 점에서 유럽의 벤치마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책의 토대로 인권 방안을 실

행하는 것은 긴 과정이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권 보호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끊임없는 경계와 실천이 필

요합니다.  

지금까지 뉘른베르크는 유럽뿐만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대중의 인식 속에 국가 사회주의자 운동의 도시이자 비난 받을 만

한 나치 개입의 결과로 발생한 뉘른베르크 재판지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 이 도시에서는 역사를 숨겨서는 안 되며 솔직하게 설명하고 기억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데 활용해

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했습니다. 이후 인류의 보편적 원리라는 더 큰 정황에서 역사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뉘른베르크 시 정책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나치전당대회 역사기록센터(Documentation Centre Nazi Party Rally Grounds) 및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기념

관(Memorium Nuremberg Trials)은 책임 있는 추모 문화 속에서 역사적 교육과 인권 교육 간의 독특한 연결 고리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예술가인 Dani Karavan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범죄를 고발한 성명서이자 돌에 새긴 경고인 예술품 “인권의 길”을 만들

어, 지구 상의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엄청난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인권의 존중과 적극적인 도모가 공식적으로 뉘른베르크 시 정책의 지침 중 일부가 되었으며, 뉘른베르크는 그 

강령에 따라 인권을 적극 실행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문서(도시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2004), 통합 정책 지침

(2004), 유럽인종차별반대도시연합(ECCAR) 10대 시행 계획(2004))를 통해 뉘른베르크는 인권이 도시 사회를 위한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권 보호 과업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규범적 근거를 채택했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시청 가까이에 시 인권 사무소를 갖춘 독일 유일의 도시입니다. 인권 사무소의 업무는 시 정책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인권 주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은 인권 사무소가 지역 정부 수준과 사람들이 생활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

야(교육, 노동 시장, 주거 부문, 문화 등)에서 인권을 당연한 시 문화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뉘른베르크 국제 인권상 및 관련 행사 

17년 이상 동안 뉘른베르크 국제 인권상의 수여는 뉘른베르크 인권 활동의 시작점이자 봉화였습니다. UN, UNESCO, 명성 있는 

NGO의 지원과 고위 국제 심사위원 덕분에 이 상은 호평 받는 국제 인권상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상의 철학에 맞게 뉘른

베르크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며 이후 도심부에서 이른바 “Peace Table”과 함께 뉘른베르크 시민들이 

수상자들과의 화합의 제전을 축하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수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 재단이 

시 인권 프로젝트와 수상자 및 심사위원들이 수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III. 시 인권 활동

일상의 상호 작용에서 인권이 지역 수준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권 활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시 정책의 기준 틀로 보편적인 인권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법률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부문, 노동 시장을 비롯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모든 다른 영역과도 관

련이 있습니다. 인권은 이주 및 통합에 관한 토론의 근거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제를 자연스럽고 직접적으로 연결시

킵니다. 또한 뉘른베르크 시의 경우 이 두 주제는 시 정책을 위한 하나의 공통 목표에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인권 문제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구조적 원칙은 차별에 대한 보호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집단의 보호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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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시는 인권 활동에 있어 이들 집단, 즉 난민, 망명 신청자,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필요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별 방지 활동은 뉘른베르크 지역 인권 활동의 중심 업무입니다. 2006년, 일반평등법(General Equality Act)이 발효된 이후 인권 

사무소는 차별적 언행의 피해자들을 위해 자문과 중재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1년 5월 이후 차별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차별 

받는 뉘른베르크 시민을 돕고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적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는 권한 분산 방식을 사용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종 문화간 중재 등과 같은 대안적 조정을 제공합

니다. 일년에 약 180명이 상담 사무소를 찾아오며 이 중 2/3 이상의 사례가 차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 방지 사무

소는 인종, 사회, 문화 등의 여러 영역 간에 중재하며 시의 분쟁 해결 및 평화 활동에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및 조사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예방 조치가 특히 중요합니

다. 따라서 뉘른베르크에서는 이중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사례별 해결 업무와 예방 조치를 두 개의 보완 방식으로 채택하여 구체

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인권 주제를 강조하도록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모든 형태

의 민족 우월 의식과 차별에 대한 중요한 예방책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목표는 학교 및 학교 외 가능한 한 많은 단

계에서 인권 교육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과 정부 의사결정자들, 예를 들면 외국인 부서, 경찰, 사법부 모두

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뉘른베르크는 도시 행정 내에서 인권 교육을 제공하거나 시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에 인권 교육을 포함시킵니다.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많은 다른 시 부서들에 특별히 맞춤화된 방법, 

자료, 도구를 사용해 특정 대상 집단에 맞게 설계됩니다.

IV. 도시 사회 내 약자 및 취약 집단의 보호 

모두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응집성과 통합 사회의 비전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

로 시는 인권 활동을 통해 시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집단의 필요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난민, 불법 이민자,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 활동의 핵심이 되어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 시 행정 

내 고위 실무진은 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및 진료를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뉘른베르크는 더 많은 활동 무대에서 인권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난민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 및 노동 시장 이용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V. 집단 대상 적대감에 대한 분석 및 프로그램

“집단 대상 적대감”은 사회적 소속의 이유로 개인을 경멸하고 배척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반유대주의, 민족 우

월 주의, 이슬람 공포증, 동성애 혐오증, 종교적으로 촉발된 극단주의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방적인 통합 사회와 사

회 응집에 위협이 됩니다. 

인권 사무소는 가능한 한 많은 사회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극우익 행동 반대 연합(Alliance 

against Right-Wing Extremism)’, ‘종교적 극단주의 예방 네트워크(Prevention Network against religiously motivated extremism)’ 

등과 같은 시민 사회를 포함한 몇몇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인권 활동은 근본적으로 우수 사례의 공유, 상호 지원, 공동 대표 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뉘른베르크는 차별, 

민족 우월 주의, 극우익 극단주의에 맞서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몇몇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유럽

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인종차별반대유럽도시연합(ECCAR)입니다. 4년 이상 동안 뉘른베르크 인권 사무소는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105개 도시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의 운영사무국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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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성공 요소

뉘른베르크의 성공적인 인권 실행에는 4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시 의회의 대표적인 모든 정당에 의한 정치적 수준의 지원

2. 지역 수준의 활동과 국제적 반향이 있는 행사의 결합

3. 시민 사회와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협력

4. 예산의 독립

VII. 향후 과제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인권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뉘른베르크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모니터링은 차별 문제와 같은 일부 부문에서만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몇 년 내에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

능적이고 의미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장하고 이것을 기존 결과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예: 통합 과

정, 사회적 상황, 빈곤 문제 등과 관련).

또한 시 인권 업무 시 인권 주제와 관련한 사회 개발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학적 변화는 유럽의 핵심적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로 두 개의 병렬 발전, 즉 출산율 침체와 예상 수명 증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인권 활동

은 활동적인 노년 촉진, 간호 구조 제공, 실행 가능한 이민 정책 설계 등을 포함합니다. 이민 비율이 약 40%인 사회에서 우리는 통

합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이제 민족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식하고 선행적으로 설계하는 다양

성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의 경우, 금전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적 기능저하와 노후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독일의 

행정 구역들은 전례 없는 금융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제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

써 정치적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음 몇 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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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s  / 토론

Roh Hyun Su (Part-Time Lecturer, Dept. of Law/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노현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Part-Time Lecturer of Law,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Roh Hyun Su majored in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law at Yeungnam University, and got his J.D. with the research on local ordinances on human rights. As 
a part-time lecturer of law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he is delivering lectures on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law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He is studying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governments as a member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nd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His research articles included "the Law Predominance and Human Rights Ordinance  (2013)," "the Status of Future 
Tasks of Human Rights Ordinance (2013)," "the Master Plan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Gangwon Province (Gangwon Province, 2015)," "the Status 
and Initiatives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and "Development of Initiatives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Ordinance of 13 Local Governments for Improvement of Local Regulations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영남대학교에서 행정법과 인권법을 전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로서 

학부, 대학원에서 행정법, 인권법 등을 강의 중이다. 현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인권재단, 인권정책연구소 등의 회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연

구 중이다. 연구물로는 ‘법률우위와 인권조례(2013)’, ‘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2013)’,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강원도 : 2015)’,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

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 2016)’,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13개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법제처 :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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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ementation & Assessment 
I  인권정책 이행평가 (기본계획 평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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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ssion 2 
Concept Note : Policy Implementation & Assessment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기본계획 평가체계 마련)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are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plan that has an objective that is similar 
to that of National Action Plans (NAPs) or an action plan in different areas, such as women, children, and immigrants. 
These plans enable local governments to refl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in extensive administration, and 
ultimately realize their goals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citizens’ human rights. What is essential for these plans to be 
adequately implemented as policies and projects is systematic evaluations and feedback.

This year’s General Session 2 is aimed at discussing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an effective master plan 
evaluation system. Objectivity can be enhanced by using preset figures or indicators, or transparency can be increased 
throug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Evaluated parties, such as public officials, departments, or organizations, can take part 
in evaluations themselves for greater motivation. 

A great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formulating their 
second plan after completing their first five-year plan, which was established when they adopt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General Session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tensively 
share information on past trials and errors an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많은 지방정부가 국가 단위 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종합 계획이나, 여성, 아

동, 이민자 등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광범위한 시정 속에 국제적 인권의 원

리를 반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

어진 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

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일반세션 2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본계획 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미

리 설정한 수치나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도 있겠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

다. 공무원이나 부서, 기관 등 피평가자를 평가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수행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행정 개념을 시정에 도입하면서 수립했던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마무

리 짓고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향후 개선방안을 서로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자

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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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 좌장

Joong-Seop Kim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oong-Seop Kim got his Ph.D. in social sciences at Hull University, UK, and serves as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as visiting 
professors at University of Essex in UK, Columbia University in US and Kyoto University in Japan, and led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the Institute for Human  
Rights & Social Development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y leading local human rights activities including hosting of the Jinju Human Rights Conference, 
he facilitated the nation's first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human rights, and has continued researches and activities for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communitie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the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 (2016)" where he compared local human 
rights activities of Korea and Japan, "Toward the Equal Society: the Comparison of Hyeongpyeongsa of Korea and Supyeongsa of Japan (2015)" where he compared 
and analyzed liberation movements of Baekjeong of Korea and low-class citizens of Japan who were unfairly treated, and "the Era of Civil Movements: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Local Communiti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Period (2012)." 

김중섭은 영국 헐(Hull) 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영국 에섹스대학교,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일본 교토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연구하였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진주인권회의’ 개최 등 지역 인권 활동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조

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 인권 활동을 비교 탐구한 「인권의 지역화-일상생

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2016), 피차별 집단인 한국의 백정과 일본의 부락민이 벌인 신분해방운동을 비교 분석한 「평등 사회를 향하여: 한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비교」 

(2015), 20세 초 진주지역의 사회단체 활동을 분석한 「사회운동의 시대: 일제침략기 지역 공동체의 역사사회학」 (2012) 등이 있다.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Lee Eun Hee (Center Manager, Eunpyeong-gu Humanrights Center)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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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ing from Sociology Departm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Lee took a graduate course at the same University, earning her Ph.D. with a dissertation titled 
"Reflexive dynamics of a postmodern local community in Korea." At the Christian Academy (currently With Yeohae), she actively engaged in such social agenda as 
"the path of humanizati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Lee planned and operated NPO Leadership Course for Women at the 
Ewha Institute for Leadership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he also managed the project of fund-raising for the support of women's human rights NGOs 
at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At present, Lee is devoted to disseminating human rights values throughout the community in Eunpyeong-gu through citizens' 
autonomy and community activities and establishing community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in comprehensive linkage with private-public resources. She 
authored 「Exploration of Feminist Citizenship」(coauthor, 2017) and 「A House of Stories: Village Library, Barefoot Companions」(2016).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거쳐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크리스챤아카데미(현 여해와

함께)에서 인간화의 길, 분권과 자치, 동북아시아 평화 등의 주제로 활동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여성NPO리더십과정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한국여성

재단에서 여성인권 NGO 지원 모금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은평구에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인권 가치를 확산하는 일과 민관의 다양한 자원

을 포괄적으로 연계한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조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2007, 공저), 『이야기들이 사는 집 : 마을도서관 맨발동무』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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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Period I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Establishment and Challenges

Lee Eun-hui

(head of Human Rights Center, Eunpyeong-gu Office)

1. From the adoption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to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Basic Plan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of Eunpyeong-gu started off with the enactment of a human rights ordinance.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Eunpyeong-gu, Seoul」 (hereinafter, “Eunpyeong-gu Human Rights Ordinance”) 
was adopted on October 22, 2015, 11th among 25 Districts in Seoul (As of 2015, 79th among 241 municipalities nationwide). Since 
the enactment of such an ordinance in May 2007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followed suit. Given that such enactments increased rapidly shortly aft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sued a 「Recommendation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Human Rights Basic Ordinances」 in April 2012, the adoption of the 
Ordinance in Eunpyeong-gu was not much quicker than others. But the enactment of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Ordinance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was adopted through consultations for one year after a public-private task force team (TFT) was formed 
to discuss the local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Eunpyeong-gu ordinance TFT was comprised of three administrative persons, one District Council member, and seven civil society 
organization members. For one year, a total of eleven meetings, three human rights education classes for civil servants, and one 
community town hall meeting was held for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 procedures were not all that smooth. Specifying 
the vulnerable groups of human rights in the ordinance, realignment of organization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human rights 
center, and other agenda was divisive, which brought the discussions to a halt. After some twists and turns, a wise, compromised 
plan was drafted, eventually leading to the notice of legislation in August 2015. But the Eunpyeong-gu District Council raised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 and human rights commission, so the draft bill had to be revised for 
final adoption.

The experience of lengthy discussion on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Ordinance with participation ranging from the District 
administration to civil society and to the Council has helped to raise interest in various fields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s 
that followed after enactment. In sum, I believe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Ordinance is a best practice case of abiding by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politics suggested by human rights experts: "direction rather than speed; optimization rather than 
maximization."

The establishment of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was undertaken within the same context and principle, but it was 
speedier than before.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Ordinance, Eunpyeong-gu Human Rights Center 
was founded (Feb. 1, 2016);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under Article 13 of the Ordinance (April 25, 2016); and a 
research was commissioned (Aug. 31, 2016) to develop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after drafting the Plan in the first 
regular meeting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May 12, 2016).

2. Key features of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Commissioned research team comprised of community resident activists

Eunpyeong-gu does not have a college. We looked for a local institution with competence and accreditation, but it was not easy 
to find one. Few would accept a speedy 4-month research and conduct a research project at a small budget (20.9 million won). So 
we devised the idea of creating a research team comprised of resident citizens of Eunpyeong-gu by combining researchers with 
activists. A human rights commissioner of Eunpyeong-gu took charge of management of the team because we believed a smooth 
communication and close cooperation with Eunpyeong-gu Human Rights Commission is essential to achieving goals within a 
short period of given time. In the end, a five-member research team was launched, headed by Vice Chairman of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mprised of two researchers and two activists.

Above all, the research tea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hereinafter, Basic Plan) made 
a comprehensive review of human rights policies in Korea and abroad, existing basic plans developed by other local authorities, 
and research reports that provided the foundation for the plans. And then a survey plan was set up for Eunpyeong-gu and surveys/
interviews were conducted: surveys (813 teens and older residents) and interviews (One on one or group interviews of 5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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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civil servants, civil society activists, social welfare workers, day-care center teachers, sub-community leaders). The 
research team submitted a final report (June 12, 2016)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Basic Plan after presenting interim 
and final reports to resident workshops.

The report of the research team carried two striking features since the researchers were residents and actors in the community. 
First, the researchers were well versed in the people and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made effective investigative plans, and 
implemented them. Second, they prescribed the plan not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on but thoroughly from the view 
of civic society. The former serves as the strength of the research. But the latter was thought to be an imbalance of the research. 
The Basic Plan is an administrative plan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Eunpyeong-gu in collaboration with its citizens, and 
has to use the same language and mechanism as the Eunpyeong-gu Office does, which was not the case. Further, although the 
report researched and recorded Eunpyeong-gu, the Basic Plan Vision (draft) suggested by the report shared the same scopes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n terms of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reating human rights-based culture, expanding human rights value and culture, and building human rights 
fundamentals. Eunpyeong-gu Human Rights Commission factored in these and recommended that the locality of Eunpyeong-
gu be reflected in the Vision in consideration of residents' participatory system and the achievements and competence of civic 
organizations within the community.

Eunpyeong-gu demands local specifics to be reflected in the Basic Plan

Eunpyeong-gu Human Rights Center extracted local characteristics of Eunpyeong-gu through statistics. Geographically, first of 
all, Eunpyeong-gu has 50% green area (natural habitat) and the other 50% residential area (human housing), respectively. It is a 
typical bed town where daytime population index is low while a large population on small land resides in the district. Eunpyeong-
gu hosted a very small number of enterprises, with business that hire five or fewer workers accounted for 80%. It is economically 
vulnerable with 40% of the businesses lasting less than three years. Eunpyeong-gu's fiscal independence was very poor, being one 
of the most fiscally dependent districts in Seoul, while there is a large demand for social welfare from those including the elderly 
population, people with disability,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y, etc. Meanwhile, co-governance with residents, thanks to the 
political competence accumulated through Eunpyeong-gu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residents' governance policies, was 
already incorporated into existing institutions, and so was cultural mechanisms including lifelong learning through Eunpyeong 
Citizens College and library. Various community-driven alternative campaigns were already underway in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renewable energy, urban farming, and eco-friendly village transformation campaign.

Eunpyeong-gu Human Rights Center described aforementioned features and put together the contents of Eunpyeong-gu 
community assurance plan, commissioned research report, community healthcare plan, gender equality plan etc. to come up with 
a Human Rights Basic Plan Vision that is unique to Eunpyeong-gu. Policy goals and tasks were included: three core policies, eight 
major tasks, 36 subtasks; two key competencies, ten tasks; and five tasks for implementation basis. 

<Picture 1> Eunpyeong-gu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Basic Plan Vision Structure, Period I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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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Vision and policy goals are as follows. Eunpyeong-gu residents ar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therefore desire 
independence through consistent labor and social participation. These economic needs are thought to be difficult or next to 
impossible to be met by a local government and market. Therefore gradual efforts are required to set up a goal for the future for a 
"better life" through alternative economy and community economy and to build social fundamentals at the initiative of community 
members. Meanwhile, since residents are strongly committed to preserve the local environment such as Bukhan Mountain and 
Bulgwang Stream and live a pleasant life in harmony with nature, it should be not only traditional politico-social policies but 
also environment and health policie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human rights policies for active implementation. These 
policies aim to be achieved on a village-community basis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co-governance, and learning capability, 
supported by consistent institutionalization and systemization of human rights policies.

Principles of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The principles highlight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were universality, practicability, 
consistency, and scalability. In other words, human rights policies should be applied to all Eunpyeong-gu residents (universality);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utilizing existing human/material resources and policy experiences, with measurable 
outcomes (practicability); should be able to be enforced for the next five years (consistency); and should have a learning effect 
with open inquiries whether new concepts of human rights beyond typical scopes can be added to current human rights policies 
(scalability). Period I Basic Plan prioritized practicability to minimize confusion and to stably develop and implement the Plan since 
it newly introduced human rights concepts to administrative system. This was a priority concern when detailed tasks were selected 
and formulated.

Definition of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and significance

① Eunpyeong-gu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ereinafter, "Basic Plan") is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plan to systematically develop and improve laws and institutions, policies, and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build a community where human dignity and values of all Eunpyeong-gu residents are guaranteed.

② The Basic Plan is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and is a mid-to short-term administrative plan, in tandem with community 
assurance plan (renewed every four years) and community healthcare plan (every four years), designed to protect the civil rights 
of Eunpyeong-gu residents.

③ The Basic Plan is a private-public collaborative practice plan with institutional/cultural dimensions aiming to build a community 
network of people who respect difference and diversity and practice the value of sharing with others.

④ The Basic Plan is a community discussion resource that is useful in converting the community administrative paradigm from 
beneficiary "welfare" to rightful "human rights" everyone is entitled to.

3. Future challenges of Eunpyeong-gu Human Rights Basic Plan: implementation/evaluation mechanism development

One of the most difficult parts of establishing the Basic Plan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Eunpyeong-gu community 
assurance plan from the Basic Plan. Welfare and human rights are definitely different concepts from each other, but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wo when it came to detailed policies to be implemented. Can we newly define and propose human rights 
policies distinguishable from welfare-driven policies? This question is posed amid the trend under whic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ssively strengthens community-based welfare administration through <Dong (sub-district) community center 
project of bringing services to citizens>. In line with this trend, 16 Dong community centers of Eunpyeong-gu streamlined their 
teams, dividing them into three welfare teams (welfare administration, welfare support, welfare service), and the name of facilities 
associated with community residents' right to health, such as "psychological health promotion center," was universally changed to 
"psychological health welfare center" by the SMG.

Eunpyeong-gu establishes and monitors a community assurance plan through private-public collaboration and already maximally 
encompasses the tasks of welfare right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Putting such social rights into the Basic Plan was clearly 
redundant. But many policy departments including welfare for children, wome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nd offices of 
education, environment, and health kept asking questions: "Is this part of human rights?" Whenever such a question was raised, 
we asked ourselves whether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are fulfilled if we just check whether human rights-related plans such as 
community assurance plan, community rehabilitation support plan, community healthcare plan, and gender equality basic plan 
do not exclude or miss out on anything and whether they are being implemented alright. Other questions we asked ourselves 
were: Should the policy goals of the Basic Plan be limited to projects handled by Human Rights Center and human rights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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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for Human Rights Center to allocate targets to policy executors, including offices responsible for enhancing rights to 
residence, housing, labor, culture,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have them attain the targets?; Is it possible for the Center to 
take the lead when the offices fail to meet the target? We could not help but worry that if we fail to secure independent, unique 
status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iming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tatu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particularly 
under the current welfare-driven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autonomy where all policies tend toward welfare, human rights 
programs would be reduced to monitoring. 

In face-to-face interviews for Basic Plan development study, administrative civil servants underscored that for new human rights 
policies are to be implemented properly, the actors of policy initiatives and the actors whose performance are evaluated must clearly 
be defined. Unfortunately, however, that is the weakest part of Eunpyeong-gu's Basic Plan. The Human Rights Center contributed 
a plan to the Basic Plan targeting a completion of key performance index development by 2020. Since Period I of the Basic Plan 
expires in 2022, the plan only reflects what should come before the expiration year. We are not sure yet whether practical indexes 
can be developed or whether the development of indexes should be done by each local autonomy and municipality. Moreover, it 
is one thing to develop the indexes and another to develop a system to make an evaluation based on the indexes. The evaluation 
system must define the role and status of actor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including public officials (civil 
servants),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mmunity residents, and its structure has yet to be delineated. It is because it is still 
uncertain how a consultation can be made with related offices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there is no clear plan yet regarding 
the subject and format of consultation.

Though not complete, such a plan is attempted by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Center for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First of all, responsible officials and private representatives should gather and share vision and implementation structure, including 
officials in charge of Eunpyeong-gu community assurance plan, healthcare plan, gender equality plan, collaboration plan, and key 
plans committed by District Mayor. They should discuss and consult with each other on how to measure and share achievements 
in overlapping policies and projects. 

Second, development and submission of plans on tasks should be encouraged. Responsible sub-task office and officials are to be 
invited to a workshop where prior year projects are assessed. The officials may take part in the workshop as part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a required training course for civil servants under existing ordinance.

Third, sub-tasks assigned to the Human Rights Center should be implemented by task subcommittee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e Eunpyeong-gu Human Rights Commission is already working on opening subcommittees on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status investigation and task development; assessment of impact of ordinances/rules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constructions/buildings as the Commission agreed to increase Commission 
members and organize subcommittees to implement tasks prescribed by Period I Basic Plan when it discussed 2018 business plan 
and Period II Commission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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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 평가 및 과제

이은희

(은평구 인권센터장)

1. 인권조례 제정에서 인권기본계획 수립까지

은평구 인권행정의 시작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은

평구 인권조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1번째로 2015년 10월 22일에 제정되었다(2015년 기준, 전국 행정구

역 241개 중에서 79번째). 2007년 5월 국내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참여하고, 2012

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직후 더 넓게 확산된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은평구 조례제정 시기가 빠

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평구 인권조례는 2014년 9월 민관이 함께 은평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T를 결성하여 1년간의 협의 

끝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은평구 조례제정 민관 TFT에는 행정 직원 3인, 구의원 1인, 민간단체 7인이 참여하였고, 1년간 총 11차례의 회의, 공무원 인권교

육 3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 1회를 진행하였다.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아서, 인권조례 안에 인권취약집단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문제와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직제 편성 등 몇몇 쟁점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논의가 중단되

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혜롭게 중재안을 마련하여 2015년 8월 마침내 합의한 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기에 이르지만, 구의

회에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다시 수정하여 제정하게 된다. 

은평구 인권조례가 이처럼 구 행정, 시민사회, 의회까지 두루 관심을 가지고 길게 토론한 결과로 만들어진 경험은 이후에 전개되는 

인권행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한 마디로, 은평구 인권조례는 인권 전문가들이 제시하

는 ‘속도보다는 방향, 최고화보다는 최적화’라는 인권정치의 원칙을 준수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도 같은 맥락과 원칙에서 이루어졌으나 추진 속도는 좀 개선되었다. 은평구 인권조례 제정 후, 제11

조에 따라 은평구 인권센터가 설치(2016.2.1.)되었고, 제13조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구성(2016.4.25.)되었으며, 인권위원회 1차 정

기회의(2016.5.12.)에서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 계획안이 심의되어,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안 연구용역(2016.8.31.)

이 진행되었다.  

2.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특징

주민활동가로 연구용역팀 구성

은평구에는 대학교가 없다. 그래서 지역기관 중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곳을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많지 않은 예산(2,090만원)에 4개월 단기 속성 조사연구 프로젝트 제의를 흔쾌히 수용할 곳은 없었다. 그래서 인권센터가 고안해

낸 아이디어가 은평구 주민 중에서 연구자와 활동가를 조합하여 조사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팀의 책임자는 은평

구 인권위원이 맡도록 했다. 왜냐하면 은평구 인권위원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협력적으로 과제를 진행하여야 짧은 기간에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은평구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책임연구원을 맡고, 연구자 2명과 활동가 2명을 규

합하여 5명으로 팀을 꾸렸다.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팀은 제일 먼저 국내외 인권정책과 인권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지자체들의 기본계획

과 그 근거가 되는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그런 후에 은평구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

(10대 이상 주민 813명 참여)와 면접조사(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통장 등 50여명, 일대일 혹은 그룹 인

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연구팀은 주민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와 결과보고회를 거쳐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연구보고서

를 제출하였다.(2016.12.)

조사연구팀의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사람

과 기관에 대한 현실 정보에 능통하여 실질 조사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추진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행정보다는 철저히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 내용을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전자는 연구의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후자는 연구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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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평가되었다. 인권기본계획은 은평구가 주민과 함께 수립하고 추진해나갈 행정계획으로서 무엇보다 구정의 언어와 체계를 

갖춘 것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한 은평구의 지역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제시한 인권기본계획 비전체

계(안)은 내용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범주(사회적 약자의 인

권 증진, 인권지향적 환경 조성, 인권가치와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등)와 모형과 같은 것이었다.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이

러한 점들을 평가하고 주민참여제도나 시민단체의 마을활동에 대한 성과와 역량을 고려하여 은평구의 지역성이 비전체계에 나타

나도록 수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에 강한 지역성 주문

은평구 인권센터는 먼저 은평구의 지역적 특징들을 통계자료를 통해 추출하였다. 먼저 은평구의 지리 면적이 녹지(자연 서식)와 택

지(사람 주거)가 각 50%라는 점, 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주간인구지수는 낮은 전형적인 도시 주거지역(bed town)이

라는 점, 사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5인 이하 사업장이 80%가 넘고 그마저도 존속기간이 3년 이하가 약 40%에 달

하는 경제취약지역, 고령인구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 수요자가 많은 반면,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

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은평구 행정과 주민이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 축

적해온 역량으로서 정치적 측면의 주민참여와 협치 역량, 은평시민대학과 도서관 등 평생학습 기반의 문화적 역량 등이 이미 적극

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이고, 신재생에너지, 도시농업, 전환마을 운동 등 민간 영역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안운동

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인권센터는 위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수립 연구용역보고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의 내용을 종합하여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의 고유한 비전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책목표와 과제는 3대 핵심정책, 8대 중점과

제, 36개 세부과제 / 2대 주요역량, 10개 과제 / 추진기반 5개 과제로 나누어 담았다. 

<그림 1> 제1기(2018~2022)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비전체계

비전과 정책목표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은평구 주민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삶을 살고 있어 지속적인 노동과 사회참여

를 통하여 자립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지방 정부와 시장이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

안 경제-커뮤니티 경제를 통하여 ‘좋은 삶’을 실현해갈 미래 목표를 수립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가는 점진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산·불광천 등 지역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 모두 쾌적한 삶을 살려

는 주민 의지가 강하므로, 정치적·사회적 영역의 전통적인 정책뿐 아니라 환경정책과 보건정책 등을 인권정책의 틀 안에 담아 적

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들은 주민 참여와 협치, 학습 역량을 기반으로 마을 커뮤니티 단위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권정책을 꾸준히 제도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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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기준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보편성, 실행가능성, 지속성, 확장성이다. 즉, 은평구 인권정책은 은평구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

는 것(보편성)이어야 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 경험이 일정 부분 갖추어져 즉각 실행 가능하고 성과를 확인․도출할 

수 있는 것(실행가능성)으로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지속성)이어야 하고, 인권정책으로 이해해온 전형적 범주를 벗

어나 이것도 인권인가를 질문하고 학습하는 효과를 주는 것(확장성)을 뜻한다. 제1기 인권기본계획은 행정에 인권 관점을 새롭게 

도입하는 첫 번째 시도인 만큼 모호함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행가능성을 중요 요인으로 판단하였고,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구성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정의와 의의

①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은평구 주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

장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과 제도, 정책, 사업 등을 인권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인권종합계획이다.  

②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지역보건의료계획(4년) 등과 함께 은평구 주민의 사

회권을 보장하는 중단기 행정계획이다. 

③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을로 지역사회 관계망을 조성해가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차원의 민관협력 실천계획이다.

④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은 주민행정 패러다임을 시혜적 ‘복지’에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으로 전환해가는 데 유익한 지

역사회 토론 자료이다. 

3.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향후 과제 : 이행·평가체계 개발을 위하여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를 구분하는 일이었다. 분명 복지와 인권은 다른 관점이고 다른 개념인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수준으로 내려오

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복지가 아닌 인권정책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 더욱이 서울특별시가 <찾아가

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커뮤니티 단위의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라 은평구 16개 동주

민센터도 일제히 팀제를 3개 복지팀(복지행정·복지지원·복지서비스)으로 정비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주민 건강권 문제를 

다루어온 시설도 최근 서울시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일괄 명칭변경하였다. 

은평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하고 모니터하며 진행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권 과제를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서 같은 사회권 과제들을 다시 인권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엄연히 중복이었다. 그러자 ‘이것이 인

권입니까?’ 하는 질문이 아동, 여성, 장애인, 어르신 복지부서와 교육, 환경, 보건 등의 정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럴 

때마다 인권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자활지원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인권 관련 단중장기 계획들이 누

락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없는지, 잘 추진되고 관리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질문을 동시에 가졌다. 인권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인권센터와 인권 전담 부서의 사업계획들에 국한하여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권센터가 지역의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높이는 정책집행 부서들에 목표를 주고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견인하는 것은 가능할까? 복지행정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이 복지화된/되어가는 지자체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

의 인권실태를 개선하려는 인권행정이 고유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니터링 사업에 국한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은평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면접조사에서 행정 공무원들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려면 추진체계와 성과배분 체계가 명확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은평구 인권기본계획이 갖는 대표적인 취약점이 바로 그 점이다. 인권센터

는 인권기본계획 안에 2020년까지 평가지표 개발을 완성할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이것은 제1기 인권기본계획이 2022년에 종료

되므로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을 규범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또 기초 지자체마다 자체

적으로 개발해야 하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제와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체계를 수립하는 것

은 별개의 과제이다. 체계에는 해당 부서(공무원), 인권위원회, 주민 등 인권기본계획 실행 관련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위상을 

정하여 연결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 당장 행정 내에서 어떻게 해당 부서와 협의해갈지도 그 주제나 형식 면

에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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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대로, 은평구 인권센터는 인권기본계획 이행체계에 대하여 이러한 구상을 실행해보려고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 유관 행정계획인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 협치계획, 지자체장 주요

공약사업계획 등에 관계된 담당 직원과 민간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각 계획의 비전체계와 추진체계를 점검한다. 중복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과 정리 및 공유 체계를 토론·협의한다. 

둘째, 매년 과제별 계획 수립과 제출을 독려하고, 세부과제 해당 부서 담당자를 초대하여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간담회

를 갖는다.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조례상 의무교육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셋째, 인권센터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들은 인권위원회가 과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이미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2018년 사업계획과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 의제를 논의하면서 제1기 인권기본계획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을 

보강하고 사업실행단위인 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협의하여,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및 과제발굴, 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 공공

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설치가 준비 중이다.   



Kim Gi-gon (Research Fellow,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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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Gi-gon began his research career 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May 18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 studied the rel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human rights and the issues of the cultural right by engaging in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Asia Project.

He currently studies human rights and cultural policies at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and the areas of his special interests includ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and alternative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al level, includ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urban policies. He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Planning 
Committee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a member of the Social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전남대학교5·18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인권 사이의 관계, 문화적 권리 문제 

등을 연구했다.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인권과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 등 지방정부의 차원의 혁신정책과 대안정책의 실행에 관심을 갖

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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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Human Rights Indicators

Kim Gi-gon

(Research Fellow at the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earnestly implementing a human rights city project since 2010. Its main task was to build 
a human rights system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In this process, the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created. Gwangju Metropolitan City’s human rights indicators are a leading human rights 
mechanism for execution of human rights policies.

In Gwangju, human rights indicators are more than a tool that is used to ascertain the region’s human rights status and to assess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human rights policies. Human rights indicators have a special, symbolic meaning. Human rights 
indicators increase standards for a city’s internal agreement on why human rights are important in a city. The Gwangju human 
rights indicators enhance the internal correlation between Gwangju and human rights and enable self-examination on the city’s 
history and policies in relation to human rights, thereby presenting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human rights cities.    

Gwangju Metropolitan City’s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are an outcome of cooperation among the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administrative department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human rights experts, and citizens. To incorporate 
basic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 human rights indicators, the relevant research team compared and examined human rights-
related item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mmon items address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key items of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Efforts were made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indicators by also reflecting 
human rights-related item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fforts were also made to include functional items that are needed administrativel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city policies. 

The human rights indicators were completed after going through several steps. First, the research team and administrative agency 
conducted detailed reviews on preliminary indicators that were initially created. This was followed by the holding of public hearings, 
collection of citizen and expert opinions, and discussions with official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under Gwangju City Hall to 
result in the careful selection of only elaborate indicators. As the final step, Gwangju-level human rights were categorized into five 
main areas, and 18 human rights city execution articles were comprehensively restructured to develop ‘Gwangju Metropolitan 
City’s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Gwangju Metropolitan City’s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have the following major characteristics.

First, the indicators have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Gwangju Human Rights Charter,’ which is the local community’s human rights 
norm.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Human Rights Charter are expressed as detailed items of the human rights indicators. The 
objective was to enhance the sense of unity between human rights norm and human rights policy.

Second, all administrative departments can take part in managing the human rights indicators. Departments that handle work that 
is related to the indicators were assigned with the role of creating statistics and materials for their respective indicators. Every year, 
all department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human rights indicators, and send the outcome to 
the ‘Human Rights & Peace Cooperation Office,’ which is dedicated to human rights.  

Third, the human rights indicators can be used as a practical tool for human rights policies. The human rights indicators were 
designed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overall monitoring process, including 
evaluations. The goal was to have human rights policies that are based on the human rights indicators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Connection and execution system of Gwangju’s human rights indicators

In 2013, a comprehensive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A few issues were identified. 
First was inadequateness of the indicators. This included indicators with no statistical materials, indicators with a low level of 
representativeness and continuity, indicators with an overlapping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s that were not obj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he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were revised and improved in 2015. Next was an issue with the 
human rights indicator operation process. With the exception of the department solely assigned to human rights, departments 
were not taking the active stance of embracing the indicator-related tasks as their own respective work. There are substantially 
more than 100 indicators for which statistics need to be obtained and managed in detail. The process of measuring relevant 
indicators every year and formulating an execution plan for the human rights tasks suggested by the indicators was a great burden 
to the departments. 

In 2015, key human rights indicators were created by reflecting tasks on which greater focus should be placed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The key human rights indicators include 61 tasks in six areas - ‘youths outside of school,’ ‘immigrants,’ ‘right 
to life (suicide issue),’ ‘poverty,’ ‘the mobility handicapped,’ and ‘temporary workers.’ The key human rights indicators are not the 
outcome of newly comprising the previous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Their objective is to strengthen the policy execution 
function of the human rights indicators. Gwangju Metropolitan City’s top 100 human rights indicators have been making certain 
contributions to extensivel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through a great number of indicators. However, they 
have not contributed much to efficient and practical human rights policy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importance, 
urgency, etc. among the indicators. The key human rights indicators further clarify the focus points of human rights policies and 
give shape to tasks that need to be executed based on cooperation among departments. However, the lack of a consensus among 
depart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human rights indicators, frequent replacement of relevant personnel, and other 
factors are preventing the indicator-level tasks from being executed with vitality.

Moving forward, Gwangju Metropolitan City’s human rights indicators need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analyses 
and evaluations on overall human rights in the region and establishment of new human rights policies, among others. Many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this end.

First, the human rights indicators should be closely connected to the monitoring system. Monitoring refers to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naging information to ascertain the management of policies and project plans and the outcome. Human rights 
indicators perform the function of presenting a direction and information for human rights monitoring activities. There is a need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following monitoring: monitoring of the system execution process which involves examining whether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mechanisms, etc. are adequately functioning; performance monitoring which examines how 
much systems and policies have accomplished their ultimate goals; and field monitoring, which involves inspecting actual field 
conditions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coming up with improvement tasks.

Second, the gap between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should be reduced through the human rights indicators. There is a 
need for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to develop human rights-related work and convert it into an indicator. This is required 
to enhance cohere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Each department should evaluate its respec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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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norm

Execution goals and tasks

Detailed execution items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Gwangju Human Rights Charter

18 major execution tasks in five major areas

100 human rights indicators

Policy development, evaluation, monitoring

Local community 
agreement

Execution tasks

Indicators

Evaluation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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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s to human rights indicator implementation, and reflect a plan that is aimed at addressing the shortage in performance 
in the following year’s annual execution plan. For project plans, the project content needs to be presented in detail together with 
the budget. 

Third, there is a need to create joint human rights indicators among cities. Human rights indicators can serve as an important 
medium for implementing cooperative human rights policies with other human rights cities. After creating joint indicators among 
c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jointly execute human rights policies and compare the outcome. By doing so, the cities should expand 
the nationwide cooperative network of human rights cities and strengthen their common foundation for continued expansion of 
human right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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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지표의 개발과 운영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인권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

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100대 인권지표가 만들어졌다. 광주시 인권지표는 인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권장치이다.

광주에서 인권지표는 지역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권지표

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지표는 도시에서 인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도시 내부의 합의 기준을 높여

준다. 광주 인권지표는 광주와 인권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높여주고, 인권과 관련한 도시의 역사와 정책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인

권도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시 100대 인권지표는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시 행정부서, 인권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다. 연구팀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인권지표에 담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인권항목 및 국제인권법에서 다루어지는 공통항목, 제3세대 인권영역의 

주요 항목들을 비교 검토했다. 여기에 한국의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항목을 종합하여 지표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

와 함께 광주 인권지표는 인권도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항목도 담고자 했다. 

인권지표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먼저, 연구팀과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발굴한 예비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했

다. 다음으로 공청회,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광주시청 행정 부서 담당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정교화된 지표만을 엄선했다. 최

종적으로 광주 차원의 인권을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18개 인권도시 실천조항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광주시 100대 인권지표’

를 개발했다.

광주시 100대 인권지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인권규범인 ‘광주인권헌장’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권헌장의 의미와 가치가 인권지표의 세부적 

항목으로 표현되도록 했다. 이는 인권규범과 인권정책 사이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둘째, 전체 행정부서가 인권지표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표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자신들의 지표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기술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매년 광주시 전체 부서가 인권지표를 종합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인권전담부서인 

‘인권평화협력관실’로 보낸다.

셋째, 인권지표가 인권정책의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정책개발, 평가 등 전체 모니터링 과정이 인권지표를 통

해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권지표를 활용한 인권정책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광주 인권지표의 연계 및 실행체계

인권규범

실천목표와 과제

세부 실천항목

인권행정 추진

광주인권헌장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100개 인권지표

정책개발, 평가, 모니터링

지역사회협약

실천과제

지표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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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100대 인권지표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인권지표의 부적절성의 문제이다. 통계

자료가 없는 지표, 대표성과 지속성이 낮은 지표, 의미가 중복되는 지표, 객관적이지 못한 산출방식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고려해 

2015년에는 100대 인권지표를 수정·보완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인권지표 운영과정의 문제이다. 인권전담부서 이 외에 다른 부

서가 인권지표와 관련된 과제를 자신들의 업무로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100대 인권지표이지만 세부적으

로 통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할 지표는 100개를 훨씬 넘는다. 매년 관련 지표항목을 측정하고 지표가 제시하는 인권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15년에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아 핵심인권지표를 만들었다. 핵심인권지표는 ‘학교밖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자살문제)’, ‘빈곤’, ‘교통약자’, ‘비정규직’ 등 6개 분야별로 61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인권지표는 

기존 인권지표체계를 새롭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인권지표의 정책적 실행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시 100

대 인권지표는 많은 수의 지표를 통해서 인권현실을 폭넓게 파악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표 간의 중요도나 시급

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 핵심인권지표는 인권정책의 집중 지점을 보다 명확

히 하고, 부서 간 협력추진의 과제를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핵심인권지표 실행에 대한 부서 간 공감대 부

족,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지표별 과제가 활력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 인권지표는 지역의 인권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 새로운 인권정책수립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

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인권지표는 모니터링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정책 및 사업계획의 운용과 그 결과를 밝혀내기 위한 

정보 수집·관리의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지표는 인권 모니터링 활동에 방향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니터링은 인

권 관련 조례와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및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도

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살피는 성과 모니터링, 인권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현장 모니터링이 통

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권지표를 통해 행정과 인권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한다. 행정부서별로 인권업무를 개발하고 이를 지표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그래야 행정과 인권 사이의 결합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해당 부서별로 자신들의 인권지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성

과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해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계획은 실행 예산과 함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 간 공동 인권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인권지표는 다른 인권도시들과 협력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한 매개 장

치가 될 수 있다. 도시 간 공동지표를 만들어 인권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상호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도시의 전국적 협력망을 넓히고 인권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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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ly) Standing Human Rights Advocate of GangwonProvince

(Previously) Expert Advisor at Center for Student Human Rights Education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Researcher at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2015); and Human Rights Advocate of Gwangmyeong City Hall (2016)

Dr. Noh Jin-seok obtained BA, MA, and Doctor of Laws degrees at Korea University (Constitutional Studies Major). Dr. Noh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human rights framework of Seongbuk-gu District of Seoul, Gangwon Province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현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이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문위원,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2015), 광명시 인권위원(2016)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헌법학 전공) 성북구, 강원도, 세종시 등 다수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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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Tasks of Monitoring the First Basic Plan for Human Rights
Policiesof Seoul Metropolitan City

Noh Jin-seok

(Ph.D. in Law, Standing Human Rights Advocate, GangwonProvince)

1. Introduction of the Monitoring Service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Basic Plan for Human Rights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is among the earliest of any of the country's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The 
first phase of the Basic Plan (2013-2017),which started at the same time as that of Gwangmyeong City, Gyeonggi Province,is second 
only to tha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2012-2016) in the country. Seoul Metropolitan City has taken the lead in enacting the 
human rights ordinance and formulating the basic human rights plan.

The original Basic Plan did not include the monitoring of its execution as a human rights task, though. If we must pinpoint a 
similar task by all means, there was a task "to evaluate the Basic Plan and publish human rights reports."The taskrequired the 
implementation of annual evaluation and biannual publication of human rights reports containing the Basic Plan's progress, results 
and improvements to be made. The task is currently obligatory according to Article 9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Human Rights. Therefore, human rights reports should have been published in 2014 and 2016 respectively, but they 
were not, as the task was not carried out then.

The Basic Plan Monitoring Task must be considered to have been intended to eliminate such a gap and effectively substitute for 
the self-evaluation of the Basic Plan and the publication of human rights reports.The substitution indicates that the human rights 
advoca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is not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take the lead in evaluating the Basic Plan and publishing 
human rights reports regularly as of yet. The main reason is that the Basic Plan is immense as it includes 5 policy goals, 17 sectors, 
25 key tasks ad 73 promotion (detailed) tasks, and 164 individual tasks.

The research service team that I belonged to completed its study in July 2017 after extending the contracted research timeframe 
(from the Basic Plan establishment until June 2016) to '2013-Dec. 2016.' In addition, our team carried out its monitoring for three 
major types of tasks in different methodology, as specified in the table below, as opposed to its original task implementation 
methodology including quantitative index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policymaker interviews, field inspections and FGI 
implementation, task-specific monitoring result analysis and policy proposals.

Monitoring Contents Monitoring Methodology

Evaluation index development Quantitative evaluation

Policy personnel surveys Quantitative + qualitative evaluation

Field inspections and FGIs (focus group interviews) Qualitative evaluation



132ㅣ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2. The Significance of the Monitoring of the Basic Plan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never carried out overall monitoring about their basic plans.Gwangju Metropolitan City held a 
town hall meeting in December 2015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its basic plan. Gwangmyeong Cityheld a 
town hall meeting in 2016 to review the progress of the ongoing basic plan. The town hall meetings are far from being systematic 
monitoring about the entirety of their basicplans. Seoul Metropolitan City carries out a comprehensive monitoring about its 
human rights education every year - the only exception in its municipal administration. However, its proportion in the municipal 
government's overall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s far from significant. As such, this monitoring project was the first among the 
country's local governments, and it was also an important attempt to improve the municip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ability 
of its Basic Plan down the road.

To be frank,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ordinances and basic plans are not being executed faithfully.For instance, the local 
governments' basic plans are confronted with a range of problems on the ground because they exist just on paper without any actual 
relevance to municipal administration, or action plans are not produced annually on the basis ofbasicplans. Seoul Metropolitan 
City performs better than its counterparts regarding both planning and taking actions. Still, it has some notable shortcomings. 
First, Seoul is criticized for its shortfalls in the performance and impact of it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s compared to its 
various favorable conditions such as its prevalent standing among municipalities in Korea, the scale of its human rights-dedicated 
department, and its relatively big budget.In shor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meri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in comparison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a leading human rights city in terms of human right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highly evaluatedregarding upgrade to it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that Seoul Metropolitan 
City has invested close to KRW 100 million in the implementation of monitoring with the aim to evaluate the first Basic Plan 
properly and lay the groundwork for a better secondbasic plan.The reason is that as oppos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eoul 
Metropolitan City has set up the Basic Plan and carried out a comprehensive evaluation about it, which will be of practical assistance 
in specifying and realizing better basic plans in the future with plenty of feedback about the project, project operators and project 
sites.

3. Achievements

With respect to the abovementioned first task - a quantitative indicator preparation and evaluation - the research team has 
evaluated the promotion (detailed) tasks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ur criteria and classified them into 10 groups (Out of 73 
promotion tasks listed in the Basic Plan, one is excluded from the implementation plan. Out of the remaining 72 promotion tasks, 
the table below is based on 61 promotion tasks in order to present them in groups, although 72 tasks are all evaluated at the level 
of promotion tasks or at the lower level - individual tasks).

Type
Recategorization of policy achievement evaluation Detailed Tasks

Propriety Efficiency Maximization Effectiveness No. of tasks Task titles

1 Good or 
above

Good or 
above

Good or 
above

Good or 
above 18

Establishment of a roadmap for 
exit from social assistance 

Citizens Human Rights Advocate 
system, etc.

2
Good or 
above

Good or 
above

Good or 
above

Fair or
below 20

Operation of human rights 
academies for public servants and 
citizens Opera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gether with 

citizens, etc. 

3 3

Very poor Poor Fair Good Very good

Propriety in planning 

Efficiency in project promotion

Maximization of project outcome

Effectivenes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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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has presented the above 10 typ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Type 1 - Cluster 1: Tasks that have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their consistent promotion 

(2) Type2 - Cluster 2: Tasks that have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Human Rights Policy and whose effectiveness has to be 
improved 

Type 2 -Cluster 3: Tasks whose efficiency and performance should be maximized

Type 2 - Cluster 4: Tasks whose inclusion in the second Basic Plan should be reconsidered.

Next,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olicy-makers has shown that they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Basic Plan 
itself, but many of themdo not recognize that they had carried out the Basic Plan themselves, implying that a new approach is 
needed abou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Field inspections were focused on finding how the Basic Plan was being accepted by policy personnel through interviews with 
the caretakers in four categories such as disability, labor, sexual minority, and care work combined with the visit and inspection 
of related facilities.Most notably, the human rights of the sexual minority are still being affected negatively by the failure to push 
through the Seoul Charter of Human Rights in 2014. It turns out that "the elimination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mentioned in the Basic Plan still has a long to go.

4. Limitations and Improvement Needs

During the research project, there were too many changes and additions to the original work scope agree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consult with the Seoul Human Rights Committee and relevant departments 
in charge to secur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However, if additional requests far exceed the work scope in 
the initial agreement, the research team members are overburdened, putting not only the research quality but also the research 
direction at risk. For example, Chapter 2 was added at the request of the Committee. Field inspections were supposed to be carried 
out for one residential facility and one day-care facility about crucial tasks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but a significant number of additional inspections were requested as the research progressed.

As seen above, the evaluation of the Basic Plan was supposed to be carried out by the human rights advocate. From the perspective 
of work efficiency, it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human rights advocate to prepare annual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Basic Plan and, likewise, for the human rights department to conduct an array of related work including surveys on and 
communication with civil servants as opposed to an outside research team carrying out the tasks.Most importantly, in the sense 
that monitoring should be implemented responsibly with its outcome appropriately reflected, the human rights advocatemust set 
up systematic and phased monitoring standards and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ir implement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ervice.

There are some improvements to be made at the working level, too. For instance, the research team made all the necessary 

4 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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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or
below

Fair or
below

Good or 
above

1 Surveys on human right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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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s to carry out checklist-based inspections but could not use checklists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field operators. 
If the team had disclosed its plan to use checklists in advance, it might have had difficulties securing places to visit in the first 
place. During its monitoring process, the research team also found out that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s that had to be 
based on the Basic Plan deviated from the Basic Plan considerably by omitting some items specified in the Basic Plan or adding 
new aspectsthat are not mentioned in the Basic Plan to annual implementation plans. Another thing to consider is the fact that 
researchers that are familiar with the details of the Basic Plan find quite an amount of differences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actual project implementation on the ground. A few exceptional cases may be accepted as being inevitabl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too many exceptions, which violates the priority of the Ordinance and the Basic Plan and therefore,the exceptions should 
be minimized. When there is adiscrepancy between the two, monitoring criteria should differ, causing confusion in the entire 
monitoring process. 

5. Challenge: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required by the Committee, the appropriateness of planning - that is whether 73 detailed tasks 
are established properly according to the five policy goals - was included with a 20% proportion (expert evaluation). It remains a 
question as to whether such work should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monitoring project. Shouldn'tthe revision and completeness 
review of the Basic Plan itself be done before monitoring so that monitoring must be optimizedto measureworking-level 
implementation? Actually, there was no 'poor' or 'very poor' in the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monitoring, indicating that it 
is not so necessary at the working level.

In other words, the monitoring of the Basic Plan is a tool that is not sophisticated enough to be seen as an evaluation system of the 
Basic Plan on its own. The Basic Pla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structuredat a separate, higher level which would incorporate 
monitoring. In addition to the working-level measurement through monitoring,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able to evaluate 
and review the relevance with the Human Rights City's philosophies, administration services, and other human rights-related basic 
plans, in a comprehensive way. This year, there is ample time until the second Basic Plan (2018~) is set up through a research service 
contract and beginsto be implemented in 2018. The Seoul Human Rights Committee or its corresponding subcommittee needs to 
undergosufficient deliberation, so that the new Basic Plan canreach the desired level. In addition, the next Basic Plan is supposed 
to include its ownevaluation system. The corresponding research team is expected to review and improve the monitoring system 
so that it will match the evaluation system.

Finally, to ensureeffective working-level implementation of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it is suggested that experts 
who can take ownership of the task for the long-term be fostered. Many studies and reports on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City have cited the problem of job rotation and the need to hire exper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Still, 
given the nature of civil service organizations, it will be hard to carry out restructuring to a desired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eoul Metropolitan City to recruit a specialist who specializes i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utsourced its monitoring service after recognizing that it lacked theexpertise required to carry out the task on its 
own. Under the circumstances, things cannotbe expected to change overnight. Above all, the operation of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requires long-term consistency based on the operator's deep understanding of the Bas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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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차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성과와 과제

노진석

(법학박사,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

1. 모니터링 용역의 과정

서울시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가장 빠른 편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제1차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로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제1기가 2012-2016년) 경기도 광명시와 동일한 시간

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권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이 선도적이었다.

애초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인권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와 같은 취지의 사업을 굳

이 찾아보자면 ‘기본계획 평가 및 인권보고서 발간’사업이 존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기

본계획 시행 과정과 결과, 보완할 점 등을 수록한 인권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서울

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2014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인권보고서가 발간되었어야 하

나 실제로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보고서도 역시 발간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모니터링 사업은 사실상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기본계획 자체 평가 및 인권보고서 발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체는 실제로는 인권담당관이 주체가 되어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역량이 현재까지는 축적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그만큼 기본계획이 아래 보듯이 5개 정책목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추진과제(세부과제), 164개 단위과제를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가 속한 용역팀은 원래 제안요청서의 ‘기본계획 수립-16년 10월’까지의 시간적 과업범위를 ‘2013-2016년 전체’로 확대하여 

2017년 7월까지 연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애초 과업내용인 정량적 지표 작성 및 평가, 정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현장점검 및 

FGI 실시, 과제별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을 아래와 같은 방법 상 차이를 두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방법

평가지표 개발 정량평가

정책담당자 조사 정량평가 + 정성평가

현장 점검 및 FGI Qualit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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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의의

타 지자체의 경우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한 경우가 없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5년 12월에 제1기 광주인권도

시 기본계획 이행평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광명시의 경우 2016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본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중간 검토를 하였으나 이러한 토론회가 기본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인권교육 

분야에서만 매해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행정 전반에 비추어 보면 매우 한정된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니터링은 지자체로서는 최초이기도 하고, 향후 기본계획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기도 했다.

냉정히 평가하자면, 현재 지자체의 인권조례나 기본계획이 충실히 실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 기본계획에 국한시키면, 

기본계획 자체가 행정과 유리되어 계획 자체로만 존재한다거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되어야 할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

는다거나 하는 등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완성도 있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들은 있다. 우선 서울시가 차지하는 지자체에서의 위

상, 전담 부서의 규모, 상대적으로 풍부한 예산 등 여러 조건에 반해 인권행정의 성과나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도적인 인권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비교하여 서울시가 가지는 장점을 특별히 찾기 어렵다. 

반면 기본계획을 제대로 평가하고, 또 더 나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모니터링에 1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하

고 실시한 것은 인권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급

급하였다면, 기본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기본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사업과 사업실무자,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3. 성과

앞서 과업내용 중 첫 번째인 정량적 지표 작성 및 평가와 관련해서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에 따라 세부과제들을 평가하

여 10가지 군으로 유형화하였다.(기본계획의 73개 세부과제 중 시행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세부과제를 제외하면 72개의 세부과제

가 존재하고, 각 기준에 따라 세부과제 수준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 하위인 단위과제 단위에서 평가하기도 했지만, 아래 표는 군

집 제시를 위하여 72개 세부과제 중 61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유형
정책성 평가 재유형화 세부과제

적절성 효율성 극대화 효과성 과제수 과제명

1
우수
이상

우수
이상

우수
이상

우수
이상

18개
탈시설 로드맵 구축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등

2
우수
이상

우수
이상

우수
이상

우수
이상

20개
공무원 및 시민 인원아카데미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위원회 운영 등

3 3개

4 4개

5 8개

6
우수
이상

보통
이하

보통
이하

우수
이상

1개 인권실태조사 실시

7
우수
이상

보통
이하

보통
이하

보통
이하

1개 기본계획 평가 및 인권보고서 발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성과의 극대화

정책의 효과성



ㅣ137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이러한 10가지 유형을

1유형-1군집 :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유형-2군집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과제

3군집 : 효율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과제

4군집 :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를 제고해야 할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수준을 보여주지만, 정작 자신이 기

본계획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몰랐다는 점에서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의미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장애, 노동, 성소수자, 돌봄노동의 4개 분야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시설도 방문 및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본계획이 실제 정책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체감되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중 성소수자 인권은 2014년 서

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무산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기본계획상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라는 세부과제의 달

성이 아직은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4. 한계 및 개선필요사항

연구를 진행하면서 애초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 제안요청서와 달리 변동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너무 많았다. 물론 인권위원회나 담

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연구의 질과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처음 합의된 내용을 훨씬 초과한다면 연구팀으로서

도 부담이 되며, 오히려 연구의 질과 방향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2장은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위원회

의 요구로 추가된 것이며, 현장점검의 경우도 정량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선정한 중점과제를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각 1군데를 하

면 되었지만, 이것도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원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었다. 실무적으로 보아도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 작성을 인권담당관이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및 연락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 용역팀이 하기보다 인권담당부서가 하

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한 모니터링을 책임 있게 실행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는 이번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권담당관이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실무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장점검에서 시설표 등을 통한 점검과 관련하여 연구팀은 이러한 실

무적 준비를 모두 하였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운영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점검표를 활용할 수 없었다. 아마도 점검표를 활용한다고 

처음부터 밝혔다면, 현장 섭외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할 연

도별 시행계획이 실제 기본계획과는 달리 세부과제들을 누락하거나 아예 새로 추가하는 등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기본계획 수준에서의 파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업 집행에서는 예상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득이하게 인정될 수 있는 예외이지만, 의의로 이런 경우가 꽤 된다는 점은 조례 및 기본계획의 우선성

에 반하는 것으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도 양 자가 달라질 경우 모니터링 기준이 달라지기 때

문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8
보통
이하

우수
이상

보통
이하

우수
이상

1개 문화소외 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9 4개

10
보통
이하

보통
이하

보통
이하

보통
이하

1개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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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위원회의 요구 등으로 정량평가시 계획수립의 적절성 즉 5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73개 세부과제가 적절히 세워졌는가를 20% 비

중(전문가 평가)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러한 작업이 과연 모니터링에서 수행되었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본계획 자체의 수

정이나 완결성 검토는 모니터링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고, 모니터링은 그야말로 실무적 집행을 측정하는 목적에 최적화되어

야 하지 않을까? 실제 모니터링의 적절성 검토에서도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으로 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즉 기본계획 모니터링은 그 자체 기본계획 평가체계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도구이다. 기본계획 평가체계는 모니터링을 포함하

는 별도의 상위 수준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모니터링이라는 실무적 측정 이외에 인권도시의 철학, 행정, 타 인권관련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하는 것이어야 한다. 올해에는 2018년부터 실시되는 제2차 기본계획이 연구용역으로 수립되고 

내년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인권위나 관련 소위에서 기본계획을 심도 있게 감수한다면, 그러한 수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이러한 평가체계를 자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연구진에서 이번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해서 평가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 포함해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실무적 실행을 위하여 제안할 것은 그러한 업무를 장기적으로 맡을 전문가의 필요성

이다. 서울시 인권행정에 대한 많은 연구 및 보고서에서 순환보직의 문제점, 인권전문가의 충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

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이라는 특성상 그러한 인적 혁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과 평가체계를 특화해서 전담할 전문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서울시의 자체 역량으로서는 모니터링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외부 용역을 준 것인데, 단기간 내에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모니터링이나 평가체계 운영은 기본계획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업무 일관성이 필요하다.



友永健三/Tomonaga Kenzo 
(Honorary Director, Buraku Liberation and Human Rights Research Institute)

토모나가 켄조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명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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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は、日本の大阪にある部落解放・人権研究所・名誉理事の友永健三です。

・ソウル人権会議2017での報告者として招かれ光栄です。

・韓国語ができないため、日本語で報告する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

・私は、日本の部落差別撤廃と自治体の人権政策確立に永年取り組んできました。

・特に、今回の会議のテーマとの関係では、自治体の人権条例、人権施策推進計画、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に関心を持っています。

・この点で、韓国（特に光州広域市、晋州市）ともこれまで交流を積み重ねてきています。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부락해방·인권연구소 명예이사 도모나가 겐조입니다.

・서울인권회의 2017에 보고자로서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일본어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내 부락차별 철폐와 자치체의 인권정책 확립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테마와 관련해서는 자치체의 인권조례, 인권시책 추진계획,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 조성(마치즈쿠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 한국(특히 광주광역시, 진주시)과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교류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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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体における人権施策推進と評価の重要性

友永健三
（日本／部落解放・人権研究所名誉理事) 

１、はじめに（自己紹介を兼ねて）

・私は、日本の大阪にある部落解放・人権研究所・名誉理事の友永健三です。

・ソウル人権会議2017での報告者として招かれ光栄です。

・韓国語ができないため、日本語で報告する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

・私は、日本の部落差別撤廃と自治体の人権政策確立に永年取り組んできました。

・ 特に、今回の会議のテーマとの関係では、自治体の人権条例、人権施策推進計画、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に関心を持
っています。

・この点で、韓国（特に光州広域市、晋州市）ともこれまで交流を積み重ねてきています。

２、人権確立社会を実現するうえでの自治体の果たす役割

・21世紀の最重要課題は、人権と平和が確立された世界の構築です。

・ このためには、国連をはじめとした国際機関、各国とともに自治体が果たす役割は、極めて大きなものがあります。 
(企業や民間団体やマスメディア等も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すが、本日のテーマではありませんのでここでは触れてい
ません。)

・その理由は、自治体は多くの人々が日常暮らしている場所であるからです。

３、自治体が人権確立社会を実現していくために求められていること

自治体が人権確立社会を実現していくためには、以下の諸点が必要です。

(１) 人権条例の制定

(２) 条例を実現していくための基本方針、基本計画、実施計画の策定

(３) 基本計画、実施計画にもとづく毎年の予算編成と事業報告 

(４) 各種調査を実施することによる効果測定

(５) 各人権課題の当事者や専門家が参画した審議会等の協力を得た計画策定、改定

(６) 自治体内の人権行政推進のための組織体制の整備と事務局を担う部署の設置

(７) 人権行政の推進に役立つセンターの設置

４、具体的な事例の紹介～大阪府堺市の取り組み

(１) 堺市の紹介

・大阪の南部に位置し、古代の巨大古墳が存在し中世自由都市の歴史を持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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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帯数：354,587世帯、総人口：834,842人、面積：149.82平方キロ（2017年8月1日現在）

・2006年4月から政令指定都市となる。自治権を持たない7区から構成されている。

(２)堺市の特色

・自治都市を築いてきた伝統

・幾多の戦火から復興を成し遂げてきた実績

・人権問題にとりくむ市民主体の運動体の存在

・部落解放同盟大阪府連合会堺支部

・堺市女性団体協議会

・堺市人権教育推進協議会等

・センターを整備している

・堺市人権ふれあいセンター

・堺市立女性センター

・平和と人権資料館（フェニックス・ミュージアム）

・堺市立健康福祉プラザ

(３) 堺市の人権行政のおおまかな経過

・人権擁護都市宣言（1980年）

・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堺市行動計画（1998年）

　後期行動計画（2001年）

・堺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2003年）

・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2005年）

・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2006年）2007年1月施行　　　　　　　　　　　

・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2009～2014年）

・<第一次改訂>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2015～2021年）

・人権施策概要が出されている。(2000年度から2013年度まで出されている)

  【注】2002年　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制定

2008年　堺市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条例制定

2011年　堺市子どもを虐待から守る条例制定

(４)堺市の人権条例、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人権施策推進基本計画について

①堺市の人権条例

・名称：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

・制定、施行：2006年12月22日制定、2007年1月1日施行）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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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第一条：目的

・第二条：市の責務

・第三条：市民の役割

・第四条：事業の推進

・第五条：推進計画の策定

・第六条：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

・第七条：委任

②堺市人権施策推進基本方針

・策定：2003年

・構成

１、基本方針策定趣旨

２、基本理念

３、人権施策の基本方向

③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

・第一次：2009～2014年度

・第二次：2015～2021年度

・構成

第1章 計画の策定にあたって

第2章 人権施策推進の視点

第3章 人権施策の推進

１、人権意識の向上を図る施策

２、人権擁護を図る施策

３、人権の課題別に取り組む施策

４、国際平和実現への貢献を図る施策

第4章 計画の推進

(５) 堺市人権意識調査

・おおむね5年毎実施（直近の第7回調査は、2015年11～12月に実施）

(６)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

・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第6条に基づき設置

・委員12名以内、任期2年（再任は妨げない）、市長が適当と認める者のうちから市長が任命し、又は委嘱（男女同



ㅣ143

General Session 2 / 일반 세션 2

数／各種人権団体関係：４、大学教員：６、その他２）

・人権施策の推進に関する重要事項を調査審議し、意見を述べる。

・年間1～3回程度開催

(７) 堺市人権施策推進本部、堺市人権局

①堺市人権施策推進本部

②堺市市民人権局

③人権主担者の設置（各課又はこれに準ずる組織に1人）

(８) 計画策定に際して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実施

５、自治体の人権施策の評価にあたって重要なポイント

(１) 計画の具体性、毎年の事業報告、計画の定期的見直し

(２) 定期的な調査による検証、施策や計画への反映

(３) 具体的な人権侵害事件や具体的な人権相談の分析と施策や計画への反映

(４) 各人権課題の当事者や専門家が参画した審議会での議論を施策や計画に反映

(５) 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求め、施策や計画に反映

６、おわりに

・本日の私の報告が、今後の韓国の自治体における人権行政の推進に少しでも役立つことを願っている。

・今回のソウル人権会議2017から多くのことを学び、日本における自治体の人権行政の更なる発展に役立て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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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에서의 인권시책 추진과 평가의 중요성

토모나가켄조(友永健三)

(일본/부락해방•인권연구소 명예이사)

1.머리말(자기소개를 겸하여)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부락해방·인권연구소 명예이사 도모나가 겐조입니다.

·서울인권회의 2017에 보고자로서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일본어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내 부락차별 철폐와 자치체의 인권정책 확립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습니다.

· 특히 이번 회의 테마와 관련해서는 자치체의 인권조례, 인권시책 추진계획,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 조성(마치즈쿠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 한국(특히 광주광역시, 진주시)과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교류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2. 인권 확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자치체가 맡은 역할

·21세기의 최대 중요 과제는 인권과 평화가 확립된 세계의 구축입니다.

· 이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 각국과 더불어 자치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기업이나 민간 단체, 매스미디어 등

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오늘의 테마와는 맞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 자치체가 인권 확립 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자치체가 인권 확립 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1) 인권조례 제정

(2) 조례를 실현해 가기 위한 기본방침, 기본계획, 실시계획 책정

(3)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토대로 한 매년의 예산편성 및 사업 보고

(4) 각종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 측정

(5) 각 인권 과제의 당사자나 전문가가 참가한 심의회 등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계획책정 및 개정

(6) 자치체 내 인권 행정 추진을 위한 조직체제 정비와 사무국 담당 부서의 설치

(7) 인권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될 센터 설치

4. 구체적인 사례 소개 - 오사카(大阪)부 사카이(堺)시의 대응

(1) 사카이시 소개

·오사카 남부에 위치하는 도시로, 고대 시대의 거대 고분이 존재하며 중세 자유도시로서의 역사를 지님.

·세대 수: 354,587세대, 총 인구: 834,842명, 면적: 149.82㎢ (2017년 8월 1일 현재)

·2006년 4월부터 정령지정도시가 되었다. 자치권을 갖지 않는 7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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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카이시의 특색

·자치도시를 구축해 온 전통

·수많은 전쟁 속에서 부흥을 이루어 낸 실적

·인권 문제에 힘쓰는 시민 주체 운동단체 존재

·부락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등

·센터를 정비함

·사카이시 인권 후레아이(만남)센터

·사카이시립 여성센터

·평화와 인권 자료관(피닉스 뮤지엄)

·사카이시립 건강복지플라자

(3) 사카이시 인권행정의 대략적인 경과

·인권옹호도시 선언(1980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사카이시 행동계획(1998년) 후기 행동계획(2001년)

·사카이시 인권시책 추진 기본방침(2003년)

·사카이시 인권시책 추진계획(2005년)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 조성 조례(2006년) 2007년 1월 시행　　　　　　　　　　　

·사카이시 인권시책 추진계획(2009~2014년)

·〈제１차 개정〉 사카이시 인권시책 추진계획(2015~2021년)

·인권시책 개요가 정리됨.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음)

【주】 2002년 사카이시 남녀평등사회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년 사카이시 어린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사카이시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4) 사카이시의 인권조례, 인권시책추진 기본방침, 인권시책추진 기본계획에 대하여

① 사카이시의 인권 조례

·명칭: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 조성 조례

·제정, 시행: 2006년 12월 22일 제정, 2007년 1월 1일 시행

·구성

·전문

·제1조: 목적

·제2조: 시의 책무

·제3조: 시민의 역할

·제4조: 사업 추진

·제５조: 추진계획 책정

·제6조: 사카이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제7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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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카이시 인권시책추진 기본방침

·책정: 2003년

·구성

1. 기본방침 책정 취지

2. 기본이념

3. 인권시책의 기본방향

③ 사카이시 인권시책 추진계획

·제１차: 2009~2014년도

·제２차: 2015~2021년도

·구성

제1장 계획 책정을 맞으며

제2장 인권시책 추진 시점

제3장 인권시책 추진

1.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

2. 인권옹호를 도모하는 시책

3. 인권 관련 과제별 대응 시책

4. 국제평화 실현에 대한 공헌을 도모하는 시책

제4장 계획 추진

(5) 사카이시 인권의식 조사

·대개 5년마다 실시(최근 실시된 제7회 조사의 경우 2015년 11~12월에 실시)

(6) 사카이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마을 조성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

· 위원 12명 이내, 임기 2년(재임은 금지하지 않음),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인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남녀 동수/

각종 인권단체 관계자: 4, 대학 교원: 6, 기타 2)

·인권시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연간 1~3회 정도 개최

(7) 사카이시 인권시책추진본부, 사카이시 인권국

① 사카이시 인권시책추진본부

② 사카이시 시민인권국

③ 인권 주 담당자 설치(각과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 1명)

(8) 계획책정 시 퍼블릭 코멘트 실시

5. 자치체 인권시책 평가 시의 중요 포인트

(1) 계획의 구체성, 매년도 사업보고, 계획의 정기적 재검토

(2) 정기적인 조사에 의한 검증, 시책 및 계획에의 반영

(3) 구체적인 인권침해사건이나 구체적인 인권상담에 대한 분석과 시책 또는 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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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인권과제 당사자나 전문가가 참가한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논의 결과를 시책이나 계획에 반영

(5) 퍼블릭 코멘트를 구하여 시책이나 계획에 반영

(6) 각종 인권단체와의 교섭, 대화,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여 시책 및 계획에 반영

6. 맺음말

·오늘 제가 한 보고 내용이 향후 한국 자치체의 인권행정 추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서울인권회의 2017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 일본 자치체 인권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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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ssion 3 
Concept Note : Awareness Raising 
인식제고 (공무원·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Human rights education was an essential facto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s an important value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Human rights education was institutionalized at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schools, etc., and it considerably expanded quantitatively. This is an outcome of various joint 
efforts made by many in diverse fields, including human rights group activists, academic researchers,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and issues that need to be overcome. It is not easy to ensure effective 
‘execution’ of education as well as to provide ‘good’ education that reflects newly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Diverse organizations in Korea and abroad are making great efforts in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to build a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This General Session seeks to promo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education by sharing the lessons learned from past experiences and new attempts.

지난 십 년 간 한국사회에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학교 등 일선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었고,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 학계 

연구자, 정치인과 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께서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

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이슈

까지 접목시킨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공무원이나 시민 대상 인권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

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새로운 시도를 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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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Hee-Jin Kim (National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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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Hee-Jin Kim has been working as the National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Korea 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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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사무처장이며 국제앰네스티의 Global Management Team의 일원으로 활동중이다. 2004년부터 한국지부의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사무국의 국제역량강화팀에서 근무하였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2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Jihak Kim (Representative, Diversity Korea)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Education

BA in Psychology, Arizona State University

MSW in Social Work & Social Welfare,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pecial Research: Human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Human Rights: Social Privilege and Oppression)

Experiences 

2017.08 ~ (Presently) Lecturer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a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2017.06 ~ Consulta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06 ~ Director, Diversity Korea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of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Diversity Educator (diversity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etc.)

2014.03 ~ 2014.10 (Formerly) 
Manager at Kids & Future Foundation
- "Happy Diverse Day," Youth Diversity   
Leadership Academy 

-CSR Project Manager 

2012.01 ~ 2013.07 Program Coordinator for National Conference 
for Community and Justice(NCCJ)
(a diversity educational institution located in St. 
Louis, United States)

2012.08 ~ 2013.05 Diversity Training Staff in the Brown School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 facilitator of d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dialogue) 

학력

Arizona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 학부 졸업(BA)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사회사업, 

사회복지 석사 졸업(MSW)

세부전공: 인간의 다양성과 사회정의

(인권: 사회적 특권과 억압)

약력

2017.08 ~ 現)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와 인권] 외래교수

2017.06 ~ 現) 서울시청 인권협력팀 인권교육 자문위원 

2015.06 ~ 現)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現)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운영회원

現)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운영위원

2014.01 ~ 現) 다양성교육가 (다양성교육, 인권교육, 

시민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2014.03 
~ 2014.10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매니저

-청소년 다양성 리더십 학교 “Happy Diverse Day”

-기업사회공헌 프로젝트 담당 매니저

2012.01 
~ 2013.07

National Conference for Community and 

Justice(NCCJ)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미국 St. Louis 소재 다양성 교육 기관)

2012.08 
~ 2013.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사회복지대학원 다양성 훈련 스텝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대화 진행(퍼실리테이션)

ㅣ153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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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Training Program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of Seoul Metropolitan City

JihakKim

Director of Diversity Korea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diversity training program that I teach in Korea on the basis of my learning and 
experiences at NCCJSTL (National Conference for Community and Justice) St. Louis, the representative diversity i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diversity training program deals with various social identities such as race,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age, appearance, income and religion, together with numerous forms of social privileges and social oppression based 
on social categorization. Participants in the diversity training program engage in dialogue instead of attending one-sided lectures.
Let me emphasize the fact that dialogue is aimed to learn from each other instead of trying to defeat each other as in a debate.

NCCJSTL runs a diversity camp called Anytown, a 7-night, 8-day youth camp held during summer vacation. For non-adolescents 
(adults), NCCJSTL runs a weekend program for two nights and three days, or a one-day training program for eight hours. For adults, 
NCCJSTL operates various programs tailored to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and so it recruitstrainers with diverse backgrounds 
such as educators (teachers, counselors, etc.), medical staff (doctors, nurses, etc.), business managers (CEOs and executives) and 
police.

Among a few diversity training program options, I personally prefer all training staff and trainees staying together at camp at 
least for two days so that trainees can have ample time to immerse themselves in training. For trainees to break their decade-lo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and resocialize themselves, they need plenty of time to get immersed in compelling and fresh kinds 
of experiences. It is vital for trainees to have dialoguewith all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throughout their stay at camp 
- not only program hours but also breaktime, mealtime, club hours, free time and bedtime - and have chances to change their 
perspectives.

Typically, a training day is divided into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sessions. Each session consists of a 10- to 15-minute 
activity followed by conversation for about two hours. The evening session is frequently enriched with games, film screenings or 
club activities, too.

Diversity trainees realize that they are not always part of the oppressed group or the privilegedgroup,and that they belong to one 
of the groups depending on their diverse social identities and social groups which they get thrown into. When the trainees belong 
to the oppressed group, they join hands with peer groups to boost their overall social status. When they find themselves part of 
the privileged group, they fight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those in the oppressed group, do not discriminate against them, 
protest the deeply-rooted structural oppression against the underprivileged, and contribute to making a fair and equal society. 
Many participants in the diversity training program claim, "It was a major turning point in my life."The reason is that the training 
enables trainees to equip themselves with new perspectives, attitudes and values as well as the ability required to put them into 
action. 

As a result of numerous rounds of 8-hour training programs for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it is clear that Korean society 
is well prepared to accept this type of education and training.Currently, some practical constraints do not allow for much interactive 
education in Korea yet, but I am planning to develop more specialized programs designed for various age and occupation groups 
of people so that a more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can benefit from the training program. Diversity Korea also provides a 
training program that lasts for less than two hours, in which participants rarely have time to engage in dialogue-based training, but 
Diversity Korea still executes the principles of diversity training faithfully. Trainees are urg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belong 
to a privileged group and an oppressed group at the same time. They, therefore, are invited to make contributions to creating a fair 
and equal society for all.

The same goes for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public officials of Seoul Metropolitan City. At the individual level, the diversity 
training program needs to help traineescreate a turning point in their life by breaking free fromtheir stereotypes and prejudices 
accumulated for decades and empowering them to re-socialize themselves. The reason is that the public servants' resocialization is 
fundamental and essential to the guarantee that citizens will enjoy public service as they are respected 'as they are' without being 
subjected to any negligence, exclusion, discrimination or oppression. Civil servants provide citizens with social services. They need 
to have an opportunity to start thinking about the creation of a fair and equa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and trai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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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at regard more urgently than any other group of people in our society.

Human rights education is necessary to learn "What are human rights after all?" among other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remain at that stage for a long time, because promoting human rights is a long journey indeed.Unfortunately,most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still remainsin that stage.Although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in Seoul has progressedyear after year, it still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instructions on human rights.

Changes can be madeonlywhen public servants become inspired to figure out what precisely they can do on their own as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about the reality of human rights in the city instead of being complacent with their knowledge about the 
no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therefore,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citizens' human rights 
can be actually expanded in the e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not be outsourced to institution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entrusted with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th long-term visions and clear 
objectives. That can be the start of the real change of Seoul Metropolitan City regarding human rights. 

Table of Social Identities

Social Identities Privileged Group
Oppressed Groups Types of 

DiscriminationBorder Group Oppressed Group

Race White Multiracial Colored Racial discrimination
White supremacy

Ethnicity 
(in Korea)

"pure" Korean 
(Korean parents)

Light-skinned multiracial 
people

Dark-skinned multiracial 
people, people of color 

Ethnic nationalism 
Homogeneous ethnic 

group myth

Biological sex Males Bisexual Females 
Misogyny 

Male-centered ideology
Patriarchy 

Gender identity Cisgender 
Genderqueer,
Androgynous,

Hermaphrodite
Transgender Cisgenderism

Transphobia

Sexual orientation Heterosexual
Bisexualist

Pansexualist
Asexualist

Homosexual 
(gay, lesbian)

Heterosexualism
Homophobia

Age Middle age
(40s-50s) Youth (20s-30s) Children & adolescents, 

seniors 
Age discrimination 

Age power 

Locality Seoul 
Seoul Capital Area 
Metropolitan cities 

outside Seoul 

Rural Korea, provincial 
cities, Jeolla Provinces  Seoul-centered ideology

Regional discrimination 

Family type "Normal' family 
(parents + child)

Cohabitation, refusal to
get married, co-living  

Divorced family,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one-parent family, child-
headed household, etc.

Perfect family ideology 

Religion 

Protestantism, 
Catholicism, Buddhism 

(religion not criticized as 
a cult)

Shamanism, nonbelief 
(atheism) 

Islam, Judaism, Jehovah's 
Witnesses, Sincheonji, 

Unification Church, 
JeungSanDo, etc.

Authentic religion-
centered ideology 

Disability
(Temporary)

People without disability

People with temporary 
disabilities, people with 
concealable disabilities 

The disabled (physical, 
intellectual, mental, 

developmental, brain 
lesions, etc.)

Nondisabled people-
centered ideology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come
(economic power)

Chaebol, the rich,
the upper class Middle class 

The poor including basic 
living expense recipients 
and those in the second-

lowest income bracket 

Capitalism 
Social class ideology

Materialism 

Appearance 
Handsome, pretty, 
glamorous, slender Average face/figure, 

ordinary 
Ugly, fat, skinny, etc.

Superficialism
Appearance-based 

discrimination



156ㅣ

※  The Privileged Group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are more likely to access social resources such as wealth, reputation, and 
networks simply because of their social identity group.On the contrary, the Oppressed Group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to access social resources such as wealth, reputation, and networks only because of their 
social identity group. The Border Group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se positions are variable depending on when, where, 
or how people around them think. (The table above is not absolute. It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time, situation, 
location, and individual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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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훈련 프로그램과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오늘은 제가 일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다양성 전문교육기관(Diversity Institution), NCCJSTL(National Conference for Community 

and Justice, St. Louis)에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Diversity Training 

Program)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인종, 민족, 성별, 성정체성, 성지향, 장애, 나이, 외모, 소득, 종교 등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

회적 특권에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양성 훈련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은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서로 대

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dialogue)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토론(debate)과 달리, 상대방에게 배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해

야 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NCCJSTL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들을 위해 7박 8일 동안 진행되는 다양성 캠프 Anytown(에니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청

소년(성인)을 위해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하거나 하루 8시간의 짧은 버전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

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직업군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자(교사, 상담사 등),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경영인(CEO, 임원진 등), 경찰 등의 사람들을 따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다양성 훈련을 할 때 모든 스텝들과 참여자들이 함께 숙박을 하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이유는 트레이닝에 참

여하는 기간 동안 완전히 몰입(immersion)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 십 년 동안 사회화 된 고정관념과 편견

을 깨고 스스로를 재사회화 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신선한 경험에 푹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로

그램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동아리 시간, 자유 시간, 취침 시간 등 훈련 기간 중 모든 시간 동안 함께 교

육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생각이 변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는 오전, 오후, 저녁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 세션은 보통 10-15분 정도의 짧은 활동과 두 시간 정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저녁 세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영화 감상, 동아리 활동 등으로 채워지는 세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성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억압그룹에 속하거나 항상 특권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그룹에 따라 특권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억압그룹에 속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억압그룹에 속해 있는 정체성에서는 같은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그 그룹의 임파워먼트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며, 동시에 자신이 특

권그룹에 속해 있는 정체성에서는 억압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 억압에 저항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훈련에 참

여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관점

과 태도 그리고 가치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하루 8시간 온종일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수 차례 실행해 본 결과, 한국 사회도 이러한 형식의 교육 훈

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실적인 제약들로 대화형 교육을 자주 진행하지

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나이, 직업군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대화형 교육을 할 수 없는 2시간 이하의 짧은 특강 교육에서도 다양성 훈련의 정신을 살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특권그룹에도 속하고 억압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각자의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수 십 년 동안 사회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스스로를 재사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

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 배제, 차별, 억압 당하지 않고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포함되는 공무를 이어가게 하는데 가

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차별이 없는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스스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인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은 인권교육의 시작은 될 수 있어도 그 단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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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여전히 인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

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매년 점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

나 여전히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구호로서의 ‘인권’을 넘어서서 훈련을 받은 각각의 공무원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하게 수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인권사업이 아닌 인권을 염두에 

둔 인권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 인권교육을 그저 처리해야 할 하나의 사업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계획•실행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가 인권교육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

원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특권그룹이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 그룹 때문에 부, 명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더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억압그룹이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 그룹 때문에 부, 명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계그룹은 때와 장소 혹은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

가 가변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의 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대, 상황, 장소,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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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체성 특권그룹
억압그룹

차별의 이름
경계그룹 억압그룹

인종 백인 백인 혼혈인 유색인종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민족
(한국에서의 인종)

"순수" 한국인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인)

피부색이 밝은
혼혈인

피부색이 어두운
혼혈인, 유색인종

민족우월주의
단일민족신화

성별 남성 간성 여성
미소지니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성별 정체성
(젠더)

시스젠더
젠더퀴어,

앤드로지너스,
중성적/양성적

트랜스젠더 시스젠더주의
트랜스포비아

성지향 이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
호모포비아

나이
장년층

(40대, 50대)
청장년층

(20대, 30대)
아동청소년,

노년
나이차별
나이권력

지역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시골산간지역

지방 도시, 전라도
서울중심주의
지역차별주의

가족의 형태 "정상" 가정
(부+모+자녀)

동거, 비혼
코하우징

이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완전가정중심주의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상한 종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종교)

무속신앙
무교(무신론자)

무슬림,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증산도 등

정통종교주의

장애
(일시적)
비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숨길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당장애,

뇌병변장애 등)

비장애주의
장애차별

소득
(경제력)

재벌, 부자,
상위계층

중산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난한 사람

자본주의
사회계층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
잘생긴, 예쁜,
몸짱의, 날씬한

보통 얼굴/몸매
평범한

못생긴, 뚱뚱한,
깡마른 등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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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 hoon (Activist, Human Rights Education Onda)

이세훈 (인권교육온다 활동가)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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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of Local Municipalities1)

-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employee and human rights services for citizens 

1. Human rights, a way to reflect on ourselves

Stephane Hessel's 「Time for Outrage」 struck home around the world. Merely 30 pages long, the book shook the heart of the world. 
The content is simple. An old man and former resistance activist against Nazi demands to "rage against the rudeness of modern-
day money and market just like he resisted Nazi." For his rationale, he cit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30 articles crafted in 1948, he demands to rage against irrationalities of toda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rives from the reconsideration of modern rationality. People expected that rational 
reason and scientific advances will grow the humanity, but the consequences were two World Wars and massacre of humanit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ems from the commitment that the humanity must no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Modern human rights concepts were put together in a bid to realize the universal hope of humanity.

Built on diversity, modern society is compelled to underscore human rights. Moving past industrial society where everything is 
standardized including the way people live, we have entered the age where goods are manufactured differently and standards of 
living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What is needed in this age is human rights sensitivity. An underlying rationale to rage against 
the rudeness of money and market, to negate demand for others to follow a single value, and to build a harmonious community is 
none other than "human rights." We need "human rights sensitivity" that allows to perceive human rights on our daily lives. Human 
rights are a measure of whether a society is reverting to the past or is moving forward to the future. In a community that reflects on 
itself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humans will not be treating humans inhumanely anymore. At least.

2.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lf-reflection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obliges one to learn what human rights are. Therefore "human rights education itself is 
human rights," they say. If the "advancement of history" is defined as "a process of human rights being endowed to an increasingly 
larger number of people as the encirclement of humans widens,"2) the progress in human rights may be referred to as a process 
where those not acknowledged as fully entitled humans in the past are given human rights entitlement. In other words, those not 
treated as humans in the past are treated as humans entitled to full human rights. Women, laborers, and the disabled have cried 
out that "I am a human too" through the progress of history and are striving to step bit by bit into the "scope of humans."

 Who else are in that process? Are human rights needed for those alienated in society? To explain one human, it takes a multi-
dimensional approach. A human is an employee, parent, child, senior/junior, and colleague/friend of someone. Multi-layer analysis 
turns one into a minority. Even if someone works for a large company, he/she may be a minority because he/she did not graduate 
from a prestigious college. And even a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 may pass for a minority because of his/her uncommon 
regional ties. An up-and-coming person may suddenly end up being a minority. Even sought-after career women flounder in a 
dual work load of office and home. Human rights education is an education for all social minorities as mentioned above. Social 
minorities are everywhere and anyone can become one.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a choice but a must for everyon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limit the scope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public employees. It is not because education for public 
employees is more important than for others but because my experienc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human 
rights education comes from classes for public employees, so I think it appropriate to restrict my paper within that scope. So the 
paper is limited to the period between 2014 and 2016, and I will briefly mention 2017 in addition.

The reason why public employees need human rights education is that they are the ones who practice human rights at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human rights. Article 10 of our national Constitution stipulates: "All people are entitled to dignity and 
value as humans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nation i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and ensuring the inalien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Constitution makes it clear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1)  This paper was modified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a presentation made at「Gwangmyeong City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Seminar: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future tasks」. 

2) Chung Hui-jin, 『Challenge of Feminism』, Gyoyangin, 2005.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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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dividuals. The responsibility to safeguard and promote human rights is expanding from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hat public employees understand what human rights mean, who serve 
citizens face to face everyday.

3.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for SMG public employees and problems

1)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for SMG public employees

As of March 2016, 84 out of 245 local governments of provinces and cities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3) But there are 
municipalities that have not taken any actions after enactment. Moreover, it is not certain whether quantitative increase in human 
rights education is backed by qualitative contents.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started in 2013. In 2013, the courses were divided into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and Seoul Human Rights Academy II.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was comprised of Focus Group4)

and General Group5) for SMG public employees of Grade 5 or lower6). A four-hour class (40 people per class) was provided to 
Focus Group 42 times at Namsan Building; A two-hour class (40-50 people per class) was provided to General Group 43 times at 
New Building and Seosomun Building. Academy II course provided a class for "Grade 5 or lower public employees of SMG-run 
corporations, SMG-invested institutions, and commissioned welfare facility employees"7) 135 times.

 In 2014 also opened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and II courses. The difference was a class for senior manager level class (mayor 
entourage and Grade 4 or higher managers of offices/HQs/bureaus/corporations)8)  for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A two-hour 
class (40 people per class) was provided for a total of ten times. Focus Group held a four-hour class (40 people per class) 43 times; 
and General Group 40 people per class, 70 times. In Seoul Human Rights Academy II, each two-hour class was given to SMG-run 
corporations 95 times; SMG-invested institutions, 50 times; and commissioned welfare facilities, 10 times.

A change occurred for 2015. Seoul Human Rights Academy II made little change from before, but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was consolidated. A seven-hour class was provided for "SMG City Hall Grade 5 or lower public employees" with such subjects as 
human rights general summary, child/youth, the disabled, and women.9)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s estimated to be 160.

In 2016, Seoul Human Rights Academy divided into a consolidated course and a general course. The consolidated course was 
similar, but unlike the prior year when the subjects were limited to four types, no definitive subject was given. The course "explored 
ways to enhance immersion into the class and educational effects by utilizing human rights cases from daily lives and workplace 
responsibilities of students."10)

A seven-hour class was given to "Grade 5 or lower public employees of Offices and Bureaus at SMG City Hall" 15 times. A general 
course was given to Grade 4 or higher managers (322 managers including mayor, vice mayor, and others at the City Hall and from 
SMG corporations) with a two-hour class for a total of six times, with each class comprised of around 50 students. Grade 5 or lower 
public employees at the City Hall were given a two-hour class (40 students per class, total 65 classes), and 73 institutions including 
City Council and corporations were given a two-hour class on 100 occasions. For 17 SMG-invested institutions, a two-hour class 
was provided 30 times.11)

3)Kim Joong-seop, 「Human Rights Ordinance, Overview and Challenges」 2016. 

4) Women & Family Policy Affairs Office; Economic Promotion Office; Welfare & Health Office; Seoul Innovation Planning 
Officer; City Traffic HQ; Climate/Environment HQ; Housing Policy Office; and City Safety Office.

5) Education Cooperation Bureau; Green City Bureau; Technology Review Officer; Magok Project Execution Office; 
Spokesperson; Mayor/V.M. Office; Emergency Planning Officer; City Planning; Information Planning; Auditor; Finance 
Bureau; Citizens Communication Officer; Planning & Administration Office; Fire & Disaster HQ; Administrative Services; 
and Culture & Tourism Design HQ

6)SMG Human Rights Officer,『2013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course operation RFP』

7)SMG Human Rights Officer,『2013 Seoul Human Rights Academy II course operation RFP』

8)SMG Human Rights Officer,『2014 Seoul Human Rights Academy II course operation RFP』

9)SMG Human Rights Officer,『2015 Seoul Human Rights Academy I course operation RFP』

10)SMG Human Rights Officer,『2016 Seoul Human Rights Academy consolidated course operation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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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7 Seoul Human Rights Academy general course is not much different from a prior year. A two-hour class will be open for 
manager level posts, the City Hall, corporations, SMG-invested institution, and commissioned welfare facilities for 190 times.12)

A consolidated course plans to provide a 4-hour class, to be repeated 15 times.13)

Seoul City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is provided by contracted agencies. A tender is open to bidders each year, and 
a winning bidder gets to be in charg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employees in Seoul for one year. Under the SMG Human 
Rights Ordinance, public employees of Seoul are required to receive the education.

2) Problems of SMG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The problem of SMG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is that the education class is provided on a one-year basis by a 
contracted agency. For four years between 2013 and 2017, human rights education service providers kept changing. SMG officials 
in charge were also assigned elsewhere due to a circulatory job location system. In an extreme case, the administrative official 
in charge changed three times in one year. The problem from this is a lack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 that can stay on top of 
overall trend through multiple years of experience in public employee education. It is difficult, under the current system, to build 
knowhow from annual educations, fix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s. A little difference makes a big difference when it comes 
to education, and it is questionable how the SMG is factoring in the aforementioned factors in its education process.

A second problem is that the education is only part of required courses public employees must take. Municipality public employees 
must take required 80 hours of training a yea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dded to that requirement. Human rights education is 
only part of the 80 hours they are required to take part. Without much thoughts, executioners of education plan the education in a 
large congregation type of setting. If that becomes difficult, an on-line education is provided. Participants are not really motivat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ass.

Third, there is no unit to make a mid-to long-term plan and implement it. There is no internal initiative to consistently address the 
plan and related issues either. The mid-to long-term plan itself relies on a contracted service agency. Even if the service agency 
comes up with a noteworthy longer term plan, it is doubtful whether there is a unit within the SMG organization to discuss and 
implement it. 

3) Suggestion 1: Establishment of stable organization

We must start with a unit to which lots of thoughts are directed and where achievements are accumulated if we are to build an 
effective education system of human rights for public employees. Even in the municipalities that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an official in charge is co-assigned with other works. Not many have a human rights center or human rights task force. Having a 
center or a department is still not enough. What is important is where the center stands within the organization. It is difficult for 
a designated department to build expertise because of a circulatory job rotation system. What matters is to prepare a vessel in 
which contents tailored to the municipality can be contained. Some municipalities may well open a center; others, a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Seoul public employees started in 2013. Services through agencies do not really accumulate the 
achievements of the SMG. From 2013 service agencies kept changing each yea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took part in 
the education for three years from 2014 to 2016. The problem is that agency-based services by a SMG human rights team, without 
a stable center, do not really help to accumulate knowhow derived from problems and improvements learned from prior years.

A dedicated unit is needed to comprehensively delve into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push for plans and build 
competency. I heard the following at a 2015 workshop about Seoul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Is there a training 
that limits the number of students to 40 per class in required courses for public employees of Seoul? None. Is a small-class education 
possible only in human rights courses of Seoul public employees? That small class desired was made possible because SMG human 
rights commission members stepped forward and strongly raised the need for it." This provides an answer to why we need a 
dedicated unit that takes initiatives and executes plans.

4) Suggestion 2: Collaboration

11) SMG Human Rights Officer, 『2016 Seoul Human Rights Academy general course operation RFP』

12) SMG Human Rights Officer, 『2017 Seoul Human Rights Academy general course operation RFP』

13) SMG Human Rights Officer, 『2017Seoul Human Rights Academy consolidated course operation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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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tudents in the Seoul Human Rights Academy are surveyed for their satisfaction after completing the course, and survey results 
are compiled. The primary questionnaire in the survey is whether the lecturer did well and is competent enough. An important 
measure of human rights education performance is not whether the lecturer did well but how much effect the education had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within the organization.

The goal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public employees. What is important for 
public employees in their education and attainment of human rights is to understand the public employees and to understand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Understanding either one alone will not help to create effective education contents 
and format. For this, the gathering of public employees, human rights commission (or center),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civic groups is needed. It is essential that the stakeholders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o set goals/
targets and discuss how to take the first step forward. This is a process of collaboration. Without collaboration, a hard-earned vessel 
is highly likely to remain empty.

5) Suggestion 3: Mid-to long-term planning

A mid-to long-term plan is needed. It is important to set goals first for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All human rights 
education aims to stay independent. Same goes for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Pub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focuses on "how public employees will be able to provide human rights services (?) to citizens." That is a content necessary, 
of course. But unless the public employees themselves are fairly treated as humans, how could they provide human rights services 
(?) to citizens? That is impossible.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employees is to reconstitute themselves in terms of human 
rights in their daily lives. It is to share achievements with citizens. For that purpose, we must discuss how to reconstitute across 
public employee community in terms of human rights, discuss what is needed for that purpose, and discuss in the end how they 
will shar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with citizens. Only when they have this kind of human rights sensitivity, will they be able to 
develop human rights policies for citizens. Of course, human rights education is also necessary to meet immediate needs. But we 
must think about how to establish an education plan that can motivate public employees themselves.

Under the current service agency tender system, it is not possible to make mid-to long-term plans. We cannot provide a solid 
education either. A selected service agency (?) is chosen in April and provides education from June, and this cycle will only 
repeat similar contents in a similar format. Only when the SMG takes the initiative, put together organizations with various views 
and experiences, and accumulate the results of discussions over a long period of time, can a quality mid-to long-term plan be 
established and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employees be provided on a course and annual basis. Positive effects 
of education will enable a discussion of human rights-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4. Closure

I personally think "human rights sensitivity has failed to keep up with preceding human rights administr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in our society is still growing slowly, while many municipalities have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Public employee 
human rights education is being provided under the ordinance. I cannot help but worry that public employees may become 
disappointed in human rights education that falls short of their expectation if the education contents and formats are not fully 
prepared without deep enough planning. It is time for us to fill quality contents, though "invisible," for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instead of being obsessed with "visible"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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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권교육을 위한 제안1)

공무원 인권교육과 시민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1. 인권,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방식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일으켰다. 불과 30쪽에 불과한 책이 세계인의 마음을 흔든 것이다. 내용

도 단순하다. 나치에 저항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노인이 ‘자신이 나치에 저항한 것처럼 현대의 돈과 시장의 무례함에 대해 분

노하자’라고 한다. 근거로 ‘세계인권선언문’을 제시하고 있다. 1948년에 만든 불과 30개 조항짜리 선언문을 근거로 현대의 부조리

함에 분노하자고 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근대 이성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합리적 이성과 과학의 발달이 인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인류에 의한 인류 학살이었다. 인류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만들어 진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현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희망을 위해 다시 구성된 것이다.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인권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삶의 방식까지도 표준을 제시하

던 산업사회를 거쳐, 생산방식도 다각화 되고 삶의 기준도 서로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인권감수성

이다. 돈과 시장의 무례함에 분노할 수 있는 근거, 타인에게 일방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을 근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

는 근거가 바로 ‘인권’이다. 일상에서 인권을 느낄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인권은 사회를 과거로 회기 시키려 하는가 아

니면 보다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성찰하는 사회는 다시는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답지 않

은 짓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최소한.

2.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이 성찰의 계기를 만든다면 무엇이 인권이지를 아는 것이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역사의 진보”를 “인간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이 부여되는 과정”2)이라고 한다면 과거 인간으로써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들이 인권을 부어 받는 사람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다. 즉, 과거에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존재가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과정자체가 바로 역사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이 역사 속에서 ‘나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을 통해 조금씩 조

금씩 ‘안간의 범위’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들인가? 인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만 필요한 것인가? 한 명의 사람을 설명하려면 여

러 층위의 설명이 필요하다. 직장인이면서, 부모이면서, 자식이기도 하고, 누구의 선후배, 누군가의 동료/친구다. 여러 층위가 어

떤 때는 인권의 소외자로 다가온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소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서 소수자가 되기도 하

고, 고위직 공무원에 있어도 출신지역으로 인해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소수자가 되기 마련인 

것이다.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 왜 직장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가 말이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소수성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이다. 사회적 소수성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인권교육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

요한 교육이 된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인권교육으로 내용을 한정 하고자 한다. 다른 교육보다 공무원 교육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와 인권교

육을 한 경험이 공무원 교육이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내용의 범위를 2014년도부터 2016

년도까지로 한정하고 2017년은 언급하는 정도로 다루겠다. 

공무원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권의 의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

1) 이글은 『광명시 인권교육 평가 토론회 : 인권교육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발표한 글을 서울시에 맞춰 수정한 것이다. 

2)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152쪽

3) 김중섭 「인권조례 현황과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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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인권증진의 보호와 의무가 국가중심에서 개별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

나게 되는 공무원들에게 무엇이 인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3. 서울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과 문제점

1) 서울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2016년 3월 기준으로 보면 24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84곳에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다.3) 하지만 조례 제정 후 아무런 움직

임이 없는 곳도 있다. 또한 양적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이 늘었으나 질적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서울시 인권교육은 2013년도부터 시작한다. 2013년도는 서울인권아카데미Ⅰ,Ⅱ과정으로 나뉜다. 서울인권아카데미Ⅰ 과정은 ‘서

울특별시 5급 이하 공무원’4)를 대상으로 중점그룹5)과 일반그룹6)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됐다. 중점그룹은 40명 기준 4시간으로 남

산청사에서 42회 교육이 진행됐고 일반그룹은 40-50명 기준 2시간으로 신청사 및 서소문 청사 등에서 43회 교육이 진행됐다. 아

카데미Ⅱ과정은 ‘서울시 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 투자·출현기관 및 위탁복지시설 종사자’7)를 대상으로 135회 교육이 진행됐다. 

2014년도 역시 서울인권아카데미Ⅰ,Ⅱ과정으로 진행됐다. 차이점은 서울인권아카데미Ⅰ과정에서 간부직교육(시장단, 실·본부·

국·사업소 4급 이상 관리자)8)이 추가됐다. 40명씩 2시간 총 10회기 교육으로 진행됐다. 중점그룹은 40명씩 4시간 43회, 일반그

룹은 40명씩 70회가 진행됐다. 서울아카데미Ⅱ과정은 사업소 95회, 투자출현기관 50회, 시 위탁복지설 10회로 2시간씩 진행됐다. 

2015년도는 변화가 생긴다. 서울인권아카데미Ⅱ과정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인권아카데미Ⅰ과정은 통합인권교육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본청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총론,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을 주제로 7시간 10회기 교육으로 진행9)된 

것이다. 참여인원도 1회 약 160명으로 예상하게 된다. 

2016년도는 서울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과 서울인권아카데미 일반과정으로 나뉜다. 서울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은 전년도와 성격

이 비슷하나 전년도에는 주제를 4가지고 한정한 것에 비해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 및 수강생 업무와 관련된 인권사례를 

다수 활용하여 교육 몰입도와 효과 향상 모색”10)하였다. “서울시 본청 11개 실·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7시간 15회

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6년 일반과정은 4급이상 관리자(시장, 부시장 등 시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 관리자 322명)를 대상으

로 50명 내외 2시간씩 로 총 6회 교육이 진행됐고, 본청 5급이하 실무자를 40명씩 2시간 65회, 시의회/사업소 등 73개 기관을 2

시간씩 100회 진행됐다. 출자/출현기관은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시간씩 30회 진행됐다.11)

2017년 서울인권아카데미 일반과정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며 간부직, 본청, 사업소, 투자/출현기관, 사무위탁사회복지시설에 

2시간씩 190회가 진행될 예정12)이다. 서울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은 4시간 15회기 교육으로 진행13)될 예정이다.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용역방식으로 진행되며 매해 용역을 발주하여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1년간 공무원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2)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문제점

서울시 인권교육의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역방식으로 1년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0174년까지 계속 

4)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3년 서울인권아카데미Ⅰ과정운영 제안요청서』

5)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주택정책실, 도시안전실

6)  교육협력국, 푸른도시국, 기술심사담당관, 마곡사업추진단, 대변인, 시장실/부시장실, 비상기획관, 도시계획, 국정보화기획단, 감사관, 재무국시

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행정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7)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3년 서울인권아카데미Ⅱ과정운영 제안요청서』

8)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4년 서울인권아카데미Ⅱ과정운영 제안요청서』

9)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5년 서울인권아카데미Ⅰ과정운영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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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바뀌었다. 담당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사이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심한 경우는 1년에 담당 주무관이 3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 년간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짚을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이 없다는 점이

다. 매년 교육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노하우를 축적하거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점이 아

주 사소한 점에서 효과적으로 큰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데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의무교육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연 80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교육이 추가 됐다.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은 연 80시간 의무교육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을 집행하는 담당자도 큰 고민하지 

않고 대형집합교육 중심으로 강의를 배치한다. 안되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자는 교육에 참여할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단위가 없으며 이를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단위도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공

무원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 역시도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용역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토론하

고 집행할 단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3) 대안1 : 안정적 조직 구성하기

공무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민이 성과가 쌓일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권조례를 만든 지자체조차도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센터를 만들거나 인권전담팀을 구성한 곳이 

많지 않다. 센터나 담당부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센터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담당부서는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을 기르기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 맞는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어느 곳은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어

느 곳은 인권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용역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서울시로 성과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 2013년부터 용역사업을 집행했던 곳은 매년 바뀌었다. 인권교육 온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에 참여했다. 

문제는 안정적인 센터는 없고, 인권팀에서 용역방식에 의해서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매년 발생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노하

우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추진하고 역량을 축적할 단위가 필요하다.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관련

된 토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의무교육에서 4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곳

이 있는가? 없다.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만 소규모 교육이 가능할까?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나서서 힘있게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민하고 추진하는 단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다. 

4) 대안2 : 협치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모든 교육은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자료로도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대

부분이 ‘강사’가 교육을 잘했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다.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평가지점은 강사가 얼마나 

잘 교육을 잘 했는가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의 영향을 받는가여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 조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목적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이해하는 것과 인권/인권교육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만 알아서는 효과적인 교육내용을과 형식을 만들기 어렵

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위원회(혹은 센터), 인권단체/시민단체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

다. 이 과정을 통해 목표를 무엇을 할 것인지 첫걸음을 어떻게 뗄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협치다.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애써 

만든 그릇은 빈 그릇이 될 확률이 높다. 

5) 대안3 : 중장기 계획 구성하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통해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모든 인권교육은 스스로 서기 위함

1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6년 서울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운영 제안요청서』

1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6년 서울인권아카데미 일반과정운영 제안요청서』

1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7년 서울인권아카데미 일반과정운영 제안요청서』

1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7년 서울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운영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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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무원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인권교육 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인권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인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다. 

공무원 인권교육은 자신의 일상을 인권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공

무원 사회 전반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시민

들에게 어떻게 인권감수성을 나눌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인권감수성이 있을 때 시민을 위한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인권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육계획이 수립될 때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용역발주 방식으로는 이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교육을 진행할 수도 없다. 용역에 선정된 업체(?)가 4월에 선정

되어서 6월부터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항상 비슷비슷한 내용과 형식이 반복되기 일쑤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여러 의견과 내용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모아서 오랜 시간 논의된 토론 결과를 축적 할 때만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 연차별에 따른 효과적인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효과로 인해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인권행정이 인권감수성보다 먼저 도달한 느낌’이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인권감수성의 성장속도가 더딘데 많은 지자체

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에 기반해 공무원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민은 형식과 내용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접한 공무원들이 ‘뭐, 인권교육, 인권교육 하더니만 별거 없네’라는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다. 이제 우리 

감수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보여지는 ‘조례’에 집중하지 말고 그 ‘내용’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rk Kyeong-ok (Director, Gwangmyeong-city Human Rights Center)

박경옥 (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장)

Apr 2015 to the 
present

Director of Gwangmyeong-city Human Rights 
Center

2012 through Mar 
2015

Deputy Director of Gwangmyeong-city Human 
Rights Center

010 through Mar 
2015

Gwangmyeong Solidarity for Education

2011 through 2014 Nonviolent Peaceforce Training Center

until Mar 2015 Director of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010 through 2014 Chairman of the Operating Committee / Co-
Representative of 
the Gwangmyeong Civil Organizations' 
Association

2013 Chairman of the Teachers' Rights Promotion 
Committee of Cheolsan Middle School

2012 Chairman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of 
Gwangmyeongbuk High School

A member and Chairman of the School 
Operation Committees of Kwangsung 
Elementary School, Dodeok Elementary School, 
Gwangmyeong Middle School and Gyeonggi 
Arts High School

2009 through 2015 Activist specialized in counseling for female 
victims and the restorative circles

Operator of HIPP (Help Increase Peace 
Program), Operator of AVP (Alternatives to 
Violence Project), Mediation Instructor of NVC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Operator of 
RC(Restorative Circle)

Operator / Local Coordinator of Restorative 
Justice-Based Mediation and Circle

2010 to the present Assistant Administrator / Director of 
Gwangmyeong Women's HotLine

2015.4 ~ 현 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장

2012. ~ 2015.3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10.
~ 2015.3월까지

광명교육연대 대표

2011 ~ 2014 비폭력평화훈련센터

~2015.3 평화와인권학습연구소대표

2010~ 2014 명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공동대표

2013 산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2012 광명북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장

광성초, 도덕초, 광명중, 경기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엮임

2009~2015 피해여성상담활동가/회복적서클실천가

HIPP진행자/AVP진행자/NVC중재진행훈련가/

RC진행자

회복적정의에 근거한 조정 및 서클 진행자/지역

코디네이터

2010 ~ 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간사/광명여성의전화이사

Help Increase Peace Program(HIPP)

Alternatives to Violence Project(AVP)

Nonviolent Communication(NVC)

Restorative Circle(RC)

168ㅣ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Presentation  / 발제



ㅣ169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The Government's Duties and Citizens' Rights and Engagement:
Implementation and Realization

Park Kyeong-ok

Director of Gwangmyeong Citizen Human Rights Center

Gwangmyeong City Ordinance on Human Rights Assurance and Promotion 

Article 7 (Human Rights Education) ① The Mayor shall provide citizens with opportunit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establish a culture ofrespect concerning citizens' human rights.

②The Mayor shall ensure that the City will conduct 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 of its municipal employees, including its public 
officials, at least once a year for more than three hours with an aim to establish a human rights-oriented administrative found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its civil serva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hat the City will carry out 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 workplaces under its supervision.

③To establish the aforementioned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the Mayor may undertake each of the following measures:

1.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al materials and the training of human rights educators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human rights education

Educational Planning: Where to Start? 

I currently think of myself as a planning coordinator. For the past 20 years or so, I have worn many hats such as performing as an 
educational planner and manager, a parent educator, a communication instructor, a parental activist, a nonviolence and peace 
sensitivity training facilitator, a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or, and a conflict coordinator. I am proud of my current 
identity - a planning coordinator, a specialized contract-based public official, which has taught me deeply about the near limitless 
roles of public servants in Korea. Citizens' rights are expanded or reduced to some extent by civil servants' ideas and actions. 
Naturally, such changes are embraced by citizens when they are seen as being innovative from citizens' perspectives.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s as the human rights educational planner of Gwangmyeong City, Gyeonggi 
Province.

Let me begin by introducing you to the four key concepts that I cherish for human rights education, whichare: Interest, Engagement, 
Implementation and Effect. I have worked tirelessly to promote the city's human rights education to all interested officials and 
citizens in order to heighten their engagement in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 education, inspire them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implement the new values they learn about, and empower them to change society for the better. 

Secondly, I placed a great deal ofemphasis on what kind of instructors to invite for the city's human rights education. We cannot 
overemphasize their importance to trainees in terms of their values, attitudes and actions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It has not 
been easy to come across instructors who share with me the four key concepts that I treasure in the city's human rights education. 
Above all else, it makes a lot of difference on the part of the trainees' acceptance of the overall training whether instructors regard 
human rights education as an opportunity to pass along some knowledge about the subject or engage in genuine communication 
with trainees about the topic. I personally believe that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based on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rainees to realize genuine changes with respect tohuman rights situations. 

Thirdly, it is importantto know what to include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I am not just a citizen activist. I am in charge 
of the city's Citizen Human Rights Center. I am faced with the challenge to determine what practical effects the Center should 
pursue in its human rights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was clear: Trainees must understand, realize and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s roles as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basic human rights assurance together with citizens' 
functions in the expansion of their human rights. Most notably, citizens must realize both what roles to play and what assurances 
to ask for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Citizens need to be fully aware of their basic human rights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bout improvements to be made" in the area through the education. In that sense, the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part of civic education in a democratic society.Educational planning matters deeply. It determines the effect of 
education to a great extent. The number of trainees is only part of the whol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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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my field experiences, I have structured and managed human rights education in Gwangmyeong City for the past three 
years for both civil servants and citizens in three stage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specifics of the training programs.

Time to Get Rid of Desks: 
The Introductory-Intensive-Operator Courses for Potential Gwangmyeong City Human Rights Advocates

Gwangmyeong City offers human rights education for its civil servants and citizens separately. The Gwangmyeong City Ordinance 
stipulates citizen education and civil servant education. The City has continued to expand its human rights education for both of 
the two groups.

1.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I will make this part brief as I understand that another presenter is set to elaborate on the topic. 

Our city's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was launched in 2015. Effor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with 10 courses to choose from.

Each course undergoes the following process: pre-meeting with instructors → training → trainee surveys → post-evaluation 
meeting → conference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Based on 985 persons 2015 2016 2017

Respondents 84 persons 410 persons 851 persons 

Frequency/Satisfaction % 4 times/81.2% 18 times/90.85% 20 times/82%

Education format
Human rights education 

focus shift from instruction to 
participation 

Highly satisfied with program 
operations (understandability, 

teaching methods)

Expansion of education 
topics, and implementation 

of Declaration of Human 
RightsAssurance

On-site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perations,10 times in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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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tated abo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should place enough focus on broadening their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so that they can play the role of human rights policy/project coordinators more appropriately.Specifically, it was 
particularlyeffective to let them handle the issue of citizens'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civil servants and citizens - 
as they possess the dual identity themselves anyway - as well as getting them to share actual administrative cases with one another. 
Though difficult to quantify, various new programs have been launchedin terms of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ivil 
servants' broadening perspectives on the city's human rights situations gives rise to hope for the municipality's human-centered 
policies.

Gwangmyeong City's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a for 2017 have included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public administration, labor rights as human rights, human right to housing, play and human rights, films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human rights in the workplace, architecture and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The curricula 
topics were selected so that they would not overlap the educational programs offered by other departments of the municipal 
government. In 2017, the third year's annual survey topic was human rights guarantee at workplaces. Based on the outcome of the 
survey, Gwangmyeong City held a ceremony to declare its Human Rights Assurance on July 1.The Declaration made by the mayor 
consists of eight promises including theprohibition of after-work KakaoTalk, leaving work on time, prohibition of work orders 
towards the end of the day, and guarantee of vacations. A department in City Hall immediately implemented leavingwork on time 
and prohibition of after-work KakaoTalk,immediately contribu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entire organization. The bottom line is 
that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is being promoted through a virtuous circle of interest, education, engagement and 
changes so that trainees become human rights advocates in their own right.

2)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tizens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tizens in Gwangmyeong City is concentrated on not only the training of citizens into human rights 
advocates but also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 that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speech and to be heard appropriately. 

Gwangmyeong City produced the graduates of the operator course for human rights advocates for the first time in 2017, the third 
year since the human rights education was launched. Through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the 
graduates work as human rights advocates and instructors in the municipality. In 2017, the City carried out the citywide UCC (user-
created contents) monitoring, contest and discussion events for the youth while offering them participatory circle-type human 
right education programs. 

The Introductory Course for Human Rights Advocates (once or twice a year)

Completion of a 20-hour introductory course Mandatory participation in 20-hour small human rights 
circle activities 

⇩

The Intensive Course for Human Rights Advocates (once or twice a year)

Completion of a 20-hour intensive course (the rights of 
children, the disabled, youth, and laborers)

Small human rights circle activities: human rights 
activity participation, proposals and presentations 
Engagement as Human Rights Citizen Committee 

members and citizen human rights advocates 

⇩

The Operator Course for Human Rights Advocates (once every three years)

Participation in circle-based human rights sensitivity 
education services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related monitoring and 
Human Rights Impact Evaluation Group activities 

Operation of 20-hour human rights advocacy operator 
course (2017)

Human rights instruction at institutions and schools 
(following syllabus reviews and teaching demos)

Operation of Human Rights Academy (operation of human rights humanities courses) 
On-site Human Rights Education (applicationsare welcome for more than 1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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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above, citizeneducation for human rights advocates is also composed of introductory, intensive and operator courses.
The City strives to deliver practical human rights education so that it will help human rights consciousness permeate into citizens' 
minds "as slowly but steadily as drizzle does." While the introductory course pursues paradigm shift and perspective-broadening, 
the intensive course concerns citizens' discomfort and actions on it.Identified issues are handled by small-scale circles (See the 
figure above). The operator course starts with deliberation about how much trainees implement what they know. The trainees 
are inspire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knowing something and putting it into action and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more action-oriented activists. They are encouraged to identify what should be changed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in their everyday lives. They are urged to appreciate the fact that they can learn from their mistakes in their future commitments. 

In the 2017 survey, 85.7% of respondent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introductory course while 87.8% of trainees registered 
satisfaction with the intensive course.The annual surveys for the introductory and intensive courses consist of five segments 
evaluated at five levels, as seen above, respectively.

A woman who was being trainedat a human rights advocate course said the following at a circle meeting. "My child has a disability. 
Previously, when we went out together, I got nervous worrying about the possibility of my loved one making a mistake in front 
of others. When he stumbled upon something, I immediately apologized, unconditionally, at all times. Looking back, I realize that 
even I was not treating my child as a normal person and that I actually forced my child to take the blame for everything. I deeply 
regret what I did. Of course, I love my child. But as a person trying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those with disabilities, I wonder 
what I am actually doing to my child. I was discriminating against my child myself. I know that. I feel terrible about that. Fortunately, 
now my child and I go out together and stay happy.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that I know I have to accept. I am grateful for the 
chance to join the human rights advocate course." 

The human rights advocate courses of Gwangmyeong City seek to realizeslow but steady progress. Every year, the City holds an 
evaluation meeting with human rights advocates. Let me introduce their representative opinions expressed at the meeting.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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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eems that strangers have been able to meet, build up friendships, and strengthen ties through the municipal program.

● I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what is going in the community and figure out what issues we are facedwith. 

● I have been able to improve my sensitivity to human rights and look into human right issues in our everyday lives.

● When compared to one-way instruction, participatory/sharing education programs have much more to offer.

● In the process of meeting with people, we no longer feel isolated and obtain uplifting experiences.

● It makes me feel proud that I have acquaintances in the community who look in the same direction as I.

● Through the program, I have obtained the ability to express myself better. It was time to recover myself, too. 

● I now look at various social facilitie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 no longer take them for granted. 

● I am happy to have been able to express myself actively.

●  It has ampl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to learn how to conduct discussions through encouragement instead of 
destructive criticism.

It is crucial for citizens to understand their rights, seizeopportunities and express their opinions to protect their interests and rights.
To ensure that citizens' opinions will be reflected in the City's policies, Gwangmyeong Human Rights Center strives to upgrade its 
educational system so that it will generate practical effects on the ground.The so-called butterfly effect can work positively when it 
comes to education and training. Unfortunately, many local governments focus on short-term effect.They lean towards quantitative 
growth excessively a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an instructor has thirty to hundreds of trainees in a lecture hall. Charged 
smartphones are all that it takes for that kind of education. It is time to think seriouslyas to whether we cannot do better than this. 
Going a step further, we cannot afford to be complacent with all the educational programs that were previously deemedas "Good 
enough."Gwangmyeong City strives to make sure of the smooth transfer of "Teaching to Learning" between trainers and trainees in 
classrooms on the basis oftrial and error, soul-searching and improvements. The table below shows the examples of the activities 
taken by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the introductory course and are now acting as Citizen Committee members to carry out 
human rights monitoring while taking the intensive course. The following table briefly explains the process.

April 2016
Took part in the 2016 Municipal 

Administrative Service 
Development Idea Contest

Ensure that all Gwangmyeong citizens can use libraries freely 
and conveniently through human rights monitoring activities (a 

small-scale citizen circle) 

⇩

March 2017 Gwangmyeong Citizen Committee 
members 

-Assignment of 10 members 
-Formulation of a library human rights monitoring group 

⇩

April 2017 
Implementation of the library 

human rights monitoring 

-Modification of the library human rights monitoring checklist
-Human rights monitoring about Gwangmyeong, Haan, 

Cheolsan and Soha libraries
- Prior written notice, tour  with officials in charge

⇩

May 2017 

Reporting on the library human 
rights monitoring results and 
presentation of improvement 

ideas 

-Presentation of ideas to improve library operations and request 
for a reply

-Request for action plans to Accounting Department, Social 
Welfare Department and Housing Department 

⇩

June 2017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public buildings 

-Based on the human rights monitoring results, announcement 
of major findings and presentation of action plans were made so 

that public buildings will be built/remodeled as human rights-
friendl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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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myeong City strives to make sure that its citizen education is always based on the stages of Interest, Engagement, 
Implementation and Effect. Curiosity through education and change through self-learning playsa crucial role in improving and 
expanding citizens' consciousness.

In 2017, Gwangmyeong City set up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eam composed of Human Rights Committee members, 
human rights advocates appointed as citizen committee members, stakeholders and civil servants. The Team has carried out 
a human rights impact evaluation for polling stations. As a result, the Team has asked for facility improvement, which is now 
underway.Citizen committee members say that they feel proud about the outcome in the sense that "Citizens participated, 
initiated changes, and helped the lay the groundwork for win-win situations for all." Elevatorsare being installed at the locations 
that were used as polling sites in 2017 which were not accessible to many. With elevators,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moms with baby carriages can all access the locations easily. Compared to attending a lecture, it is more significant for citizens to 
make proposals, watch them become reflected in policies, and experience changes right in front of them. 

Every Citizen is a Human Rights Advocate. 

Gwangmyeong City has established Gwangmyeong Human Rights Center for the very first time among local governments of Korea.
It was later set up Gwangmyeong Human Rights Committee as a stand-alone institution with Human Rights Center functioning as 
its secretariat. Now the center is called Gwangmyeong Citize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is run by Citizen Human Rights Team 
in the Audit Department of the City. As director of the Center, I do my best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the Gwangmyeong City mayor 
in the area of human rights promotion under the principle of "Citizens are mayors." I fully recognize the citizens' rights to know, 
their rights to propose policies and their rights to be heard. Therefore, I do my utmost to communicate with them consistently. 
As shown above, the Centers runs the human rights advocate system. It also has an expert that specializes in planning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Center's programs are fully open to discussion with citizens after they are formulated together with them. 

Though a bit cumbersome in fact, such a practice is essential for genuine communication with the community no matter how we 
call it - cooperative governance, collaboration or just governance. At the end of the day, discussing measures to take in advance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togetherrequire all participants to share their shared vision positively. I am extremelygrateful to 
Gwangmyeong Citizen Human Rights Center for all the opportunities to derive plans with citizens. I thank the City's civil servants 
and citizens for their cooperation. Human rights education does not work unless properly planned and prepared together. It is now 
time to give someserious thought to how much we can achieve at the local level and take action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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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 ; 실천과 알아차림

박경옥

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장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들의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교육기획 ;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나는 지금은 기획코디네이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나의 다양한 정체성들 교육기획 및 운영자 그리고 부모교육, 의사소통 강사 , 

학부모 운동가, 비폭력평화감수성훈련 진행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가, 갈등조정진행자로 이십 여년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

나를 선택한다면 기획 코디네이터... 비정규직 공무원 이지만 공무원의 정체성을 가지며 공무원의 역할이 무궁무진함을 알게 되었

다. 공무원의 기획서에 의해 시민의 권리의 확장은 아주 사소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변화한다. 변화는 어떨 땐 시민들의 입장

에서 혁신적인 조건들을 갖출 때도 있다. 

광명시에서 인권교육 기획자로 고민하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관심-참여-실천-영향이라는 네 단어였다. 관심있는 사람에게 교육이 홍보되고 교육을 통해 참여하여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 시선을 확대하고 알아차린 가치를 실천에 옮기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주제에 따라 어떤 강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교육을 통해 만나는 강사분들의 태도 및 가치, 활동들도 매우 

중요하였다. 4가지 요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강사분들이 교육시간을 지식전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참여하는 분들의 태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소통되는 분과 만나면 

인권의 진정 어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무엇을 기획 할 것인가에 대해서였다. 난 시민활동가도 아니고 지금은 센터장으로서 인권센터에서 어떤 의미로 교육을 준

비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명료한 것은 정부가 위임한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권리가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

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자

기 스스로 자신의 배움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며 바꾸어야 할것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

리에 대해 체감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며 인권교육이다. 기획에 따라 교육들은 유의미해지거

나 형식화 되어진다. 참여자의 수만 세는 방식으로...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3년간의 공무원 , 시민교육을 세단계에 걸처 진행하였고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책상없이 공부하자 ;‘인권 지킴이’입문, 심화, 진행자 과정 운영 중!!!

광명시는 공무원교육과  시민교육 두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광명시 조례에도 시민교육과 공무원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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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인권 교육 운영

다른 분의 발제가 있다고 하여 간단한 설명만을 하고자 한다.

공무원교육은 2015년부터 체계화 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10여개의 다양한 주제를 미리 고지하여 선

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전강사회의 – 참여 – 참여자 모니터 – 사후평가 회의 – 토론회를 거친다. 

공무원 교육의 의미는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권교육으로 인해 시야가 획대되고 정책 또는 사업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인권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보다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직업의식적 관점에서, 시

민의 정체성을 갖는 시민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다. 적량화 할 수는 없지만 인권적 관점으

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인권적 관점의 시야 확대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2017년 광명시 공무원교육 주제는 인권일반, 인권행정, 노동인권, 주거인권, 놀이와 인권, 영화와 인권, 장애 인권, 일터와 인권, 

건축과 인권, 인권감수성 등으로 진행되었다. 타부서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 있어 겹치지 않는 부분도 또한 의식한다.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는 일터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의미에서 설문을 받았으며 설문을 토대로 광명시는 7월 1일  인권보장 

선언식을 진행하였다. 퇴근후 카톡금지, 정시퇴근, 퇴근 임박시간 업무지시금지, 휴가보장등 8가지를 시장님이 시행 선언을 했으

며 모 부서에서는 부서 전체가 정시퇴근, 카톡금지를 바로 시행하였다 하며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결국 관심 – 교육 – 참

여 – 변화의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의미를 경험 하게 되고 또한 다시 인권옹호자로 참여하게 된다.

985명 기준 2015 2016 2017

설문참여자 84명 410명 851명

운영횟수/만족도 4회/81.2% 18회/90.85% 20회/82%

교육의 형태
인권교육

강의중심에서 참여형으로 확대
교육 운영(이해, 교육방법)
만족도 매우 긍정이 높음

인권교육 주제 확대 운영,
인권보장선언 시행

찾아가는 인권교육 : 기관운영, 공무원외 직원 교육 운영 : 10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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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대상 인권 교육 운영 

시민대상 인권교육의 핵심은 시민인권옹호자로 또한 말 할 권리, 들려질 권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

이다. 

올해 3년째 처음으로 인권지킴이 진행자과정을 마무리하며 인권과정 수료자분들이 1~3년의 활동을 거치며 인권옹호활동가로 , 

인권강사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광명시 UCC 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도 서클로 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인권지킴이 입문과정, 심화과정, 진행자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이 말·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가랑비 옷젖 듯” 인권의

식이 몸으로 체화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입문과정은 의식의 전환 과 영역의 확장이라면 심화과정은 불편함과 실천

의 맥락에서 고민하게 된다. 고민들은 소모임을 통해 연결된다.(그림참조) 진행자 과정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실천과 얼마나 연

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한다.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모습이며 일상의 삶

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수를 통하여 배움이 있음에 감사한다. 

인권지킴이 입문 과정(연 1~2회)

입문 20시간 무료 인권소모임 진행(서클방식) 20시간 참여의무

⇩

인권지킴이 심화과정(연 1~2회)

십화과정 20시간 수료 
(아동, 장애, 청소년·노동인권)

인권소모임: 인권모니터 활동 및 제안 , 발표
시민위원 활동 및 시민 인권옹호자 활동

⇩

인권지킴이 진행자 과정(3년마다 1회 진행)

서클로 하는 인권감수성 교육 자원봉사
모니터링, 인권영향평가단 참여

인권지킴이 진행자 20시간 운영(2017)
기관, 학교 인권강의(교안 및 시연후 참여)

인권학당 운영 (인권 인문학 과정 운영)
찾아가는  인권교육 (10명이상 항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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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문과정 85.7%의 만족도가 도출되었고 심화과정은 87.8%의 만족도가 도출되었다. 매년 입문과 심화의 설문은 5개 문

항과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질문되었다. 

인권교육 토론회에 참가한 - 인권지킴이 과정을 참여하시고 소모임에 참여하신- 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 저의 아이는 장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와 밖에 나가면 아이가 실수할까봐 조마조마 했고 아이가 실수를 하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작 생각해보면 나인 엄마 자신이 아이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든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저는 분명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인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 저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고민

하였습니다. 아이를 내가 더 차별의 시선으로 본 것은 아닌지 스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와 즐겁게 다니고 있습

니다. 분명 힘든 것은 있지만 그것은 단지 헤쳐나가야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인권지킴이 과정을 듣게 되어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인권지킴이 과정은 느린 걸음으로 한걸음씩이란 생각이 든다. 매년 인권지킴이 참여자분들과 평가하는 모임을 갖는다. 시민분들

의 의견은,

● 낯선 시민들이 만나 친해지며 유대관계가 강화된 것 같다

● 지역의 현황을 알수 있고 동네문제를 알게 되었다

●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었고 구체적 삶에서 인권을 고민하게 된다

● 일방적 교육을 받다 참여하는 교육, 나누는 교육은 배움이 더 많다

● 만나는 과정에서 인간적 소외가 해소된다. 가슴이 따듯해 진다.

● 우리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 나를 표현하는 힘이 생겼고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함

● 사회 제반시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무심코 지나가던 일이 새롭게 보임

●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 서로 다독여 가며 비난하지 않고 토의하는 훈련에 대한 배움의 증폭

시민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참여하고 권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다양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서의 교육시스템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나비효과의 긍정성을 

본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성과위주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양적 교육의 확대!. 한명의 강사와 30여명 ~ 수백명의 참여자 

그리고 충전된 핸드폰이 준비물인 교육들은 조금 다시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이 좋았어”라고 인지되는 

교육도 다시 함께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끊임없는 실수· 배움· 성찰이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인권지킴이 입문과정을 마치고 심화과정, 시민위원 활동을 하시는 인권지킴이 분들의 인권모니터

링 과정이다. 잠시 아래의 표로 진행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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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역시 관심-참여-실천-영향이라는 과정의 기획단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교육을 통한 호기심과 자체적 학습을 통한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인권지킴이, 인권옹호자 분들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여 인권위원, 시민위원, 당사자. 공무원과 함께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

하였으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투표소의 시설보완을 요청하였고 개선 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변

화를 알게 되고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사회 기반 마련’이란 의미에서 시민 위원분들은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였다. 올해 간이 투

표소를 설치해 직접투표가 불가능했던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중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신체장애인, 노인, 유모차등 보

행약자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되는 것이다. 시민 분들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변화되는 과정과 경험은 책상 

앞에서 교육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의미 하다.  

시민 모두가 인권 옹호자

광명시는 지자체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로 독립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센터를 사무국으로 운영

도 하였다. 지금은 광명시 감사실 시민인권팀·광명시민인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센터에서의 역할은 ‘시장이 주어가 아니라 

시민이 주어이다’ 정부에서 위임받은 광명시장의 책무를 담당자로서 잘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알권리, 정책을 제안

할 권리, 들려질 권리를 인지하고 사업들을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권옹호관도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교육 전문 기획담당도 

있다. 모든 사업은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힘은 들지만 협치·협력·거버넌스 다양한 표현들로 공동체에서 함께 소통하는것!!!이다. 과정을 논의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을 경

험하는 것 또한 긍정적 비젼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 사업을 기획할수 있는 광명시민인권센터에 대해 감사하며 도와

주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지역의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함께 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은 퇴색한다. 함께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지역에서 고민해보자!

2016년 4월
2016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광명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도서관 이용하기” 인권모니

터링 운영(시민소모임)

⇩

2017년 3월 광명시 시민위원 위원
- 시민위원 10명 위촉
- 도서관 인권 모니터링 단 구성 

⇩

2017년 4월 도서관 인권모니터링 실시
- 도서관 인권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수정
-  광명·하안·철산·소하 도서관 인권모니터링- 사전 공문 
   협조, 담당자 함께 라운딩

⇩

2017년 5월
도서관 인권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제안
- 도서관별 개선사항 제안 및 회신 요청
- 회계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실행계획요청

⇩

2017년 6월 인권친화적 공공청사 신축
-  인권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공청사에 대하여 인권친화적 

건물로 신축·리모델링 할수 있도록 주요내용 공람, 실행계획
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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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Woong Ohrr (Assistan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오수웅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Career

Instructor at Kyung Hee University, Soongsi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ull-Time Researcher at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t Doctor at the BK21 Project Tea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Post Doctor at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Korea

Researcher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Righ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경력

경희대, 숭실대, 한국교원대, 경인교대 강사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Post Doctor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Post Docto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숙명여대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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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in Seoul" Process: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Sue Woong Ohr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ello, everyone.

While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in Seoul," our research group had a number of concerns, 
all of which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but because of a time limit, I have chosen just a few of them. First, could there be such 
a thing as standard lecturesin human rights education?Second,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will it 
be really possible for us to work out different contents for different groups of people lik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for instance? 
Third, if it makes sense to distinguish education targets and contents in human rights education, what criteria should we apply to 
the distinction?

Other concerns of our research team - some are major and some are minor - include uneven qua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depending on who instructors are, which is one of the motiv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in 
Seoul Metropolitan City; education hours and course schedules; and syllabuses and curriculums. Let me add that my presentation 
will cover some of those concerns in my comments on the three major issues that I would like to focus on today.

Now, let's talk about the first issue - Could there be such a thing as standard lectures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 question 
stems from the fact that there exist an array of human rights concepts and perspectives in reality. For instance, when asked what 
love is or what culture is, people present answers as diverse as human beings on Earth. I can answer the questions about love 
and culture myself, mustering the results of all my study and research over the years. Still, my answers will be just my personal 
observations, and nothing more. There are no indisputable definitions let alone anything that we call truths about the concepts. 
Likewise, the notion of human rights is defined differently by scholars and the general public. Creating education standards in this 
situation means that you have to choose among different definitions.Defining a definition in a particular way presupposes the 
acceptance of specificpoints of view or theories, and thus as soon as you choose a certain point of view about human rights, you 
end up accepting that the viewpoint and theory are more persuasive and closer to the truthful definition of human rights than all 
the others.You are very well familiar with the recent controversies in Korea over the use of government-approved history textbooks 
in schools and the blacklist of artists creat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as well as whether the Gwangju Uprising of May 18, 1980 
was deemed to be a riot or a democratic movement. People present diverse opinions about the issues on the basis of their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ories. Furthermore, beneath the disputes lie conflict of interest of a number of social groups equipped with 
their ownperspectives and theories shared by their respective members.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re diverse, too, including: whether human rights are the result of people's struggle against the 
state, or a benefit granted by the stat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tizens; whether human rights are granted 
to individuals by nature or they are the inherent rights of human beings vis-a-vis natur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people; or whether human rights are permitted by God, or they are just the result of agreement between individual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natural and human beings.All of those perspectives have been developed against 
their ownhistorical backgrounds.When kings and the emperors were equatedwith the state, human rights were understood as a 
product of either struggle against them or favor from them. In the Middle Ages, human rights were considered the grace of God. 
In modern times, God was equated with nature and human rights were regarded as something granted by nature and at the same 
time as a product of agreement between individuals from a legal perspective. When we discuss human rights, we use such terms as 
natural rights, inalienable rights, inviolable rights, and universal and moral rights, all of which come from the viewpoint that human 
rights are granted by nature. The terms such as basic rights, citizenship, and legal rights come from tbhe perspective that human 
rights are the result of anagreement between people.

These two schools of thought are still in dispute and competi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theories and philosophies. 
Disputestend to overheat when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 the one side and domestic views on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relevant legislation on the other conflict with each other.The 
reality is that not only most scholars but also so-called advanced countries regardinghuman rights generallyview human rights as 
natural, universal rights. They consider various international covena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product of global consensus on the fact that human rights are natural, universal rights. Some third world countries dismiss human 
rights just as a historical product of the West. Ye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being accepted increasingly widely acros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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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in Seoul", our research group reflected such global 
trends in the chapter entitled "The Concept and History of Human Rights" but did not forget to introduce other points of view on 
human rights to maintain a balanced position and prevent a particular standpoint from being introduced excessively.The English 
noun 'right(moral/legal claim)' comes from a Greek word 'dikaios' meaning 'righteous or fair.'Greeks thought that the human 
capacity to be 'dikaios' was the power of the human soul.Our research team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human rights are directly 
linked to the abilities of 'human justice' or human righteousness - in other words, the ability to maintain human decency. Thus, we 
decided that the cultivation of such abilities should be the goal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eoul. 

A variety of approaches are possible about what constitutes human justice. As you are well aware, the recent trends in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are mainly legal approaches. However, no one can deny the necessity of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to the topic, too. Human rights are definedon the basis ofthe consensus that people have reached about 
what human justice is,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consider all the circumstances affecting the quality of human 
lives. So our research group minimized the widespreadlegal approaches to human rights and included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to human rights in the proposed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a. As shown in <Table 1>, our proposed 
curricula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includ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its development; an overview of human 
rights with a list of rights and their explanations; cultural theories of human rights that deal with human rights situations and 
infringements in everyday life; the human rights politics that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stat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ories covering human rights issues and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tat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ories that deal with the purposes of such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a, the selection of contents, teaching 
method, etc.

The second concern of our research group was whether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education targets such as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and select different contents for them for our proposed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The concern is based 
on the fact that various perspectives and theories exist about the notion of 'citizens.'The word 'human' in human rights refers to 
the characteristic of people as opposed to God. Adam, the name of the first man in Christianity, was originallya common noun 
meaning 'man' living on the ground.Adam meant every human being on Earth irrespective of his/her race, state, gender, status, 
occupation or social standing.On the other hand, citizens have referred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from ancient times to today. 
Nationals, community civics, people and residents are also more specific than humans, but strictly speaking, citizens are even 
more specific than these words.In ancient Greece, citizens meant people qualified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y did not mean all 
human beings living in a state. The definition remained valid in Ancient Rome, the Middle Ages and even the 18th century. For 
example, Jean-Jacques Rousseau, who was considered to have provided an ideological foundation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French Revolution, pointed out in "the Social Contract" that people were abusing the word 'citizen' without knowing its 
real meaning. He defined people as all involved in the social contract, subjects as the objects of the state (government) created 
through the social contract, and citizens as those that participate in sovereign authority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Rousseau 
divided the people of Switzerland into citizens, the bourgeoisie, inhabitants and indigenous people, and claimed that only citizens 
and the bourgeoisie constituted the republic.

He defined the bourgeoisie as the people living inside city walls; citizensas thosebourgeoisie who participated in the sovereign 
authority of the city;indigenous people as those living outside the city wall or outsiders; and inhabitants (non-citizen residents) as 
those who were licensed to live in the city but not entitled to partake in sovereign authority.If we apply his definition to our nation-
state, the bourgeoisie refers to those who reside in Korea with Korean nationality,and citizens mean Koreans who participate in 
the country's sovereign authority. Inhabitants are foreign nationals who reside in Korea without Korean nationality or Korean 
citizenship. Indigenous people refer to foreign nationalsresiding in Korea for a short period of time.Anyway, it is clear that whether 
in a city or state context, citizens have historically referred to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relevant sovereign authority. Participating 
in sovereign authority has meant carrying out duties in the areas of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Today, all 
public officials - whether those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 constitute sovereign authority. The problem is that if we follow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of citizens, it is hard to draw a line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When we expand the scope of citizenship and define citizens as those with the possibility of carrying out public service and taking 
part in sovereign authority, it will still b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Arguing that democracy has 
never existed in the ideal system wherein the governing and the governed are the same, Rousseau presented the republic as a 
mixed political system that could best reconcile people, subjects and citizens, and put forward the 'circulation' theory claiming 
that human beings live as people and subjects; become citizens when they take charge of public affairs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and return to their original status as people and subjects when they are done with their public service. He did not see 
citizenship as individuals' inherent status granted by their birth, birthplace or residence. He saw it as the role of participating in 
sovereign authority. Rousseau broadened the scope of citizenship as a flexible and potential concept. As you know, the recognition 
of citizenshipas a potential position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fact that citizens' rights together with the subjects of rights have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citizenship as a political right h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the right to carrying out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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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nd casting votes in elections but also all the activities that affect decisions on laws and policies. The subjects of rights 
have also extended from men to slaves, women and immigrants. For this reason, even if citizensare regarded as the subjects of 
citizenship righ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citizens participate in sovereign authority, and so it is not reasonable enough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as targets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citizens and civil servants ends up dividing people into incumbent civil servants and the other citizenship 
bearers. While the distinction is not totally unreasonable, there still remain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different curricula in the sense that incumbent public officials are citizenship holders while other citizenship holders have the 
potential to take charge of public affairs, too. 'Human rights education'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it is for all people. Only then 
can we select 'standard contents' that apply to everyone. On the other hand, if we choose contents that are only applicable to 
incumbent public officials, the contents will inevitably be 'limited,' and therefore they will hardly deserve to be called 'standards.' 
We also feared that if we adopt limited contents as standards, we cannot guarantee against an array of distortions of facts or 
prejudices about viewpoints and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It turned out that such anxieties and worries of our research group were shared by others, too. Similar issues were raisedbyour 
research group's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a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Subcommittee of the Seoul Human 
Rights Committee. Additionally, as shown in Table 2, surveys were carried out on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civil servants 
and ordinary citizens and the demand of the two groups of peopl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survey results did not 
produce any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differ for the two groups. For public 
officials' input, our research group used the results of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4 
in which 1,100 officials responded. For citizens' input, we used the results of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0 citizens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occupations, etc. To sum up, civil servants ask that "authoritative human rights lecturers interestingly and 
easily teach them a great deal within a short amount of time" while citizens request that "they learn about human rights more 
extensively, more intensively, more easily and more interestingly" even if they are receiv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first 
time.The two groups concurred on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expectations of education methods. The only 
outstand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the fact that public officials preferred "shorter" periods of education time. In other 
words, respondents were more interested in 'presentation' than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seen in <Table 2>, public officials showed keener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as human beings rather than as 
public servants. Their representative input includestheir feeling that it is their human rights that are being violated more frequently 
in conflict/confrontation with citizens; emotional inconvenience due to thenegative image of public officials;obligations to be 
kind to even bad-mannered citizens; and desire to be protected as the weak. Other notable input of public officials includes 
conflicts with public officials of other departments, closed systems in organizations, a male-dominated culture, and a human rights 
environment large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 heads.

After a series of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sessions, our research group decided that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the same for any group of people. The reason is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be protected, whether on or off duty, by 
universal human rights principles and regulations. Therefore, we reached a positive answer about the first question - "Could there 
be such a thing as standard lectures in human rights education?"

Regarding the third question - "If it makes sense to distinguish education targets and contents in human rights education, what 
criteria should we apply to the distinction?" - we reached consensu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Our agreement is that while 
education targets can be divided, it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to present different education contents depending on 
education targets. The remaining task was to determine what criteria to apply to the final adjustment of curricula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target groups. Our research group decided to pay attention to Felisa Tibbitts' human rights 
education model.

Stressing that human rights advocacy education is necessary to realize human rights, she has presented three education goals 
such as fostering and enhancing leadership, coalition and alliance development, and personal empowerment. She has put forth 
three practical human rights education models. As shown in <Table 3>, her education models are: the value and awareness model, 
the accountability model, and the transformational model.

After careful deliberation, our research group decided to adopt the value recognition model to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tizens 
and the accountability model to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We redefined the three human rights education goals 
presented by Felisa Tibbitts - fostering and enhancing leadership, coalition and alliance development, and personal empowerment 
- as human rights sensitivity, human rights knowledge, and human rights competence. We determined to focus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knowledge for citizens while concentrating on human rights knowledge and human rights 
competence for public officials.Let me make it very clear that the aforementioned difference in the focus of educational goals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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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mean that the remaining goal was dismissed or neglected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either citizens or public officials. 

Next, the question of what is most ideal in the specific arrangement of the same educational contents according to different 
education models has yet to be answered possibly over a longperiod of time. Another issue that took us quite some time to solve 
was what to do about the selection of cases to use in class as well as teaching methods. Our decision was differentiation. For citizens, 
we have selected examples that everyone can encounterin everyday life as well as importantinternational issues to expand their 
human rights knowledge and boost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We have chosen teaching methods that cherish discussions 
and activities.For civil servants, we have selected judicial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cases to enhance their accountability 
through robust human rights knowledge and human rights competence. We have chosen teaching methods that place focus on 
discussions and problem-solving. 

Under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and directions, we have compiled data and cases, and published a total of human rights books 
and DBs - two teacher's manuals and two student workbooks for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respectively. Some of you might have 
already seen the human rights textbooks. Please note that you have seen just two books for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because 
each of the two books contains both the teacher's manual and the student workbook for one of the two education target groups. 
We have published teacher's manuals and student workbooks separately in an effort to boost the education effects through 
students' enhanced concentration, fun and activities on the basis of cooperative learning instead of one-way lecturing.One of the 
main motivations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order the develop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Human Rights 
Education Standards" was to keep the qua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constant regardless of who instructors were.

The situation implies that the education effects and evaluation can differ seriously depending on instructors, instead of students, 
by their approach to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ir specific teaching methods.Some of our researchers previously participated 
in another research project - How to train human rights educators effectively? -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Frankly, 
some applicant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eoul need to be trained for an extended period together with lots of soul-searching 
to do away with their stereotypes and prejudices and learn a lot about conversational methods and emotional control. Most of the 
applicants for human rights teacherpositions interviewed by our researchers requested a lot including the high-level but easily 
explained educational contents, examples, DBs and syllabuses in the textbooks in addition to PowerPoint slides, videos and their 
explanations in the forms that can be used in classrooms right away. After the interviews, our researchers concurred that the 
applicants were too passive about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education. It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think about reality 
once again: It is hard to meet existing or potential human rights instructors who are equipped with balanced perspectives, diverse 
and profound knowledge, and a variety of pedagogic methods which enable them to elaborate on even the latest human rights 
theories comfortably.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have published separate educational 
materials for instructors and students. We have prepared a compact version of the student workbook while presenting teacher's 
manuals with standard instructional contents,including abundant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human rights and diverse 
human rights teaching methods. The reason was that instead of directly helping instructors with their lectures, we wanted the 
instructors to study a lot about human rights themselves as well as relevant teaching methods. 

Usually, new publications are criticized more often than they get complimented. We know that our publications are far from 
perfection. Still, we can assure you that we did our best within the given timeframe. I am not sure how fully the publications will 
be studied and used by instructors on the ground. However, let me emphasize the fact that before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 particularly the latter group - it is critical to train human rights educators equipped with 
excellent qualities. I will conclude my presentation with a hope that serious discussions will be heldin the near futureabout how 
we can train highly qualified human rights educato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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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Curricula for Human Rights Education 

Subject Chapter Chapter Contents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The Concept and History of 
Human Rights 

•The concept and history of human rights 

•Controversies over the origin and nature of human rights 

Civil/Political Rights

•The concept and history of citizen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civil right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rights 

Economic/Social/
Cultural Right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social rights)

•The 21st century and the future of social authority

•Realization of social authority and the social environment

Human Rights Culture 

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 
•The tension between equality and diversity 

•Diversity and prejudices 

•Equality-oriented thinking and attitudes 

Conflicts over Human Rights 
•Conflicts of individuals' rights 

•Conflicts of righ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Settlement and remedy of conflicts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the State's 
responsibilities 

•The state as an actor 

•The state as a human rights violator and protector 

•A state's responsibilities

•Human policies and politics 

Human Rights-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ights-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ights as a mainstream issue at the policy-setting stag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uman Rights 

•The reality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relationship amo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uman Rights Education 

Purposes of Human Rights 
Education 

•Defin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human rights culture, human rights 
implementation 

•Human rights policies and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s

•Understanding of teaching-learning processes 

•Class and class plans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s 

Textbook Composition and 
Utilization 

•Textbook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Textbook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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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urveys o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Targets and Education Demand

Public Officials (2014 an online survey, 1,100 respondents)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They think that they are in conflict/confrontation with citizens and that their human rights as citizens are being violated.
 - They feel uncomfortable with citizens' negative image of public officials.
 - They request that they be protected as the weak. 

○ Department characteristics 
 -  They suffer conflicts with public officials of other departments and they feel uncomfortable about their obligation to be kind to ill-intentioned citizens asking 

for public service. 
 - They suffer from closed systems in organizations, a male-dominated culture, and the human rights atmosphere prevailed by department heads.

○ Approval of human rights education: over 92% (very much + a little)

○  Prefer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teaching methods: equal preference (lectures, participation, hands-on experiences, and mixed types) with hands-on 
experiences leading the pack (23.5%) 

○ Prefer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hours: 3-4 hours (35.57%), 2 hours to one day (30%) 

○ the 2014 plan: 4 hours for intensive groups, 2 hours for ordinary groups 

○ Level of human rights education: case studies and field application (34%) + mixture (theories + case studies) = 74%

○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different areas (women, the disabled, children and adolescents): 81% were in favor of integrated 
(one-day) education: in terms of education formats, one-day education at Seou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55%) and one-day education at private 
organizations (43%) 

○ Top priorities in the 2014 human rights education: interesting class (29%), highly qualified instructors (21%),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work (19%)

○  Desired education areas and content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desired case-centered lectures on human rights so that trainees could apply their learning 
to their actual work, followed by participatory education and hands-on experience education. 

 -  Some requested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and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asking for public service. 

 -  Others raised the problem of educational contents becoming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instructors. Some ask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be 
expanded to include the issues of women, the disabled, sexual minority, children and adolescents. 

Ordinary citizens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s, FGI: 10 respondents)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They see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eans of remedy for violations committed by the state or other individuals.
- Their main interest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ir own rights.
- They possess a high level of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 Vocational characteristics 
- They a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tection at workplaces. 
- Experienced instructors are in possession of a wide range of educational contents.

○ Common items for the education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 The necessity to produce education standards 
 - The necessity to divide education targets by area (occupation, gender, environment)
 - Maximiz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and citizens (entitlement)
 - The need to produce guidelines for educational materials for teachers and students, respectively
 - Preference of a short education period (one day or a few hours) (except for instructor training)
 - The need to explain terms and actual human rights cases (YouTube, online contents, videos) 

○ Differences in the education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 For those without experiences in human rights education 
 - Easily with a combination of introduction, plenty of cases (analysis) and Q&A (e.g. webtoons)
 - Increased fun and interest through education focused on discussion,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 Need to prevent infringement by those working in human rights sites (caregivers, social welfare workers)
* For those with experiences in human rights education 
 - There are plenty of human rights-related materials available. The important thing is for the instructor to study them and utilize them effectively.
 - Public officials must receive tailored education for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 Feedback is desired.
 - Need to publish a user guide of education standards
 - Need to differ the capabilities to study educational materials and present them in class 
 - Need to prepare user guide for student workbooks a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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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elisa Tibbitts' Human Rights Education Models 

Model /
Description 

Value and Awareness Model Accountability Model Transformational Model 

Targets The public, students

Human rights advocates, groups of 
professionals related to the vulnerable, 

public officials, medical doctors, 
journalists

The vulnerable, victims, those with 
conflict experiences

Approaches Philosophical & historical approaches Legal & political approaches Psychological & sociological 
approaches 

Methods Regular education and public 
campaigns 

Training & networking Unofficial & atypical public education 
and self-help

Topics 

The contents and human rights 
literature (lists) and history,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s, global 
human rights issues, etc.

Monitoring procedures, legal 
precedents, ethical codes, media 
handling, public awareness, etc. 

Female and community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s minority rights

Strategies

Socialization, formation of cultural 
bond, creation of expectations about 
social changes, legislation of human 

rights structures

Human rights laws and regulations 
as vehicles for social justice and 

changes; leadership promotion and 
enhancement; increased alliance 

within groups of professionals and 
targeted people 

Enhancement of individuals' 
competence that can lead to 

change-oriented actions, cultivation 
of advocates and leadership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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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과정의 고려사항과 함의 

           오수웅

(숙명여자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저의 연구진이 표준강의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고민들을 모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

지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을 교육함에 있어 표준강의란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둘째, 표준강의안을 개발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등 교육의 대상을 구분하고 구별되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셋째, 대상과 내용을 구분하는 것

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표준강의안을 개발하게 된 동기라 할 수 있는 강사에 따라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 지

엽적인 문제일수도 있는 교육시간과 일정,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 등도 저희 연구진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

제 중 몇몇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고민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고민 중 첫째, 인권교육에 있어 표준강의란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은 인권의 개념과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

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문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게 사랑

이란 또 문화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서 정의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

시 저의 의견일 뿐 합의된 정의나 진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권, human rights 개념도 학자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강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다양한 정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

념정의는 일정한 관점 또는 이론을 전제하기 마련이므로, 특정한 개념을 선택하는 순간 인권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과 이론이 다

른 관점과 이론에 비해 보다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또 인권 자체의 진리에 보다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최

근 국정역사교과서, 문화계블랙리스트, 80년 518 광주 항쟁이 폭동이냐 민주화운동이냐의 논란이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전제하고 

있으며, 특정한 관점과 이론을 공유한 사회적 집단들 간의 알력 또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 위에서 그것이 국가에 대한 투쟁의 산물로 보거나 국가가 베푼 시혜로 보거나, 또 자

연과 개인의 관계에서 자연이 부여한 것이냐 자연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신과 개인의 관계에서 신이 허락한 것이냐, 개인과 개인

의 합의의 산물이냐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모두 특정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왕이나 황제와 국가를 

동일시하던 시기에 인권은 투쟁 또는 시혜의 산물로 이해되었고, 중세에서는 신의 은혜로, 근대에는 신과 자연의 동일화가 이루어

지면서 자연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동시에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개인 간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되었습니다. 인권을 말할 때 흔히 

수반되는 천부인권,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권리 등의 말들은 자연이 부여한 권리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며, 기본권, 시민권, 상대적이고 법적인 권리 등의 말은 합의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은 오늘날에도 인권이론이나 인권철학에서 여전히 논쟁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적인 인권 또

는 인권법과 국내적인 기본권, 법률이 서로 상충할 때 이런 논쟁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물론 소위 인권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인권을 자연권이자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해하고,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인권, 인권법을 보편적인 자연

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의 산물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세계국가들로부터 서양의 역사적 산물일 뿐이라는 비

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널리 수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에서 저희 연구진은 “인권의 개념과 역사”라는 장에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다른 관점들을 

소개하여 균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특정한 관점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권리를 가리키는 right의 

기원과 어원이 정의(올바름), 공정성의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의 ‘디카이오’이며 그 본질을 인간 영혼의 능력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권은 ‘인간의 정의’(human justice), 또는 인간의 올바름 다른 말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 주목

하고,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인권교육의 목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정의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내용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인권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법적 접근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제

적 접근 역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면, 인간

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그동안 과도하게 대표되어왔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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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국제 등의 접근을 두루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인권의 

개념과 발달, 권리목록과 해설을 담은 인권개요, 일상생활의 인권상황과 침해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인권문화론, 인권과 국가의 관

계를 다루는 인권정치론, 개인 및 국가 간의 인권이슈와 협력을 다루는 국제인권론,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적, 내용의 선정, 

교수법 등을 다루는 인권교육론으로 대별하고 <표 1>과 같이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표준강의안을 개발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등 교육의 대상을 구분하고 구별되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

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민 역시 시민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Human 

rights의 human은 어원상, 하늘이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최초의 사람인 Adam

이란 이름도 원래는 땅에 사는 사람을 두루 가리키는 보통명사였습니다. 인종, 국가, 성별, 상태, 직업이나 지위 등에 대한 구별 없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민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집단을 가

리키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국민, 공민, 인민, 주민도 마찬가지로 human에 비해 구체적인 말입니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시민은 

이런 말보다도 더 구체적인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국가에 사는 모

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시대에도, 중세에도, 18세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인

권, 프랑스 혁명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받은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시민이란 말의 뜻도 모른 채 남

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를 모두 가리킬 때 인민,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국가(정부)의 객체가 될 때 신민, 그러

나 사회계약에 따라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때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루소는 스위스의 인민을 시민, 부르주아, 거

주민, 원주민으로 구분하면서, 공화국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시민과 부르주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는 도시의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며 시민은 부르주아 중에서 도시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

키고, 원주민은 도시의 성곽 밖에 사는 사람이나 외지인을 가리키며, 그런 사람 중에서 행정관의 허가를 받아 도시에 거주하는 것

을 허가받았지만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거주민입니다. 이런 구분을 국가로 확장할 때, 부르주아는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시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 됩

니다. 거주민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적과 시민권을 얻지 못한 외국국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며, 원주민

은 단기 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소유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정치체를 도시로 하건 국가로 

하건 시민은 해당 정치체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적 권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 사

법, 행정의 공무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견주면,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

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시민과 공무원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를 담임할 가능성,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개념을 정의할 때에도 시민과 공무원을 

구분하는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루소도,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이상적인 체제는 존재했던 적

이 없으므로, 인민, 신민, 시민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일치시킬 수 있는 혼합정체로서 공화정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은 인민이자 신

민으로 삶을 살다가, 기회가 있고 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때 공무를 담당함으로써 시민이 될 수 있고, 공무가 끝나면 원래의 지위인 

인민이자 신민으로 돌아간다는 ‘순환’구상을 내어놓음으로써, 시민을 출신, 태생, 거주지 등을 근거로 해서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명

칭이 아니라, 주권적 권위에 참여한다는 역할로 규정한, 유연하고도 잠재적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

시피, 시민을 잠재적 지위로 간주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향유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리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어온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로서 시민권의 획득은 작게는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향유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법과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로 확대되었고, 권리주체의 범위도 남성에서 노예, 여성, 이민자 등에게로 확대되어왔습니

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을 시민권의 권리주체로 간주하더라도 주권적 권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대상으로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의 타당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현직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시민권의 담지자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

능할 수는 있지만, 현직 공무원도 시민권의 담지자이자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이고, 시민권의 담지자도 공무를 담당할 잠재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란 말 자체에는 이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 또 그래야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표준적인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반면, 현직공무원에게 부합하도록 선별한다면 ‘한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표준이라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정적인 내용을 표준으로 삼을 때 인권의식, 관점 등에서의 또 다른 왜곡 또는 편견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깔려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은 저희 연구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국내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 회의에서도, 또 서울시청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소위원회에서도 대체로 같은 고민과 걱정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표 2>와 같이,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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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특성 및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도, 인권교육의 내용을 달리 선정할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서울시가 2014년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0명의 응답결과를 정리하여 사용했으며, 시

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저희 연구진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해 얻은 면담내용

을 정리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교육에 대해 공무원의 요구는 “인권에 권위 있는 강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재미있

고 쉽게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약할 수 있고, 시민의 요구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보다 많이, 보다 깊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식에 대한 기대가 일치한 반면, 시민에 비해 공

무원은 “짧은 시간”의 교육시간을 선호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었습니다. 즉 응답자들은 인권교육의 ‘내용’보다는 ‘방식’에 더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표 2>의 공무원의 응답은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더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 갈등/대립관계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불편함, 악성민원자에 대해 친절해야 하는 애로사항, 그래서 약자로서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 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타부서 직원과 마찰, 닫힌 조직구조, 남성위주 문화, 부서장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인권환경 등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자문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희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내용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해야 가야한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도 공무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또는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편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간

주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의 결과인 인권의 개념과 표준강의안에 대한 균형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민, 대상과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선 고민의 결과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셈입니다. 대상의 구분은 가능하나 내용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동일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상의 특성에 맞게 풀어낼 것인가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에서는 티빗츠

(Felisa Tibbitts)의 인권교육 모델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티빗츠는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옹호하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목표로서 리더십의 촉진과 고

양(fostering and enhancing leadership),  연합과 연대의 증진(coalition and alliance development), 개인의 역량강화(personal 

empowerment)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실제로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델은 <표 3>과 같이, 

첫째 가치인식 모델(value and awareness model), 둘째 책무성 모델(accountability model), 셋째, 전환 모델(transformational 

model)입니다. 

티빗츠의 이런 구분에 따라, 저희 연구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는 가치인식 모델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책무성 모델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빗츠가 제시한 세 가지 교육목표, 즉 리더십의 촉진과 고양, 연합과 연대의 

증진, 개인의 역량강화는 인권감수성, 인권지식, 인권역량으로 재규정하고, 시민에게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지식에 초점을, 공무원에

게는 인권지식과 인권역량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지 다른 교육목표를 배제

하거나 등한시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교육내용을 달리 적용한 모델에 따라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하는 고민은 과제를 마친 현재도 아

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역시 고민을 거듭했지만 과제수행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사례와 교수법을 차별화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인권지식과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와 국제적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담고, 토론과 활동위주의 교수법을 적용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인권지식과 인권역량을 제고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례 및 행정사례들을 담고, 토론 및 문제해결 위주의 교수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민과 결정에 따라 원고를 집필하고 사례와 자료들을 모아서 구성해낸 것이, 강사용지도서 시민용, 공무원용 2편과 

교육생용 활동지 시민용, 공무원용 2편, 총 4편의 인권교재와 DB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인권교재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인권교재는 강사용과 교육생용이 합본된 시민편과 공무원편일 것입니다. 강사용과 교육생용을 구별한 

것은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상호협력적인 수업이 되도록 유도하여 수업집중도, 재미와 활동성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효과

를 배가시키기 위한 안배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을 발주하게 된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강사가 

다르더라도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생보다도 강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강의하느냐, 다시 말해 강사의 자질에 따라 교육의 효과와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희 연구진의 일부가 서울시에서 발주한 또 다른 용역과제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202ㅣ

General Session 3 / 일반 세션 3

도 했습니다만, 인권강사가 되겠다고 참여한 분들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변화시키고 대화법, 

감정조절 등을 체득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기간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 요구되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또 저희 연구진이 면담

한 인권강사 대부분은 수준 높은 그러나 쉽게 설명된 내용, 사례, DB, 강의안 등을 모두 교재에 담고, 또 강의안을 그대로 수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ppt자료, 영상 등과 각각에 대한 부연설명도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저희 연구진은 다들 손안대

고 코풀려고 한다, 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가볍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균형 잡힌 관점, 최근의 인권이론까지

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 체화된 다양한 교수법을 가진 강사를 만나거나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사용과 교육생용으로 나눈 것은 서울시의 요청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생용 활동지를 필요최

소한의 내용과 여백으로 구성하고, 강사용지도서를 보다 풍부한 지식과 정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표준강의안을 담은 것은, 강

사의 강의를 도와주기 보다는 먼저 강사로 하여금 지식과 교수법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저희 연구진의 의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책을 내고 나면 칭찬보다는 비판이 앞서는 것인 현실입니다. 저희 연구진이 내어놓은 교재가 완벽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강사들이 교재를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활용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인권교육의 대상을 공무원은 물론 시민으로 확대하기 전에, 반드시 좋은 자질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담당할 강사양성을 위해 앞으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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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과목명 단원명 단원내용

인권개요 인권의 개념과 역사 ● 인권개념과 역사

● 인권의 기원, 성격 논쟁

시민ㆍ정치적 권리 ● 시민의 개념과 역사

● 시민적 권리의 내용과 특성

● 정치적 권리의 내용과 특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사회권)의 내용과 특성

● 21세기와 사회권의 미래

● 사회권의 실현과 사회 환경

인권문화론 차이와 차별 ● 평등과 다양성의 긴장

● 다양성과 편견

● 평등 지향적 사고와 자세

인권의 갈등 ● 개인 간의 권리충돌

● 개인-국가 간 권리충돌

● 갈등의 해결과 구제

인권정치론 인권과 국가의 책무 ● 행위주체로서 국가

● 인권가해자 및 보호자로서 국가

● 국가의 책무

● 인권정책과 정치

인권과 국가의 책무 ● 인권중심의 행정

● 정책수립단계의 인권 주류화

● 정책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인권론 국제관계와 인권 ● 국제사회의 인권현실

●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 개발협력의 전략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인권, 민주주의, 국제협력의 관계

인권교육론 인권교육의 목적 ● 인권교육의 정의

● 인권감수성, 인권문화, 인권실천

● 인권정책과 교육

인권교육방법 ● 인권교육의 정의

● 인권감수성, 인권문화, 인권실천

● 인권정책과 교육

교재의 구성과 활용 ● 교재의 구성과 특징

● 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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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대상별 특성 및 수요조사 요약

공무원 (2014 온라인설문조사, 응답 1,100명)

○ 심리적 특성: 

 - 시민과 갈등/대립관계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          

 - 시민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불편함         

 - 약자로서의 공무원도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

○ 부서별 특성: 

 - 타부서 직원과 마찰, 악성민원자에 대해 친절해야 하는 애로사항

 - 닫힌 조직구조, 남성위주 문화, 부서장에 의해 좌우되는 분위기

○ 인권교육 공감도: 매우 공감+조금 공감 = 92% 이상

○ 인권교육 수업방식 선호도: 고른 선호도(강의, 참여, 경험, 혼합식), 1위는 경험식 수업방식(23.5%) 

○ 인권교육 적정시간: 3~4시간 교육(35.57%)이 1위, 2시간- 1일 교육도 30% 초과 ※ 2014년도 계획: 중점그룹 4시간, 일반그룹 2시간

○ 인권교육 수준: 사례분석실무응용(34%) + 혼합(이론+사례분석) = 74%

○  인권일반론과 분야별 인권교육(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81%가 통합(1일) 교육에 찬성, 교육형태는 인재개발원 1일교육(55%)과 민간업체 1일교육

(43%)을 선호

○ 2014년 인권교육에서 우선 고려할 사항: 재미있는 강의(29%), 수준 높은 강사(21%), 업무와 관련된 교육내용(19%) 

○  교육 희망분야 및 내용: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참여식 교육과 

체험식 교육에 대한 요구도 다수

 - 공무원 상하직급간의 인권문제 등 내부 인권과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도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 강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의견

일반시민 (인권교육 경험 유무, FGI, 응답 10명)

○ 심리적 특성: 

- 인권교육을 국가나 타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의 수단으로 인식

-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관심

- 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 함양 

○ 직업적 특성: 

- 작업장에서 사인 간의 침해와 보호에 관심

- 강사 경험이 있는 경우 많은 교육콘텐츠의 확보 

○ 공통

 - 표준강의안 제작의 필요성 공감

 - 공무원/일반시민 대상을 영역별(직업, 성별, 환경)로 구분할 필요

 - 공무원(책무성)과 일반시민(권리성) 교육의 차별성 극대화

 - 강사용, 교육생용에 활용 가이드 필요

 - 짧은 교육기간(1일, 또는 몇 시간)을 선호(강사교육은 별도)

 - 용어, 사례(유투브, 온라인콘텐츠, 동영상)를 쉽게 풀어서 설명

○ 차이

* 인권교육 무경험

 - 개론 + 많은 사례(분석) + Q&A의 방식으로 쉽게(ex. 웹툰) 

 - 토론, 참여, 체험식의 교육으로 재미와 관심을 높이도록

 - 인권현장 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침해방지 필요

* 인권교육 경험

 - 인권관련 자료 많으나 강사가 얼마나 학습하고 풀어내느냐가 관건

 - 공무원: 시민교육+공무원교육을 받아야

 - 피드백이 있으면 좋을 것

 - 표준강의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활용 설명서 필요

 - 교재를 학습하는 것과 강의하는 역량은 별개

 - 교육생용 활동지, DB 활용 가이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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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elisa Tibbitts의 인권교육 모델 

모델 /
구분

가치인식 모델 책무성 모델 전환 모델

대상 일반대중, 학생 인권활동가, 사회취약층 관련 전문가집
단, 공무원, 의사, 언론

사회취약층, 피해자, 갈등경험집단들

접근 철학적-역사적 접근 법적-정치적 접근 심리적-사회학적 접근

수단 정규교육 및 
대중 캠페인

훈련 및 네트워킹 비공식적, 비정형적 대중교육 및 자기
구제

토픽 인권문헌(목록)의 내용과 역사, 국제사
법제도, 지구적 인권이슈 등

모니터링절차, 판례, 윤리규범, 언론처
리, 대중인식 등 

여성, 공동체의 발전, 경제발전 과 소수
자의 권리로서 인권

전략 사회화, 문화적 공감대 형성, 사회변화
에 대한 기대감 조성, 인권구조의 법

제화

사회정의와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
권법과 규범, 리더십의 촉진 및 강화, 

전문가 및 대상 집단 내부의 연대 증진

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이끌 수 있는 
개인의 역량강화, 활동가 양성, 리더

십 개발



Kim Cheol-Hong (Director,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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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eol-Hong is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 has institution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in various sectors of the society and developed broad materials and programs for human rights education by serving as Officer of Human Rights Education, 

Director of the School Education Team and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Department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ince 2002. He 

was a member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Deliberation Counci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n advisor for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of Gyeonggi Province t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official educational curriculum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He is Vice Chairman of KHLEA 

and Director of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He is also an active poet who started his literary career by being selected by "Poetry and the World" in 2013 

and published "Lines, Colors and Angles" in 2015. His research articles and publications include "Development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and Local 

Elites (co-author, Saegil, 1995)," "Development of the Modern Politics of Korea and Donghak (co-author, Parkyoungsa, 1997)," "Human Rights and Welfare (co-author, 

Gwangju University Press, 2014)," "The Statu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Human Rights Education of the Military Forces,"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of Korean Public Officials" and "Principles and Methods of Human Rights Education."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으로, 200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담당관, 학교교육팀장, 인권교육과장 등을 거치면서 우리사회 각 영역에 인권교육을 제

도화하고 다양한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해 ‘교육부 교육과정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등을 엮임하였고, 현재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아동권리학회 이사’로 활동 중다. 특히, 2013년 <시와세계

>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시집 『선과 색 그리고 각』(2015)을 출판하는 등 시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저서와 논문으로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엘리트』(공저, 새길, 1995), 

『현대 한국정치의 전개와 동학』(공저, 박영사, 1997), 『 인권과 복지』(공저, 광주대출판부, 2014), “군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공무원 인권교육현황과 과제”, “인권교

육원칙과 방법”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Presentation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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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Measures Through Provincial/Metropolitan Human Rights Council

Kim Cheol-hong

(head of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Introduction: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its 「Human Rights, a New Promise」, the United Nations sai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tself is a right. Demanding ignorance 
about human rights or leaving ignorance of human rights unattended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a cornerstone for 
human rights and freedom.” Traversing from Seoul to other regions across the country, the cornerstone of human rights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human rights mainstreaming. The traversing of the cornerstone started 7-8 years ago when Human Rights 
Ordinances were enacted. As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enacted the Ordinanc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of their residents were intensified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became a mandatory 
training course, fostering a human rights-friendly local culture. This is quite encouraging for human rights mainstreaming as human 
rights orientation switches from central government-centered to local government-centered, a phenomenon termed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civil servants started with a program of workplace lecture on 
human rights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education was incorporated into 
"Public Employee Education & Training Instruction" of the Central Personnel Commission in 2007 (incorporation into 2-week or 
longer training curricula for public employees). Accordingly a lectured class opened in public employe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starting to institutionalize human rights education. 

Evolutionary growth of human rights education followed chronologically afterwards, localizing and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education: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education to "Public Employee Education & Training Instruction"1); opening of 
"human rights subject" in local autonomy civil servant training centers (2008-2012); opening of human rights courses (Jeju, North 
Chungcheong, Gwangju, Busan, South Jeolla, 2008-2012); and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Gwangju (Nov. 2009), South 
Gyeongsang (March 2010), North Jeolla (July 2010), Education Office of Gyeonggi-do (Oct. 2010), Busan/Ulsan/Daejeon/South 
Chungcheong/South Jeolla (2012), Gyeonggi/Gangwon/North Chungcheong/North Gyeongsang (2013), Daegu/Sejong (2014), 
Jeju (2015)].    

Besides, human right-related ordinances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have been enacted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to civil servants and public sector employees: ① ordinance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them (a total of 100: 14 provinces and cities; 86 municipalities);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12: 7 provinces/metropolitan cities, 5 municipalities); 　 ordinance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hildren) (5: on students, Education Offices of Gyeonggi/Gwangju/Seoul/North Jeolla; on children/
teenagers, Seoul City); ③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foreigners (7: Gyeonggi, Jeju, Songpa-gu in Seoul, Nam-
gu in Gwangju, Gwangsan-gu in Gwangju, Mokpo, Ansan); ④ ordinance on teen labor human rights (10: Seoul, Gwangju, Gyeonggi, 
South Jeolla, Anyang, Seongnam, Ansan, Gimpo, Wonju, Mokpo); ordinance on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2: Education Offices 
of Gyeonggi and Daejeon).

Although human rights education became compulsory according human rights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education on human rights is not necessarily being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s. Even if education is provided in the 
name of human rights education, many do not meet the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title, human rights, and many fail to deliver 
the education effectively. An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cooperation network is needed for local governments to 
effectively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ordinance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education principles, 
while avoiding nominally filling required hours.

Human rights ordinances recently enacted prescribes that "when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 may cooperate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pressing a high expectation 
of the Commission. In order to meet the expectation and ease concerns of stakehold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ll have to make extra efforts. Article 26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requires human rights for 
"public employees" including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of national institutions (legislative, judiciary, and administrative), local 
authorities, public corporations/institutions, etc. The Commission, therefore, must play a catalyst role more actively in facilita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our society. The Commission will have to take the lead in both "localiz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nationalizing human rights education," making an effort to foster human rights education across the region as well as across the 
nation. After analyzing human rights contents described in recent human rights ordinances and studying challenges, I propos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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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method of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2.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future challenges 

Analysis of contents in human rights ordinances find that primary targets of human rights educations include more than ① 
civil servants and public employees: ② public institution members (public corporations and complex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③ employees of in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pervised by mayors and governors; ④ employees of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in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financed and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and ⑤ members of human 
rights-related institutions. Each local autonomy is required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once or twice a year to primary 
targets. Some local authorities do not define the number of education per year, but most provide at least once, and others like 
Gwangju Metropolitan City, at least twice a year.

If local governments define and require the number of human rights education per year in their ordinance, specific plans must 
also be developed, including the number of hours per class and how it will be provided. Education plans must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employees enrolled in in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pervised by local authorities, of their 
nature of work, and of their human rights concerns in relation to their services. 

Besides, each local autonomy prescribes what i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① encourage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at business sites and/or private organizations; ② development of reference materials; ③ fostering and 
supporting lecturers and trainers; ④ creation and ope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and ⑤ other items need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is testifies to local authoritie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materials and cultivation 
of human rights trainers, reflecting the specific needs of local communities. I hope the commitment will be fulfilled, provided that 
redundant and overlapping investments among the central and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are avoided. 

Also prescribed in ordinances is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educators' council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plan to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in partnership with local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not 
at the sole initiative of local authorities, is encouraging. Some autonomies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Ulsan stipulate that "when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the local government may cooperate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dicating cooperations including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civil servants, supporting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nd teacher training, and operating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Tapping into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of the Commiss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reduce trials and errors in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terestingly, some local governments prescribe consultation with (Busan)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regarding students' 
human rights education PR, public hear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eminar and research commissioning to expert 
institutions (Busan), and provision of materials and lecturer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t business sites (Haeundae-gu, Busan; 
Buk-gu, Busan). Furthermore, they prescribe that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be implemented at business 
sites and/or private organizations," requiring "encouraging"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here. This is a measure to ensure 
independence of private sector. How to encourage is something that needs more thinking and follow-up measures.

Pursuant to the human rights ordinances, human rights education is being provided actively to civil servants in Provinces of South 
Chungcheong, North Jeolla, Gyeonggi, as well as in early adopters such as Seoul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contrast, there 
are some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being unable to follow through required provisions of their ordinances. They need to 
come by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s first fo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I believe. 

Those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that are currently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need to 
enhance the quality to meet education targets, as well as expand quantity and comply with principles of human rights education. 
Most frequent forms of education are special lectures in the presence of large audience, which result in less education effects than 
desired with fewer number of hours than needed. Being a required training course, the education fail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eeting targets. Preoccupied with the number of training and students per given period, they set the number itself as targets. 
Quantity-based human rights edu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has to be reconsidered. The needs for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dentified, and targets specified in compliance with UN-suggested human rights education principles. Qualitative 
human rights education improvement is needed, including limiting class hours to two hours for a one-time event and reducing 
the number of one-way special lecture with an audience size of larger than 100 students.   

To break away from special lecture-oriented human rights education an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human rights education, 
a long-term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 from employment to retirement should be designed; human rights educati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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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set in terms of job classes (senior manager, medium level manager, low level manager, working level staff), human rights 
subjects, and duty cycles; and education programs must be developed accordingly for a solid education of human rights. In 
addition, an expert human rights lecturer with high human rights sensitivity should be trained and nurtured who understands 
the principle and goal of human rights education; who knows how to run a student-centered participatory program; and who is 
capable of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in classrooms.

Last,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and meet challeng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o ensur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for each target student group, job sector, and human rights subject, a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should be founded. For a consistent consultation and discussion about whom to teach with what, how to train and assign 
competent teachers, and how to establish an education delivery system, a council must be set up and operated. To satisfy with 
world-class human rights education principles such as those of the UN, while maintaining local ident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a cooperativ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hat is charged with human rights education monitoring and mutual cooperation/
support. All in all, a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should be founded and operated to 
share the experiences of local autonom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provide cooperation and support, so that human rights education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policies that realize human rights 
values and to cultivating human rights-friendly administrative culture.   

3.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composition/operation plan

Under the Article 202) and 26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various councils have been formed and operated to 
effectively push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for Homeles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for the Elderly>; <Soldier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and 
<Infants and Young Children'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In 2017,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were newly established to improve and 
enhance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civil servants in local autonomies.

With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councils, Councils convene meetings twice a year in the presence of relevant government 
offices, institutions/associations/organizations, and academic experts and discuss annual education directions/contents and 
pending issues. Human rights education is also provided during the meeting. Each Council addresses: ① human rights basic plan 
in related fields; ② human rights education direction and procedure; ③ human rights lecturer training; ④ human rights contents 
development/distribution and utilization; and ⑤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guideline 
of the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hereinafter, the "Council") is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the Council is: ① collective consult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② establishment of ongo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office) and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③ other consultations on enhancing human rights awareness of 
citizens in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In short, the Council discusses human rights education targets/timing/methods/contents provided in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by building a cooperative network with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to facilitate human rights education amongst 
themselves and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The Council also intend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human rights-friendly bureaucratic 
and local culture by establishing “annual provincial/metropolitan human rights education plan.” In particular, the Council intends 
to overcome the inefficiencies of individual, fragmental human rights educ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thereby coordinate 
human rights education-related policies to create synergy. The Council consults and coordinate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of municipalities, strengthens the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is regard, and reinforces education monitoring functions, 
propagating the human rights education of provincial/metropolitan cities across the nation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education. The Council is formed and operated not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sake of education but to lead it to 
human rights campaign in the local community. 

Second,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are: ①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②work partnership; ③ guidance and support. 
The Council provides consultation/coordination, partnership, and guidance/support for human rights education basic plans/
methodologies/procedures for each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distribution; th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human right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friendly administrative culture. 
Details of the Councils' function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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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

-  Consultation on the propag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s and on its qualitative 
improvement 

- Consultation on qualitativ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s in the precinct.

- Consultation on ways to enhance human rights awareness of provincial and metropolitan citizens in the precinct.

-  Consultation on ways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es of pubic corporations and government-invested 
enterprises in the precinct.

② Work partnership function 

- Joint project exploration and planning regarding human rights education of municipalities.

- Maintain mutual cooperation and stay connected with each institutional contact personnel and related institutions.  

③ Guidance and support function

- Sharing human rights education, domestic/foreign cases, education materials, and support plans, and supporting

-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ation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of local autonomies. 

Third, the Council is comprised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cluding Regional Offices) and 17 Provincial/
Metropolitan Governments.  Provincial/Metropolitan Governments are represented by human rights department heads of each 
autonomy. Human rights education experts (two or three) on public sector from academia are expected to join the Council in the 
future. During the course of founding a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a provincial/metropolitan council 
was given a priority in consideration of impact and size. Establishment of a council for municipalities (smaller than provinces/
metropolitan cities) will be discussed in the Council.  

A managing office of the Council is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Council is chaired, ex officio, by the policy education director of the NHRCK, and the Council's secretariat is head of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of the NHRCK and its staff.  

Fourth, the Council is divided into regular and ad hoc meetings, and the regular meeting of the Council is held twice a year, once in 
the first half and onc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espectively. First meeting (March) focuses on the year's businesses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second meeting (November), the Council discusses the given year's achievements and business plans in the 
following year. Ad hoc meetings may be held at the request of chairperson when pending issues arise.  

The regular meeting is governed by the Human Rights Education Planning Division of the NHRCK. When necessary, the first and 
second meetings may be co-managed by related institutions. Ad hoc meetings are managed by the institution that requests the 
meeting. When convened, the Council should notify its members about the date, venue, and agenda ten days prior to the meeting. 
The Council, in principle, is attended by heads of offices/divisions in charge, and if their presence becomes impossible due to 
unavoidable reasons, a proxy may take part. Between meetings, information is shared among the networked members (member 
organizations) about key businesses, events, education programs, and related materials. 

Fifth,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ject betwe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carried out on a regular annual basis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monitoring (January); human rights educators' 
workshop (March and Nov.: twice a year); human rights ombudsperson workshop for surveyors (May: once a year); human rights 
education lecturer co-pooling; and joint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programs (human rights sensitivity course, human rights 
administrative expert course, human rights educator course). For the first time, a human rights ombudsperson workshop was 
held in Daejeon Regional Office of the Commission on Sep. 20-22 (2 nights 3 days). The workshop was also attended by non-
provincial/metropolitan municipality human rights ombudspersons. Future human rights educators' workshop will be open to 
those municipality officials. Furthermore, the NHRCK will make publications, recommend educators when requested for a special 
lecture on human rights, by which it will serve a catalyst role in supporting and guiding human rights education of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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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osing

Human rights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by the adoption of a class (special lecture) alone. It is becaus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dvocate human rights and the respect for humanity can only be nurtured through the ambience and methodology of 
respecting human rights. A sound human rights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in a workplace culture wher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re ignored or through a lecturer-oriented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not be provided just for the sake 
of education by delivering simple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It should be a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by which human rights education translates into human rights movement. 

Human rights education is being institutionalize in local autonomies. But to achieve proper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a legislation of a human rights act is needed to 
legally require human rights education and systematically enforce it. We need an enactment of law on human rights education 
to build a comprehensive system, under which all of the people will be entitled to human rights education; public institutions' 
obliga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are clearly defined; and voluntary advocacy for human rights education is encouraged and 
promoted in all sectors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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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등 협력방안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1. 들어가는 말 : 인권교육의 지역화·

UN은 「인권, 새로운 약속」에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

체는 인권 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라고 하였다. 인권교육이라는 머릿돌이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권의 주류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머릿돌의 이동은 지금으로부터 7 ~ 8년전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을 하여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

무화하면서 인권친화적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변화를 촉발하였다. 이는 인권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확산하는 ‘인

권의 지역화’ ‘인권교육의 지역화’ 현상으로서 인권의 주류화 기반조성을 위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지자체 행정공무원 인권교육은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에 의해 직장교육의 인권특강으로 시작하였다. 2007년도 중앙인사

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교육으로 인권교육이 반영(2주이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되면서 각 광역지자체 공무

원교육훈련기관에 인권특강 수준으로 과목이 개설되면서 제도적 도입이 시작되었다. 

그 후 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발전은 공무원교육훈련지침내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 반영1) ->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 ‘인권과목’ 

개설(2008~2012) -> 인권과정 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 2008-2012) -> 인권조례 제정[광주(2009.11), 경남(2010.3), 

전북(2010.7.), 경기교육청(2010.10.), 부산, 울산, 대전, 충남, 전남(2012), 경기, 강원, 충북, 경북(2013), 대구, 세종(2014), 제주

(2015) 등]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10 ~현재) 단계를 통하여 인권교육이 지역화 및 제도화 되어 왔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100개 : 시도 14개, 기초 86개)와 발달장애인인권증진조례(12개: 광역 

7, 기초 5) ② 학생(아동)인권조례(5개 : 경기·광주·서울·전북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③ 외국인

인권증진조례(7개: 경기, 제주, 서울송파, 광주남구, 광주광산구, 목포, 안산), ④ 청소년 노동인권(10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안

양, 성남, 안산, 김포, 원주, 목포) 및 노동인권교육조례(2개 : 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등 인권교육이 포함된 인권관련 조례를 제

정하여 관련 공무원 및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인권조례에 의해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실제로 그 규정이 실행되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실시하고 있을지라도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권교육 원칙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각 지자체가 인권조례 규정에 따라 쉽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촉진하고, 인

권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인권교육 원칙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정된 인권조례에서 지자체가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

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더 이상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뼈를 갖

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포함),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등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교육 활성화

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을 지역단위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인권교육

의 지역화’, ‘인권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최근 인권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으로서 광역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권교육관련 조례내용과 향후과제 

인권증진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관련 내용을 분석하면 인권교육의 중점 대상은 ①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②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③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 출연하는)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④ 출연과 재정

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⑤ 인권관련기관 구성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인권교육 중점

대상에게 년1회, 또는 2회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구체적 실시회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회 

이상이고, 광주광역시 등이 2회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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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인권교육 실시횟수를 년1회, 또는 2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면 각 회당 교육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면서 어떻게 실시해

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에서 정한 교육대상, 즉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등의 종사자의 

인원은 몇 명인지, 이들의 업무특성은 어떤지, 업무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공무원 등 지자체 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사업장이나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시행 권장, ② 교재개발, ③ 강사양성·지원, ④ 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 ⑤ 기타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는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인권적 상

황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과 인권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한다. 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과 예산의 중

복 투자되는 것을 예방하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교육 실시를 관주도가 아니라 지역내 전

문가, 관련단체 등과 함께 하겠다는 구상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전남, 울산 등 몇몇 지자체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시행 및 교재개발·강사양성지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등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동안 경험과 전문성 참고하여 시행차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이하게 몇몇 지자체는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홍보 사항 부산교육감과 협의, 연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전문기관

에 조사연구 의뢰(부산), 사업장에서 인권교육 시 필요물품 및 강사지원, 교육 필요예산 지원(부산 해운대구, 부산북구) 등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장이나 민

간단체의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권장’을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한다. 이는 민간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권장을 해야 할지, 권장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권장방안 등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조례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를 선두로 하여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의 광역지자체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

도 있다. 아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의 양적확대와 함께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

고 인권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1회성 인권특강이 많고 그것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인권교육의 효과를 달성하

는 데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인권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교육회수

와 교육인원 충족에 매몰되어 이것들이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교육 실적 쌓기로 인해 인권교육이 형식화되고 있

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왜 인권교육을 하는지 인권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달성할 목표를 명확히 세우면

서 유엔이 제시한 인권교육원칙을 준수하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1회성 2시간이내, 100명이상의 대규모 교육인원 인권

특강을 축소하는 등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인권특강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권교육과정을 설계하

고 이에 입각하여 각 계층별(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초급관리자, 실무담당자 등)·인권주제별·근무주기별 인권교육 목표를 설

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권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의 원칙과 목표를 인식하고 교

육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며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이 진행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인권

전문강사의 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고 각 교육대상별, 각 업무별, 인권주제별 인권효과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누가 할 것인지, 우수한 강사를 어

떻게 양성하여 배치하고, 교육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엔 등 국제적 수준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상호협력·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이 인권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수립과 인권친화적 행정문화를 조성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지원하는 광역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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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법 제20조2)와 제26조에 의거 각 분야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인권교육협의

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군인인권교육협의회>,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장애인인권교육과 지자체공무원 인권교육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와 <광역지자체인권교육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협의회별 차이는 있지만 관련된 정부부처, 기관·협회·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 2회 정례회의를 통해 매년 실

시할 교육방향과 내용, 전년도 교육모니터링, 해결해야 현안과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협의회에서는 

① 관련 분야 인권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관련 분야 인권교육 추진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③ 관련 분야 인권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④ 관련 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⑤ 관련 분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및 예

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광역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목적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 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

무소)의 광역지자체간 일상적 협력체계구축, ③ 지자체 시·도민 인권의식 향상 관련 기타협의 등이다.

광역지자체 인권교육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광역지자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대상·시기·방법·내용 등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도별 광역지자체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인권친화적인 관료문화 및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개별적, 단편적 인권교육 

실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광역지자체 인권교육 관련 정책의 상호 조정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인권교육 등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 업무지원 및 협력기능 강화, 교육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여 광

역지자체 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이 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

라 인권교육이 지역사회 인권을 향상 시키는 인권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광역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기능은 ① 협의 및 조정 기능, ② 업무파트너쉽 기능   ③ 안내 및 지원 기능 등이다.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회는 각 광역지자체의 인권교육기본계획 및 인권교육 추진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강사양성에 관한 사항, 인

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행정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고,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안내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각 기능의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협의 및 조정 기능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직원 대상 인권교육 확산 및 질적 제고 방안 협의  

  - 관할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질적 제고 방안 협의  

  - 관할지역 시·도민 대상 인권의식 향상 방안 협의 

  - 관할지역 공기업 및 투자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방안 협의   

 ② 업무파트너쉽 기능 

  - 지자체 인권교육 관련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및 추진

  -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관계기관 간 일상적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 체제 유지

 ③ 안내 및 지원 기능

  - 인권교육 정책, 국내·외 사례, 교육자료, 지원방안 소개 및 지원

  - 지자체 인권 향상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안내 

셋째,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소속기관인 인권사무소 포함) 및 17개 광역 지자체로 구성하고 있다. 광역지

자체는 해당기관에서 인권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장급)으로 구성하고 있다. 향후 학계 등 공공 분야 인권교육전문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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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함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파급효과, 협의회 인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를 우선 협력대상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기초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문제는 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주관 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로 하고 협의회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당

연직)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업무담당자로 하고 있다. 

넷째, 협의회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상반기 

회의(3월)는 당해 연도 사업설명 및 상호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하반기 회의(11월)는 당해 연도 업무성과 및 다음해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시회는 현안발생 시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다. 

정기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에서 주관하는데, 필요시 관련기관과 상하반기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수시회는 회의소

집을 요구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협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

의회 구성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협의회 회의는 부서장급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 직무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상시에는 협의회 참여기관(담당자)에 대해 인권교육 주요 업무, 행사,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안내 등 네트워킹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간 인권교육협력 추진사업은 인권교육모니터링(1월),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3, 11월 년2회), 상

담조사담당자 대상 인권옹호관워크숍(5월 년1회), 인권강사풀 공유, 인권연수과정 공동운영(인권감수성과정, 인권행정전문과정, 인

권강사과정 등) 등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9월 20~22일(2박3일)까지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인

권옹호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기초지자체 인권옹호관도 참석하였는데, 향후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에도 기초지

자체 담당자도 참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발간자료를 제공하고 인권특강 강사 요청 시 강사

를 추천하는 등 지자체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4. 맺는말

 인권교육은 하나의 교과목(특강)으로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인권을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

에 대한 존중심은 오직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억압

적인 직장분위기와 강사 중심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지식을 전달

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인권교육이 인권운동이 되는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인권교육이 제도화 되고 있지만 인권교육이 형식화되지 않고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 인권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인

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

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Barbara Weber (Global Director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Secretariat,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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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Rights Education at Amnesty International, UK

Amnesty International’s Human Rights Education – strategies, approaches, impact

The dominance of certain competing narratives leads to a lack of legitimacy for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worldwide - 
national security over civic freedoms, economic growth over access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over equality and rights for all, discrimination, homophobia, islamophobia, religious extremism. 

Marginalized and discriminated groups – including women, refugees, LGBTIQ persons - face hostile conditions in which their space 
to speak out, claim and enjoy their rights is attacked. They are subject to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hreats to their lives.

The prerequisite for a society to promote, protect and uphold human rights for all i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based on 
human rights values.  

There is great urgency to reach out with human rights education in a coherent, systematic and sustainable way. Human Rights 
protection needs new approaches connecting the local to the global to bring about change in people’s lives. This needs strong 
leadership from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ivil societ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have to provide a secure space for learners, based on human rights values, equipping people to 
know and defend human rights. 

 “Everyone has the right to know,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abou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should have 
access to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mnesty’s vision is a world in which everyone knows and can claim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HRE) is the foundation of Amnesty’s work. Amnesty’s HRE is based on solid research, strengthens 
campaiging and mobilises people locally to take action globally.  

In cooperation with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partners Amnesty International implements three main approaches in HRE. 

Human Rights Friendly Schools 

https://www.amnesty.org/en/human-rights-education/human-rights-friendly-schools/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school management around the world build a global solidarity network, they enjoy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environment, based on human rights values, such as dignity and equality. They take injustice personally and are 
equipped to uphold human rights in their everyday life.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s)

https://www.edx.org/school/amnesty-internationalx

Thousands of human rights learners worldwide are connected through Amnesty’s MOOCs.

They open up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receive high quality human rights education wherever they are, for free with low 
barriers to entry.

AmnestyHuman Rights Academy

https://academy.amnesty.org

The Amnesty Academy piloted in Middle East North Africa serves as a model to accompany people who defend human rights to 
build a culture of human rights.

These approaches are design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 growing human rights movement across the globe that campaigns 
and act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has to be consistent and systematic and an 
interaction of different stakeholders. It is most effective when governments take up the main role in ensuring access to human 
rights education is garanteed in their country or local context. The Academy, Human Rights Friendly Schools and MOOCs can help 
achiev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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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국 국제앰네스티에서의 인권교육

국제 앰네스티의 인권교육– 전략, 방식, 영향

대립서사가 우세해 짐에 따라 전세계 인권 수호자들의 일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해 졌습니다. 시민의 자유보다 국가안보를,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접근보다 경제 성장을, 모든차별/동성애 혐오증/ 이슬람 공포증/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평등과 권리 보다

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여성, 난민, LGBTIQ(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외계층 및 차별 받는 집단은 자신들의 권리를 거리낌 없이 말하고 주장하고 즐길 공간

이 공격받는 적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사회가 모두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 옹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인권의 가치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 태도입니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권 교육을 펼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인권 보호에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합니다.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인권가치에 기초해 학습자를 위한 안전한공간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옹호할 수 있

는 태도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권 및 기본자유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찾을 권리,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UN 선언

앰네스티의 비전은 모두가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주장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인권교육(HRE)은 앰네스티 업무의 기본입니다. 앰네스티의 HRE은 철저한 조사에 기초하며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역사람들이 세

계적으로 행동 하도록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역, 국가, 세계파트너들과 협력하여 HRE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실행합니다.

인권친화적학교

https://www.amnesty.org/en/human-rights-education/human-rights-friendly-schools/

전 세계 학생, 부모, 교사, 학교 관리자가 세계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존엄성, 평등과 같은 인권 가치에 기초한 인권 친화적 학

교 환경을 즐깁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비난하며 매일의 생활에서 인권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공개강좌(MOOC)

https://www.edx.org/school/amnesty-internationalx

전세계 수천 명의 인권 학습자들이 앰네스티의 MOOC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들은 낮은 경계로 장소에 상관 없이 사람들이 무료로 고품질의 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앰네스티 인권 아카데미 

https://academy.amnesty.org

중동 북아프리카에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앰네스티 아카데미는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권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행동을 취하는 인권운동의 세계적인 증가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설계 되

었습니다. 인권교육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이어야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역수준에서 

인권교육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정부가 주요역할을 담당할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카데미, 인권친화적학교, MOOC는 이러한 목

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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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with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  (차별 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Plenary Session 2
특별 세션 2





Plenary Session 2 
Concept Note : (Making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with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차별 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Planning/recruitment: Director Choi Hyeon-mo of the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We can say that human rights are being realized when human rights are recognized as a society’s key value and cultural 
foundation in daily life, and when their value and culture take shape in the various relations that exist in daily life. However, 
the daily lives of people in cities (regions) are presently filled with discrimination, exclusion, hatred, and contempt, and 
the resulting anger and sadness. From the aspect of human rights, a city (region) is more than a simple geographical 
space, but a political space of turbul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anti-human rights. What does it mean to realize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the city (region), which is a space where human rights begin but is also where human rights are 
destroyed? 

A ‘human rights city’ is a concept that has recently been under discussion as an important human rights agenda item. 
This concept can be explained slightly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it is understood, but it is generally defined as ‘a 
community that takes action so that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enjoy complete freedom and equality in daily 
life, enabled by local governments adopting human rights as a key value of the administration and policy process, and all 
members engaging i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ranging 
from general citizens, social activists, and experts to policy decision-makers and public officials. In other words, a‘human 
rights city’ is a concept that is based on the premise of ‘human rights governance’ in the city.

The theme of Plenary Session 2 is ‘Making a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with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Discussions will be held on the efforts that we all need to make to realize the values 
of human rights in the city (region). It will examine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take place in people’s daily lives 
in several cities (regions) in Korea and abroad, and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civil society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tred. Also, information on attempts that were made to establish rel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governance) in this 
process will be shared to exchange experiences. Experiential cases will be shared, examined, and realistically evaluated. 
Based on these evaluations, adequate alternatives will be identified. The debate in Plenary Session 2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building a ‘human rights city without discrimination.

일상의 삶에서 인권이 사회의 핵심가치이자 문화기반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상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가치와 문화가 구체화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권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차별과 배제, 혐오와 멸시로 찢기고 내동댕이쳐지는 이들의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있

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지역)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권과 반인권이 격동하는 정치적 공간입니다. 인권

이 시작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권이 무너지는 공간인 도시(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중요한 인권의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인권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의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리 설명될 수 있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인권을 행정과 정책과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일반시민, 사회운동가, 전문가 그리

고 정책결정자와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권규범과 기준을 토대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인권도시’

는 도시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특별세션 2에서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도시(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

해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여러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차

별과 배제의 실태를 고발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온 시민사회의 대응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도되었던 지

방정부와의 관계맺기(Governance)를 통해 얻은 경험적 사례를 공유합니다. 각자의 경험적 사례를 공유하고 점검하면서, 냉철

하게 평가도 할 것입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세션 2에서의 토론이 ‘차별없는 인권

도시’를 향해 크게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섭외 : 최현모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Moderator  / 좌장

Sung Soo Hong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periences and Positions

Associat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Visiting Fellow, Human Rights Consortium, 
University of London, UK.

Visiting Schola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ociology of Law, Spain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UK

Education

PhD in Law,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K

Master of Law and Bachelor of Law,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Activities 

Commissioner, Committee for Human Righ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oard Member, Korean Womenlink

Board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

Board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Law

Board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Sociology 
of Law

Board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Member, Subcommittee for Abolition of Death 
Penalty of the Justice and Peace Committe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ommission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ssion, Korea

Commissioner, Committee for Children’s 
Human Righ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missioner, Committee for Student’s Human 
Right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경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현)

런던대학 인권 컨서시움 방문학자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적 법학 연구소 방문연구원

학력

영국 런던정경대 (LSE) 졸업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졸업 (법학사, 법학석사)

사회/학술활동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현)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현)

<인권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법사회학회> 총무이사, 연구이사 (현)

<한국법철학회> 총무이사, 연구이사 (현)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

위원회> 위원 (현)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운영위원 (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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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貴夫/Yamada Takao 
(Director, Kawasaki Citizens' Network against Hate Speech)

야마다 타카오 (일본 헤이트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氏名

山田　貴夫（やまだ　たかお）

淑行

フェリス女学院大学／法政（HOUSEI）
大学　非常勤講師

生年

１９４９．６．２３〔現在６８歳〕

学歴

1972年慶応（KEIO）大学法学部政治学科
卒業、2006年法政大学院政治学科政治学専
攻卒業、修士論文『植民地主義克服の意義
と現状』

職歴

1972年　川崎（KAWASAKI）市役所入所
外国人登録、労働福祉、人権･共生推進担
当、社会教育等を担当、2010年3月退職。

市民運動

大学在学中の1970年、日立製作所の在日コ
リアンへの就職差別の裁判闘争支援組織『
朴君を囲む会』に参加。75年、民族差別と
闘う全国連絡会議結成に参加。以後川崎を
中心に民族差別撤廃運動に活動

現在の主要な活動

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入管
法対策部会
川崎･富川（プチョン）市民交流会事務局長
ヘイトスピー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
ットワーク事務局

主な論文、共著等

『外国人は住民です』江橋崇編著　93年　
学陽書房
『かながわと朝鮮の関係史調査報告書』94
年　神奈川県
「川崎市外国人市民代表者会議の成立と現
状」『外国人の政治参加』宮島喬編著2000
年有信堂
『在日コリアン人権宣言』田中宏編著
　2002年　岩波書店
『在日朝鮮人の住民自治－川崎と京都から
考える』　2007年　新幹社
「外国籍住民と地方自治体」『平和・コミ
ュニティ叢書４』2010年　明石書店
『新　在日韓国・朝鮮人読本』梁泰昊＋山
田貴夫共著　2014年　緑風出版
『根絶！ヘイトとの闘い－共生の街・川崎
から』市民ネットワーク編　2017年　緑
風出版

학력

1972년 게이오(慶応, KEIO)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2006년 법정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전공 

졸업, 석사논문 ‘식민지주의 극복의 의의와 현황’

경력

1972년 가와사키(川崎, KAWASAKI) 시청 입소

외국인 등록, 노동복지, 인권•공생 추진 담당, 

사회교육 등을 담당, 2010년 3월 퇴직.

시민운동

대학 재학 중이던 1970년, 히타치(日立) 제작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취직 차별 재판 투쟁지원조직 

‘박군을 둘러싼 모임’에 참가. 75년, 민족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전국연락 회의 결성 참가. 이후 가와

사키를 중심으로 민족차별 철폐운동 관련 활동

현재의 주요활동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입관법 대책부회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장

헤이트 스피치를 허용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사무국

주요논문, 공저 등

≪외국인은 주민입니다≫ 에하시 다카시(江橋崇) 

편저　93년 가쿠요쇼보(学陽書房)

≪가나가와(神奈川)와 조선의 관계사 조사보고서

≫ 94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의 성립과 

현황> ≪외국인의 정치 참가≫ 미야지마 다카시(

宮島喬) 편저 2000년 유신도(有信堂)

≪재일코리안 인권선언≫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편저　2002년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재일조선인의 주민자치–가와사키와 교토의 사

례를 통한 고찰≫　2007년 신칸샤(新幹社)

<외국국적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평화•커뮤니

티 총서 4≫ 2010년 아카시쇼텐(明石書店)

≪신 재일한국•조선인 독본≫ 양태호＋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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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lis Cheung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Hong Kong Unison, a localNGO that aims to uphold the rights of ethnic minority residents in Hong Kong. Before joining 
Unison in 2014, she worked with grassroots and international NGOs for more than 10 years, fighting for the rights of vulnerable people. Phyllis has extensive experience 
working with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Africa,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She brings with her skills of advocacy and community-based 
programming to Unison. 

She lobbies for equitable and inclusiv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ethnic minorities and racial equality in Hong Kong. She regularly meets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law makers to advocate policy changes for the betterment of ethnic minorities. Phyllis holds an undergraduate degree from McGill University and a graduate 
degree from Queen’s University in Canada.

필리스 청(Phyllis Cheung)은 홍콩의 소수민족주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비정부기구 홍콩유니슨(Hong Kong Unison)의 사무국장입니다. 

2014년에 홍콩유니슨에 몸담기 전부터 10년넘게 국제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위해 투쟁 했습니다. 필리스청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

시아의 공동체 및 시민단체와 널리 협력해 왔으며, 홍콩유니슨에서 공동체기반 프로그래밍 및 지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소수민족 및 소수인종의 평등한 교육 기

회를 위해 활동하며,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무원 및 입법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캐나다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 퀸즈대학교(Queen’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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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ing racial discrimination in Hong Kong:
howa local NGO advocates for minority’s rights

Phyllis Cheung

Executive Director, Hong Kong Unison

Non-Chinese people are referred as ethnic minoritiesin Hong Kong. There are four main groups of ethnic minorities in Hong 
Kong: (1) foreign domestic helpers; (2) asylum seekers and torture claimants; (3) expatriates; and (4) residents, some of whom may 
have settled in Hong Kong for more than three generations. Together, they make up about 8% of Hong Kong’s total population.
Unfortunately, discrimination due to race, color, or ethnicity is quite prevalent. Prejudicial attitudes often can manifest in unequal 
treatment and harassment in dailylife, from hailing a taxi to renting an apartment or finding a kindergarten. 

Founded in 2001 and incorporated as a charitable organization in 2005, Hong Kong Unison has developed from a 'one woman band' 
into a rights-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governed by a voluntary Board of Directors. Since its establishment, 
Hong Kong Unison has expanded its service from handling individual casework to advocating policy reforms to uphold rights 
of ethnic minority residents of Hong Kong.We envisionHong Kong to become a fair and compassionate society where everyone, 
irrespective of race, color or creed, enjoys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It is no secret that ethnic minorities in Hong Kong face serious systemic barriers to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Hong Kong's third report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in March 2013 was concerned that "ethnic minorities are under-represented in higher education 
and that no official education policy for 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for non-Chinese-speaking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in Hong Kong has been adopted".These obstacles present devastating implications for generations of 
ethnic minorities and their ability to pursue their aspirations, break out of poverty cycles, and integrate meaningfully in the society. 

In theory, the Race Discrimination Ordinance (RDO) should offer protection to ethnic minor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employment, provision of goods, facilities or services, amongst other areas. However, the RDO is the weakest of the four 
discrimination ordinances in Hong Kong. UN treaty bodies, including ICERD, ICCPR and ICESCR, have criticized the RDO on multiple 
occasions for failing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rged the Hong KongGovernment to improve the law.

Although 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 the statutory body set up in 1996 to implement the four anti-discrimination 
ordinances in Hong Kong, completed a comprehensive review on all ordinances in 2016 and mad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to amend the laws; none of the high priority amendments has yet been considered. The EOC has been slow in liaising 
and advising the Government on how the recommendations can be implemented. In fact, the EOC is seen by many as a “toothless 
tiger”.

The EOC was set upsupposedly as an independent body to receiveand investigate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within the 
community an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marital status, pregnancy, disability, family status, and race. However, 
the EOC is not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it does not comply with the standards set in the Paris Principle. Itschairperson 
and board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The Commission is limited in power to investigate and to 
eradicate institutionalized racism in government, public or private bodies such as banks, schools, etc. 

In view of a weak RDO and limitations in enforcement, Hong Kong Unison uses a multi-pronged approach of advocacy, campaign, 
community organizing and public education to address racial disparities and inequality and to strengthen the rule of law.We 
recognize that true equality may require accommodative measures to level the playing field.We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forming, educating, and empowering civil society to “owning” their rights. We organize ethnic minority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o meet and construct dialogues with authorities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s and commissions and advocate 
for policy changes. We are the watchdog to ensure duty bearers fulfill their inher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promote and 
guarantee human rights. We lobby and engage political parties in ourcampaigns because they too, are instrumental in building 
and maintaining democracy in the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may be committed to creating an inclusive, compassionate and caring society,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from the civil society is equally important; as every individual plays a role – in building a society that is just and 
tolerant, and respects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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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인종 차별 투쟁:

지역 NGO가 소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

필리스 청

Hong Kong Unison사무국장

홍콩에서 비중국인은 소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는 (1) 외국인 가정 도우미, (2) 망명 신청자와 고문 피해자, (3) 국외 

거주자, (4) 주민 이렇게4개의 주요 소수 민족 집단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3세대 이상 홍콩에 정착 중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

다. 또한 이들은 홍콩 총 인구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성에 의한 차별은 매우 심각합니다. 부

당한 태도는 택시를 부르는 것에서 아파트 임대, 또는 유치원 입학에 이르는 일상 생활에서 불공평한 대우 및 괴롭힘으로 종종 나

타날 수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되어 2005년 자선 단체로 통합된 Hong Kong Unison은‘1인 여성 밴드’에서 자발적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권리 기반

의 비정부 조직(NGO)으로 발전하였습니다.Hong Kong Unison은 설립 이후 개인 사례를 처리하는 것에서 홍콩 소수 민족 주민들

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정책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장해 왔습니다. 인종, 피부색, 교리에 상관 없이 모두가 동

등한 권리와 기회를 즐기는 공정하고 인정 있는 홍콩 사회를 그려봅니다. 

홍콩의 소수 민족이 교육 및 고용의 동등한 기회를 위한 심각한 체계적 장벽에 부딪힌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UN 인권위원회는 

2013년 3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비추어 홍콩의 세 번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소수 민족은 고등 교

육 분야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부족하며 홍콩의 이민자 출신 비중국인 학생을 위해 제2언어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공식적

인 교육 정책이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며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소수 민족 세대와 이들이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고 반복되

는 빈곤에서 벗어나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이론적으로 인종차별금지법(RDO)은 교육, 고용, 상품/시설/서비스 제공의 차별로부터 소수 민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RDO

는 홍콩의 네 가지 차별 금지법 중 가장 약합니다. ICERD, ICCPR, ICESCR을 비롯한 UN조약 기구는 국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여러 경우에 대해 RDO를 비판했으며 홍콩 정부에 법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홍콩의 네 가지 차별금지법을 실행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법정 단체인 기회 균등 위원회(EOC)는 2016년 모든 법령에 대한 종

합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정부에 법률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 중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EOC는 

권고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에 협력하거나 조언하는 데 느긋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EOC는 지역 사회 내 차별 관련 불평사항을 접수 및 조사하고 성별, 결혼 상태, 임신, 장애, 가족 상태, 인종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EOC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않으며,EOC는 파리 원칙에 설정된 표

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EOC 의장 및 이사는 홍콩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은행, 학교 등과 같은 정부, 공공 기관, 민간 단

체의 일상화된 인종 차별을 조사하고 근절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제한됩니다.

법적 제한이 약한 RDO와 시행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Hong Kong Unison은 인종간 차이와 불평등을 해결하고 법률을 강화

하기 위한 공공 교육, 지지, 캠페인, 지역사회 조직화 등의 다면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진정한 평등에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위한 협

조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ong Kong Unison은 또한 시민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교육하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Hong Kong Unison은 정부 부서 및 위원회 등의 당국과 만

나 대화하며 정책 수정을 지지할 수 있는 소수 민족 커뮤니티 및 개인을 구성합니다. Hong Kong Unison은 의무 주체자들이 인권

을 존중, 촉진, 보장하는 고유한 책임을 다하도록 확인하는 감시 단체입니다. 정당 또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

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정당을 캠페인에 참여시킵니다.

정부는 포괄적이고 자애로우며 배려하는 사회를 창출하는 데 헌신할 수 있지만, 시민 사회의 협력과 참여 역시 중요합니다. 공정하

고 관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모든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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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Wan (Representative,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2004 to the present Activities with immigrants, Representative of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2014 to the present Consultant and Member of the Review 
Committee for Rainbow Bridge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project for promotion of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2012 to the present Member of the Operating Committee, Pearl S. 
Buck Memorial Hall

2017 Member of the Operating 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2016 Manager and Co-Researcher of the Gender 
Equality Training Project for Professionals in 
Cultural Diversit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through 2015 Secretary General, The Joint Civil Office to 
Response to the UN Human Rights Officer's Visit 
to Korea

2000 through 2004 Secretary General, the Counseling Center of 
Bucheon Migrant Worker's House

2004 ~ 2017(현) 이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현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2014 ~ 2017(현) 문화부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사업) 컨설턴트 및 

평가 위원

2012 ~ 2017(현) 펄벅기념관 운영위원

2017(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

2016          문화다양성전문인력 양성연수사업(문화부), 

사업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2014 ~ 2015 UN인종차별특별보관 방한대응 

시민사회공동 사무국, 사무국장

2000 ~ 2004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상담실장,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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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Paper: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Respect 
Diversity that are Jointly Conducted in the Local Community and Village

Lee Wan

with the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take place all around us. I hope this debate serves as a good opportunity to eliminate 
discrimination that occurs in daily life and to create villages where people live in harmony with neighbors and friends. 

One of the comments I hear the most while engaging in various immigrant-related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is that 
national-level changes and large-scale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Also, people talk about the need to enact a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and for all people 
to gather their strengths. This is insinuating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what can be done at the regional and village level, and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great effects compared to the efforts made. There is, naturally, a great number of issues that can be resolved 
only when there are large-scale institutional changes and when there are changes in national views. There are many cases where 
fundamental changes cannot be achieved unless the abovementioned approach is taken.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simply wait for institutional changes and neglect the pain that our neighbors and friends are experiencing. 

Moreover, discrimination and hatred occur in daily life against our friends and neighbors. They do not occur in a place that is 
irrelevant from us. They were and are experienced by our friends, neighbors, and acquaintances yesterday, today, and even at this 
very moment. Even if there are large-scale institutional changes and a government declaration of a special mid- to long-term plan, 
it is ultimately the local communities, villages, and individuals that need to bring about changes while enduring many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The changed mindset and movements of each village and local community can lead changes in systems and 
attitudes on a national level. There are cases where institutional changes that are achieved without changes in the mindset and 
attitudes of members of society fail to bring about substantial change. 

How can everyone respect the human rights and diversity of others and co-exist peacefully? How can we reduce the ordeals 
suffered by our friends and neighbors? We need to look for issues that we can tackle now in order to give strength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improvements in perception that will take place at the national level. There are tasks that can be handled only at the 
local community and village level. Changes can be achieved only when measures are taken at both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 

1. Effort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 Regional ordinance 

In 2016, a leaflet titled, ‘The True Nature of Islam,’ was randomly distributed in apartment complexes in Bucheon. The leaflet was full 
of false information and hatred towards Islam, and its source was not revealed. It mentioned a part of Koran, and instigated conflict 
and discrimination. It was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in relation to this leaflet. In Cheongju, the Cheongju Cultural Foundation 
planned a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would enjoy a meal together with immigrants in the neighborhood and engage in 
dialogue. However, the program was cancelled due to organized phone calls of protest. The callers said they were protesting 
because the invited immigrants were Muslims. Many agree that hatred is becoming more blatant and organized. In Osaka, Japan, 
an Ordinance Prohibiting Hate Speech was enacted although it has certain limitations. I looked into what similar measures could 
be taken immediately at the regional level. 

1) Ordinance Prohibiting Hate Speech

In early 2017, the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Councilor Yoon Byeong-gook of the Bucheon City Council, 
Bucheon Multicultural Network, Dongcheon Foundation, and foreign residents in Bucheon City came together and formed an 
executive committee to enact an ordinance. The members participated in learning and debates to create an ordinance prohibiting 
hate speech. As progress was made in discussions, the Bucheon City Council held the ‘Forum to Establish Strategies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on August 18. The Bucheon City Council invited Mr. Yamada, who is engaging in hate speech 
opposition activities in Kawasaki City, Japan, and relevant expert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forum participants from all walks 
of life and reflecting the results of follow-up debates, we created the tentatively-called ‘(Draft) Bucheon City Ordinance on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Measures.’ We plan to bring it before the Bucheon City Council in November after 
collecting more opinions and making revisions and improvements.    

 As indicated in the purpose of the (draft) ordinance, the ordinance’s purpose is ‘to protect citizens’ human rights and build 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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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iversity is respected by preventing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daily life and achieving effective relief from 
damages, considering that hate speech damages the dign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may cause discrimination.’ In detail, 
the ordinance includes the following: In the event of a hate speech or discriminatory conduct, a report is made to Bucheon City’s 
Citizen Ombudsman, after which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Discussions are being held with the municipal government to this 
end. Even if a city council enacts an ordinance, it is the municipal government that executes the ordinance. Administrative power is 
essential for an ordinance to have actual effects. As such, there is a need to receive consent from or reach a common understanding 
with the municipal government. Recent discussions on the ordinance included an option to create a new committee and an option 
to use an existing organization of the municipal government. Even if the ordinance is enacted, sudden substantial changes are not 
expected. However, our efforts to enact the ordinance will serve 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block hatred and discrimination, 
which are spreading throughout the region and villages, and to build villages where human rights and diversity are guaranteed.   

2) Movement to enact an ordinance o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e Act on Protecting and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was enforced in November 2014. In Article 3, Paragraph 3 of the Act, 
prohibiting cultural background-based discrimination is stipulated as a du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③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not discriminate based on a cultural difference that results from nationality, ethnic group, 
race, religion, language, region, gender, generation, etc. in terms of support for or participation in cultural expression and culture 
and art activities.

 Since 2012, cultural foundations in different regions have been taking the lead in actively conducting activities that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s part of these efforts, an Ordinance o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is being enacted in different 
regions, starting with South Jeolla Province at the end of 2016. As of July 2017, the Ordinance o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has been enacted in seven regions – South Jeolla Province, Gwangju Metropolitan City,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Gyeonggi Prov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okpo City. Gyeonggi Province additionally 
enacted an Ordinance o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in Gyeonggi Province. 

Each region is striving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various minorities in Korea, including immigrants and sexual minorities, 
and to respect diversity based on a project on spread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Joint efforts are made with regional councils 
and reg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ensure sustainable and extensive value-spreading activities. Gwangju Metropolitan City 
added cultural diversity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es of the Gwangju Cultural Foundation, and had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become the objective of all activities. On the occasion of the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in May 2016, Busan Metropolitan City declared itself a city of cultural diversity, and announced, in its declaration, 
that ‘it will provide support so that everyone is free from suppression and can reveal his/her uniqueness, and will do its best to 
protect the dignity of mankind.’ Many regional cultur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are respecting the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s and sexual minorities and supporting their active exchange in local communities as part of cultural 
diversity projects. 

In Bucheon, a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was formed in 2016, consisting of various members, councilors, and city officials. The 
Committee is carrying out a wide array of projects that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t is working on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on cultural diversity, thus striving to build a basic foundation for Bucheon City to continually engage in activities that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ts goal is to create an ordinance on cultural diversity in 2018 based on which it plans to carry 
out more active efforts to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 city council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do not 
yet demonstrate great interest. 

2. Activities for mindset improvements

 Changes in people’s mindset bring about institutional chang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nothing is resolved simply by changing 
the system, without any changes in mindset. How can a more peaceful and happier life be enjoyed by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y work together, engage in dialogue, and get along with each other in daily life? Deep thought was given to this matter by many 
who have been conducting immigrant support activities. Many activists have naturally become interested in mindset-improving 
activities that involve inducing changes in people’s mindset to have village members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respect each other’s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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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 and direction of mindset improvement activities

The main objective and direction of mindset improvement activities 
is to bring about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through more 
intimate, frequent encounters and exchange based on which human 
rights are guaranteed and diversity is respected. 

It also involves resolving the fundamental issues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grams that are commonly named as ‘multicultural’ 
and that are substantially increasing in their number in tandem with a 
rise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This refers to taking fundamental 
measures  to resolve the issue of perceiving multicultural families or 
foreign families as families that only receive support and benefits.

Efforts are being made to address wrong views, and to encourage a 
change in views and an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need to respect 
the various identities of individuals and that diversity is an opportunity 
for a better life, a strength, and competitiveness for all members of 
society.

2) Education activities

In 2004, a youth institution under Bucheon City became the first to 
commence a mindset-improving education activity called global citizen 
education. It involved the process of introducing im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village neighbors for a long time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immigrant workers to meet and talk with others. The institution later 
engaged in coopera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groups in Bucheon 
City. This reflects the spread of the need for mindset improvement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Education was provided to 750 persons in the first year of 2004. This 
number reached 11,972 persons in 2016. From 2004 through 2016, a total 
83,286 persons met through mutual cultural education that was provided 
on 3,001 occasions. There is a continued ri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receive education and the number of times education is provided. In the 
beginning, the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operated 
education programs by receiving outside funds. In 2009, five years after 
education was first launched, an organization requested for education, 
saying that it would spend its own budget. Since then, there has been a 
rise i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request for education based on 
their own budget. In 2016, the number of such organizations accounted 
for more than 50% of overall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ㅣ255

Plenary Session 2 / 특별 세션 2

As an outcome of continued efforts, we were able to engage in cooperation and build a network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groups in Bucheon, including the Gyeonggido Bucheon Office of Education, Bucheon City, and Bucheon Cultural Foundation. The 
reason for the continued increase in educ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that spend their own budget for education can be found 
in ‘steady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local community,’ ‘spread in the need for mindset-improving education,’ and ‘network with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region.’ In 2015, a civic education network was established to take part in free semester system classes. 
We provide civic education for all 18 hours of social studies in a semester for first-year students at middle schools in Bucheon. As 
of 2017, we are in charge of social studies at five middle schools. This civic education network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is an 
outcome of coopera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groups in Bucheon. 

3) Various mindset improvement activities

Mindset improvement activities are mainly education activities, but also include all other various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local 
community. They include campaigns, forums, festivals,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and also take place in daily dialogue among 
neighbors. At the regional level, an immigrant festival was launched in 2000. Starting in 2012, the ‘GangNam Sijang Festival’ is 
held with all local residents performing substantial roles, rather than just immigrants or indigenous residents. The festival is aimed 
a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festivals that made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a regional 
education network that consists of the Gyeonggido Bucheon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schools, we are providing multi-level 
support to children and youths from immigrant families in the village and local community. Also, majority mindset improvement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In closing

In Korea, hatred and discrimination are deep-rooted and have spread extensively. They are expanding and becoming more 
organized every day. Efforts need to be made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respect diversity for peaceful, happy coexistence. 
Institutional changes and mindset improvements need to take place together. A central-local distinction should not be made. The 
local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joint efforts. I believe change is possible only when everyone move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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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마을에서 함께하는 인권보호와 다양성 존중 활동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권침해와 차별은 바로 내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이번 토론회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을 없애고, 이웃과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중 하나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국

가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

며,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지역과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력에 비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커다란 제도와 국가적 시각전환이 없고서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젠가 변화될 제도변화를 기다리며 이웃과 친구

의 고통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는 일상적으로 내 주변에서, 내 친구와 이웃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가 차원의 어디 다

른 별도의 공간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내 친구와 이웃,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겪는 일입니다. 더욱이, 

커다란 제도가 변화하고 정부에서 특별한 중장기 계획을 선언 한다 해도, 수많은 갈등과 차별을 온전히 감내하며 변화를 이끌어

야 하는 것은 결국 지역과 마을이며, 일상의 개개인입니다. 더불어, 각 마을과 지역에서의 변화된 인식과 움직임이 국가차원의 제

도와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없이 이루어진 제도변화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와 이웃이 겪는 당장의 고난

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까요?, 언젠가 변화될 국가차원의 제도변화와 인식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지금 당장 주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중앙과 지역 모두가 함

께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1. 제도개선 노력 - 지역조례 

2016년 부천에서는 ‘이슬람의 실체’ 라는 전단지가 무작위로 아파트 단지에 뿌려졌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가 가득

한 내용의 전단지는 출처마저 써 있지 않았습니다. 코란의 일부내용을 언급하며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아무런 조

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청주에서는 동네 이주민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청주문화재단에서 기획했지만, 

조직적인 항의전화로 예정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초청된 이주민이 이슬람교도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혐

오는 더욱 노골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 오사카에서 제정된 혐오표현 금지조례처럼 일

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역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 혐오표현금지조례

2017년 초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 부천다문화네트워크, 재단법인 동천, 부천시거주 외국인주민이 모여

서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혐오표현 금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논의가 진

전됨에 따라, 8월 18일 부천시의회에서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활발한 헤이트스피치 반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야마다 선생님 및 관

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대응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모인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시 고민과 토론의 더해서, 현재 가칭 ‘부천시 혐오표현 및 차별 예방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일정한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작업을 통해 11월 중 부천시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안)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감

안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혐오표현과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양성이 존중

되는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오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에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 행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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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결국 이를 집행하는 곳은 시 행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실효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시 행정부의 동의 또는 의견조율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논의 과정에서 별도의 위원

회를 만드는 방안과 기존의 시 행정부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

고 해도 갑자기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 노력은 지역과 마을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을 차단하

고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운동

2014년 11월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3조 3항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년부터 각 지역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말 전남도를 시작으로 문화다양성증진 조례가 지역별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전남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목포시 7개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다양성교육 증

진조례를 별도로 추가 제정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사업으로 이주민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한국사회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

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가치 확산 활동을 위해서 지역의회 및 지역행정기관과 함께하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문화재단 성과평가지표에 문화다양성 항목을 넣어 모든 활동에 있어 문화다양성 

증진이 목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16년 5월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상징적으로나마, 문화다양성 도시를 선

언하며 선언문에서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지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

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 문화기관들이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과 성소수자등의 문

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구성원과 시의원, 시 담당자를 위원으로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다양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천시에

서 지속적으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문화

다양성 조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의회나 행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2. 인식개선 활동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인식 변화 없이 제도만 바뀌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

상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대화하고, 어울리고, 어깨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주민과 기존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

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주민 지원활동을 해 왔던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마을에서

부터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활동에 당연히 많은 활동가들이 관심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인식개선활동의 목적과 방향

인식개선 활동의 주요 목적과 방향은 더 밀접하고 빈번한 만남과 교

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을 보장하고 각자가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넘쳐나는 ‘다문화’라 통칭되는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입니다.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가정을 지원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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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입니다.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각

각의 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 자체를 존중하고 다양성 자체가 모

든 사회 구성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이며 장점이고 경쟁력이라

는 인식과 시각전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교육 활동

2004년 부천시 산하 청소년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처

음 인식개선 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이웃이 된지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을 소개하고 한번이라도 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부천시의 다양

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인식개선

활동의 필요성이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750명에게 교육을 시작한 이래, 2016년에는 11,972명

에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에서 2016년까지 3,001회의 상호

문화교육을 통해 83,286명을 만났습니다. 교육 인원과 회수가 모두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주로, 아시아인권문화연

대에서 외부의 기금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을 시

작한지 5년만인 2009년에 최초로 교육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받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 신청기관이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6

년에는 교육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그 비율이 전체 교육에서 50%를 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부천시교육지원

청,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등 부천의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협력 및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체부담하는 기관단체가 늘어나게 된 요인은 ‘지역에서 이어진 꾸준한 활동’, ‘인식개선 교

육의 필요성 확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는 시민교육네트워크를 만들어, 자

유학기제 수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의 사회시간 한 학기 18차시를 모두 시민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

고 2017년 현재 5개 중학교의 사회시간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민교육네트워크 또한 한 단체의 힘만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천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의 협력으로 가능한 결과입니다.  

3)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인식개선 활동은 교육활동이 주가 되지만, 이 외에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캠페인, 토론회, 축제, 기타 문화 

활동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이웃과 나누는 대화 속에도 인식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2000년에 부터 이주민 

축제를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축제의 주체를 이주민 또는 선주민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강남시장마을축제’를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다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타자와 시켜왔던 행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 

및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과 지역의 이주배경아동 청소년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

어 지역을 기반으로 다수자 인식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은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날로 확대되며,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공존을 위

한 인권보장과 다양성 존중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변화와 인식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역을 가릴 일이 아니며, 

지역시민사회와 지역정부가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변화는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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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ived through the Gwangju Uprising (1980) as a high school senior. The military regime suppressed the truth. I then learned how valuable democracy could be. I 
worked as a labor advocate in factories. I paid increasingly keen attention to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ers who were not being fairly compensated 
for their honest hard work.

While working for a women workers’ association, I was faced with the stern reality of Korean society in which women workers suffered so much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in addition to class discrimination.

Over the years, I have worked with women workers to launch various campaigns designed to raise social awareness and to make improvements in the relevant 
legislation.Under the motto of "Now is my happiest moment," I join hands with many other excellent activists to help make the world more peaceful without any traces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at all.

고등학교 3학년때 광주항쟁을 경험하였습니다. 진실을 가로막는 불의 한정권 덕분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장활동을 하며 정직하게 일하지만 정당한 대

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차별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 기제가 계급만이 아니라 성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와 함께 여성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법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 이순간이다’를 모토로 활동가들과 함께 혐

오와 차별없는 평등세상, 평화세상을 향해 즐겁게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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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iscences of Governance Experienc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for Women's Safety and Gender Equality

Lim Yun Ok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1. Introduction

-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e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rticle 
1). It also declar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3) and towork, free choice of employment, 
just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in addition to equal pay for equal work without any 
discrimination (Article 23).

- Well, do Korean women and women workers enjoy the aforementioned rights? If not, we have to ask w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has don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r what it fails to do in that regard.

2. The Year of 2017: Women's Life and Labor

1) Misogyny and Women's Safety

- Misogyny and crimes against womenis on the rise in Seoul, including the Gangnam Stationmurder case of a woman in 2016, the 
waxing parlor woman murder case in 2017, and a live broadcast of threats to kill a female YouTuber, 'Godgeonbae.' 

-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of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2017' (June 2017, Statistics Korea), roughly one out of every 
two women (50.9%) feelsinsecure, with the rate rising further to 62.8% among women in their 20s. Thisindicates that Korea 
does not guarantee even women's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 2017, the percentage of female victims of violent 
crimesincreased by 0.2% over the previous year to 88.9%. Women no longer just 'feel' insecure. They actually fall prey to violent 
crimes so disproportionately.

<Social Safety Awaren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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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s of Violent Crimes>

 2) Labor

- Korea's level of female economic activity stood at 50.2% in 2016. The figure was 48.2% in 2006, meaning that there was only a 
1.8% increase over the 10 years.The major reason is that in Korea, women still have to either work outside - while doing housework 
and childcare exclusively at home - or quit, a gender-discriminatory labor reality.

- This fact is backed up by a few statistics:Korea's gender pay gap stands at 36.3%. Korea has been at the top of the OECD list 
ever since 2002 when the OECD began to compile statistics in this area (the OECD average: 85%).Korea's proportion of women in 
management is 10.5% (OECD average: 37%). Korea's ratio of female executives is 2.4% (OECD average: 20.5%).To sum up, Korean 
womensuffer from the worst discriminatory work environment among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due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y are trapped by the glass ceiling in workplaces overall. This is 
evidently gender discrimination being committed across the board in a male-dominated society: There is no proof that females are 
particularlyinferior in overall capacities to males in Korea as compared to the other OECD member countries.

- Korea passe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n 1987. Hardly anything has chang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is means that gender discrimination is not just customary in Korea. Behind it are policies supported 
by the state and capitalists in particular.A typical example is the country's woman-exclusive temporary employment policy,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policy, and low-paid childcare worker policy.

- The gender pay gap is not a problem for women alone:It is used to justify the request for male workers' extremely long workdays. 
It serves even as an 'ideology' for those in power to suppress the overall wage increase in the country. Low wages for women end 
up forcing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into low-paid unstable jobs.

3) Comparison of Women in the Workforce in Korea and Seoul

- In 2008,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women in Korea was KRW 1,413,000, or 62.4% of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men.In 2016,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women in Korea was KRW 1,869,000 (a KRW 88,000 
increase over 2015), or 64.1% of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men.

- In 2008,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women in Seoul was KRW 1,580,000, or 63.2% of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men. In 
2016, the amount rose to KRW 1,980,000 and the ratio to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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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Women's Wages in Korea>

<The Ratio of Women's Wages in Seoul >

Source: 'Economic Activities in Seoul by Gender and Characteristics,' Guk Mi-ae, 2017 

- The gender wage gap in Seoul is reconfirmed through wage distribution by gender:57.0% of female workers earn less than KRW 
2 million a month while only 27.2% of male workers do so.Only 18.3% of female workers earn KRW 3 million or more a month while 
44.5% of male workers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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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Distribution in Seoul by Gender >

Source: Statistics Korea, Employment Census by Region (1H2016)

- In 2016, female workers in Seoul earned only KRW 110,000 more a month than the national average (KRW 1.98 million vs. KRW 
1.869 million), and in terms of gender pay gap, Seoul performed only 0.2% better than the national average (Seoul female workers 
earned 64.3% of their male counterparts as opposed to the national average female pay ratio of 64.1%).

4) Conclusion 

- We have briefly compared the life and labor of women living in Korea in general and in Seoul in particular as of 2017.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showing that the life of women in Seoul is more comfortable than that of 
their counterparts across the country.It means that Seoul Metropolitan City needs totake more practical approaches and make 
more innovative attempts and efforts to guarantee the physical freedom, security and equal rights of the women living in the 
metropolis. In the next chap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efforts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labor community based in 
Seoul, such as women's and labor organizations, to solve this problem, while sharing with you our actual experiences and results 
of collaboration with the SMG. 

3. Women's Demands to Promote their Freedom, Security and Equality (in 2017)

- Feb. 23: "Get over misogyny and reset your work and life," the main theme of the presidential debate co-hosted by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 Mar. 8: "Gender equality completes democracy," the main theme of the Korean Wome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Women's 
Day 

- Mar. 8: "Three o'clock, Stop" to protest the gender wage gap on International Women's Day

- Apr. 15: "Vote for Feminism" on the country's presidential day at campaigns launched by #VOTE_FOR_FEMINISM Direct Action 
and the 3rd Anniversary Candlelight Vigil for the Sinking of the MV Sewol 

- May 11: "No more free work by irregular female workers" at the 5-11 Gender Pay Gap Elimination Day event hosted by various 
organizations 

- May 17: "We will continue to speak out and trigger more changes through our actions," the main theme of the joint press 
conference of women/human rights/civic organizations on the 1st anniversary of the 'female murder case' at Gangnam Station 

- May 25: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 should be the first gender equality policy to be pursued by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candlelight presidential election" at a news conference hosted by the 'Three O'clock, Stop Joint Action to Eliminate 
Gender Wag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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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vernance Experiences with the SMG 

1) Activities at the Seoul Metropolitan Gender Equality Committee 

- As of 2017, the SMG strives to enhance its gender perspective and gender mainstreaming throughout its organization, systems 
and policies with the goal of 'Make Seoul a Leading City in Gender Equality.' The efforts of the SMG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Gender Policy Teamin terms of organ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segregation in statistics, gender education, and ten commandments in gender equalityin terms of systems and policies.

-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of Seoul Metropolitan City facilitates the SMG's particular efforts by serving a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diverse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in the city, among others, which has become a model for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country. 

- However, the SMG has yet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improvement in the city's discriminatory work environments 
for women worker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gender wage gap,' the core of gender equality. We have seen above that the 
gender pay gap in Seoul is almost as wide as that in the entire country. The SMG has yet to draft a systematic roadmap. It is unclear 
which division in the SMG is in charge of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entire task at present. 

- For example,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has steadily raised the issue of low pay for care workers - 95% of whom are females. 
The matter is currently under the control of Welfare Headquarters. And so, I have personally felt many times that little will change 
unless some organizational change is made.Another important reason for the situation is the fact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aretakers in Seoul come from a matching fund between the SMG and the central government.

2) Activities at the Seoul Job Committee

- Jobs Bureau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A City of Respect for Labor' has launched the Seoul Job Committee to collect job-
related feedback from experts and worksites.

- However, from my experiences working with the Committee, I cannot help asking if there is really 'respect for women' in the 
municipal government's 'respect for labor' despite its innovative job policies such as the regulariza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living wage system.The reason is that I always felt that labor was considered 'male' with women's work being 
regarded as secondary.For example, while shelters for substitute drivers, most of whom are males, have been installednear easily 
accessible bus stops, those for workers engaged in female-dominated jobs such as housemaids, childcare workers and caregivers 
are installed in women plazas which are relatively inconvenient to access to those who continue to move from workplace to 
workplace.The measure for the latter group of people has been criticized as a superficial solution to the issue because it has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e women workers' demands and their work characteristics.

- The situation raises a serious question as to whether the Jobs Bureau reflects gender equality in the diverse policies and measures 
of Jobs Bureau. Even separate statistics by gender was realized only because I kept asking for it as a member of the Seoul Job 
Committee.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should be reflected in all the tasks being carried out by Jobs Bureau, including youth 
unemployment, living wages, irregular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 held recently 
in Seoul.

5. Conclusion

-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came to power due to people's candlelight revolution, has announced "the promotion of 
a breakthrough in decentraliz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 engagement' as one of its 100 major tasks (the five-year policy 
agenda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That underlies the philosophy of 'the 
Era of Popular Sovereignty' declared by the new administration of Korea which has made it clear that people will no longer be the 
object of governance but they will be considered the genuinely sovereign power in the operation of all national affairs. That, in 
turn, means that the powers and rol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come even larger during the new administration.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more closely with civil society in a wider array of fields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e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of each and every citizen in their respective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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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경험을 돌아본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1. 들어가는 말 

-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한다.(1조)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3조),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다.(23조)

- 그러나 지금 한국의 여성과 여성노동자는 위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만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차별 해소를 위해 서

울시는 무엇을 해왔으며 또는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2. 2017, 여성의 삶과 노동 

1) 여성혐오와 안전

-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017년 왁싱숍 여성살해사건, 그리고 최근 ‘갓건배’라고 불리는 여성 BJ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생중계한 사건 등 갈수록 여성혐오 범죄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7. 6.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성 2명 중 1명 이상은(50.9%)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20-29세 여성은 응답자의 62.8%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조

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비율이 2016년 대비 0.2% 상승, 88.9%를 차지함으로

써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이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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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

2) 노동

-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50.2%에 불과하다. 2006년도 기준으로 48.2%였으니 10년동안 여성경제활동참가

율은 1.8% 상승에 그쳤다. 이는 여전히 여성에게 ‘일’이란 가사전담, 독박 육아에 임금노동까지 이중노동에 시달리거나 일을 그만

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는 몇 가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한국 여성의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36.3%. OECD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OECD 평균 85%) 15년간 1위를 놓친 일이 없다. 또한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 (OECD 평균 37%),이사회 임원진 중 여성비

율은 2.4% (OECD 평균 20.5%)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임신출산 양육기의 고용단절, 유리 천장에 갇혀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에

서 가장 일하기 나쁜 나라에서 수시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여성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 여성들과 견주어

볼 때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합리적인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중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젠더 차별이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7년 이래 30년이 흘러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이러한 성차별이 관습적 차별일 뿐만 아

니라 국가와 자본이 정책적으로도 기획한 의도이며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 ‘

일·가정 양립 정책 및 저임금의 돌봄일자리 정책을 들 수 있다. 

- 여성의 저임금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저임금은 남성의 장시간노동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합

리화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동원된다. 결국 여성의 저임금은 남, 녀를 불

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게 한다.

3) 한국과 서울시 여성노동자 비교

- 2008년 기준 전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41만3천원이며 남성 대비 62.4%였다. 2016년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여성 

월평균 임금은 18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만8천원 증가하였으며, 남성 임금의 64.1% 수준이다.

-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158만원으로 남성 대비 63.2%이다. 2016년에는 198만원으로 남성 대비 

64.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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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임금수준 >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수준 (단위: %)>

              출처: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국미애, 2017.

- 서울시의 성별 임금격차는 임금 분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여성이 57.0%, 

남성이 27.2%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는 여성의 경우 18.3%에 불과하여 남성의 

44.5%보다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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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2016,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즉 전체 여성노동자와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비교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여성노동자(186만9천원)와 서울시 여성

노동자(198만원)의 월 평균 임금격차는 11만원에 불과하며 성별임금격차는 0.2% 차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4) 소결

- 2017년 대한민국과 서울시 거주 여성들의 삶과 노동을 간단히 비교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삶이 대한민국 전체 여

성의 삶보다 더 낫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 평등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실혀성 있는 접근

과 새로운 시도, 노력이 필요한 대목임을 반증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계 등 시민· 노동사회의 

노력을 소개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3. 자유, 안전, 평등을 향한 여성의 외침 (2017)

 2월 23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선토론회‘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 4월 15일 #VOTE_FOR_FEMINISM 직접행동 &세월호 3주기 촛불, ‘나는 오늘 FEMINISM에 투표한다.’

- 5월 11일, 임금차별 타파의 날 ‘오늘부터 무급이야, 무급타파’ 

- 5월 17일, 강남역‘여성살해’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5월 25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공동행동 주최 ‘촛불대선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

금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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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경험 돌아보기

1)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활동 

- 2017년 현재 서울시는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제도,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젠더정책팀을 신설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 젠더십계명 

개발 및 활용 등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

울시의 노력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성평등의 핵심인 ‘성별임금격차해소’ 등 여성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서울시의 노력은 아직 미

흡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 여성의 임금격차는 전체 여성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

드맵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집행 추진 부서가 어디인지도 불명확하다. 

- 예를 들면 성평등위원회에서 종사자의 95%가 여성인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집행은 

복지본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돌봄노동의 경우 재원이 서울시 독자 

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매칭펀드 사업이라는 요인도 작용한다.

2)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활동 

- ‘노동 존중 서울’을 표방하며 출범한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은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일자리와 관련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

- 그러나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 경험을 돌아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 혁신적인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 존중’에 ‘여성’ 노동 존중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노동은 ‘남성’의 얼굴로 대표되

고 여성 노동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동하는 노동자 쉼터 사업의 경우 종사자 대부

분이 남성인 대리기사의 경우 접근성 용이하게 버스정류소 등에 쉼터가 설치되었지만 가사노동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가

가호호 방문하는 가사, 돌봄노동자의 경우의 쉼터는 여성회관 등에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욕구와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이는 일자리노동국의 다양한 정책과 활동 속에 젠더관점이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성

별분리통계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년 실업, 생활임금, 비정규직, 최근의 

좋은일자리 도시 선언 등 모든 일자리노동국 행정에 여성노동자의 경험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관점이 개입되어야 한다. 

5. 맺음말 

-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100대 과제로 선정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 이는 더 이상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임을 선언한 ‘국민주권시대’

의 철학이며 국정 운영 방향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 없는 평등도시가 되도록 시민사회와 더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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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ng Geol 
(General Director,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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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is a member of gay chorus, GVoice, for fourteen years and Secretary of General of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Between Friends”) for seven 
years.

Lee is a human rights activist for sexual minority addressing wide-ranging human rights issues. In 2014, in particular, he served as a citizen member in the proces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Citizens' Human Rights Charter.

" 게이 코러스 지보이스의 14년차 단원이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7년차 사무국장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의제 관련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있는 인권활동가 입니다. 특히 2014년 서울시 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시민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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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mning Seoul Mayor Park Won-soon for negating the Human Rights Charter that specifi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and expressing his view that he "does not support homosexuality" in a meeting with a 
conservative Christian group, human rights advocacy society for sexual minorities launched a sit-in protest at the City Hall of Seoul 
from 11 a.m., December 6 (Sat.), 2014.

Issuing the statement below, the protesters called for Mayor Park's apology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harter and urg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hold itself accountable for letting hate violence take place at a public hearing on human 
rights charter legislation.

"Our sit-in will set a milestone in identifying who defends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on their behalf and upholds the 
value of human rights," the sit-in protest group said, calling for an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members who 
support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The following is a statement issued by the Rainbow Action and Rainbow protest group taking part in the sit-in.

================================================================== 

Launching a Rainbow sit-in protest at Seoul City Hall in the struggle against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We stand here brimming with rage we cannot contain.

What is most critical to resolving the reality of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due to bias and hate against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is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Nevertheless, we had to watch the incompetent dealing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at looked the other way in the face of inhumane violence committed on sexual minorities.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live here in the city as rightful citizens. But Seoul City and its Mayor Park Won-soon reduced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ies to an issue of "pros" and "cons," putting the life of sexual minorities at risk of being negated any time.

While running for Mayor in the October 2011 by-election, Park committed himself to instituting a charter of rights for Seoul citizens 
that espouses human rights values and norms. Mayor Park, however, threw away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n front of 
an ultra-rightist Christian force and made a servile apology for the "controversy" over the Human Rights Charter established by 
Seoul citizens, as we witnessed.

All this has happened in a matter of a few days. This is not just the degradation of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but the 
human rights of the entire Korean society that is at stake. With a mission not to retreat before the ill-intended elements that try to 
turn back the clock of human rights of Korea, we start a sit-in protest. In order to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and dignity of 
humans, all of whom deserve equality, we,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march into the City Hall of Seoul with the urgency and 
desperateness that we ourselves must prove and fight for the rights.  

We demand Mayor Park Won-so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following.

1. Mayor Park Won-soon must immediately come forward and meet with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Since election in 2011, 
Mayor Park has never responded to the demands of sexual minorities for a meeting. While he shares hatred and chats with a 
conservative Christian group, why doesn't he have time to meet sexual minorities, who are Seoul citizens? Mayor Park must sever 
his ties with hatred and agree to meet with sexual minorities immediately.

2. Mayor Park Won-soon must apologize immediately. Mayor Park must apologize for the incompetency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at looked the other way in response the riot and violence of anti-human rights forces and sexual minority hate 
group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Seoul citizens' Human Rights Charter. Mayor Park must apologize for the deceptive attempt 
by the SMG to discretionarily scrap the Human Rights Charter instituted by the democratic consensus of citizens. Mayor Park must 
apologize for his opportunistic move to approve of ultra-rightist Christian force's hate and discrimination by negating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3. Mayor Park Won-soon must promptly declare the Human Rights Charter for Seoul Citizens. As long as the citizens' committee 
confirmed the legitimacy of Charter contents, it is a due responsibility of the Mayor to declare the Charter. The Charter contains 
the mature human rights spirit of citizens vowing not to tolerate any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well advised to declare the Charter on Dec. 10,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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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versary day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planned.

4. Mayor Park Won-soon must sternly hold those, who committed hate violence at the hearing of Seoul citizens' Human Rights 
Charter, responsible. Violence is like a glass window shattering, and if left unchecked, it will only generate copycats. Hate forces 
trampled upon the Charter hearing site with yelling, booing, obstruction of proceedings and speeches, and hate violence. It was 
not only acts of defiling sexual minority citizens of Seoul but also a threat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SMG must make it 
clear that there is no place in Seoul for hate and violence on sexual minorities. Mayor Park is called on to take a legal action to firmly 
deal with the violence and anti-democratic behaviors of hate forces. 

Our sit-in will set a milestone in identifying who defends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on their behalf and upholds the 
value of human rights. The campaign slogan of Seoul mayor candidate Park Won-soon was "Who is on your side?" It has been just 
six months. After the torturous time to convince ourselves that Mayor Park is not on the side of sexual minorities, we stand here 
today. But we will march forward, at this crucial juncture, with a call for support and solidarity with those who demand that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be equally protected and promoted and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be upheld steadfastly.

We cordially urge all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civil societies, and citizens who support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to join our call for greater voice. It is our common goal to rid Korean society of the dark cloud of discrimination and hate. Let us put 
our heads together, let us meet, and let us generate bigger voice for our cause. Let us shout our calls beyond Seoul City Hall, into 
the realm of daily lives of sexual minorities where they eat, drink, work, and love, so that our voice against hate and discrimination 
can reverberate far and wide.

Our shouts will beget bigger shouts. Let us build a strong network of support and coalition so that our shouts can reach afar. 
We will bring our fight to a bigger arena in the face of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At the end of the fight 
triggered by the outrage at hate and discrimination, we will encounter a future where all people are entitled to truly equal rights. 
Our fight has just begun.

2014. 12. 6.

The Rainbow Action and Rainbow protest group taking part in the sit-in

Foreign Press Release in those days

[URGENT] Call for Action from South Korea: Rainbow Occupied Seoul City Hall, We Need Your Support!

Dear friends and colleagues,

We, Rainbow Action, a coalition of 20 LGBT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an urgent request for your support to stop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y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Mr. Park 
Won-Soon, in the Republic of Korea.

Mayor Mr. Park, formerly a human rights lawyer, is halt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eoul Charter of Human Rights (“the Charter”), 
because the Charter includes a provision that st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e then expressly and publicly denounced the rights of LGBT people. The Charter was duly drafted and passed by 
the Citizen Committee. It awaits proclamation by Mr. Park, which he now rejects. We need your support to make it happen!

The Charter was drafted and passed by the Citizen Committee, composed of 134 lay citizens and 30 human rights experts, 
including professors and activists, on November 28, 2014. The SMG, however, announced on November 30, 2014 that it would 
not proclaim the Charter. And the next day, December 1, 2014, Mr. Park, at a meeting with protestant pastors, assured that “As the 
Mayor of Seoul, I do not support homosexuality.” He apologized to the pastors for the “social conflicts” caused during the process 
and confirmed that the Charter will not be made with inclusion of such provisions that cause “social conflicts.”

The ‘social conflicts,’ which Mr. Park refers to, in fact mean the instances where the hate groups had caus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in drafting the Charter. The hate groups, mostly fundamental Christians, violently disrupted the public hearing on 
November 20, 2014. The SMG, however, did not stop the hate groups, or try to call the police, and only left the hate groups to 
forcibly end the public hearing. The SMG’s non-action to such hate-motivated violence, in addition to Mr. Park’s remark before the 
pastors, clearly express the intention to condone, and thus authoriz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LGB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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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yor’s denying the Charter for the reason that it state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an act of discrimination by the State that does not comport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harter must be proclaimed, as is originally scheduled 
on December 10, 2014, Human Rights Day, in Seoul.

We, LGBT activists and supporters, now occupied the City Hall to protest against the discrimination. Mr. Park has never responded 
yet to our repeated requests to have a meeting. We demand a meeting with the Mayor, Mr. Park Won-Soon. We demand him to 
proclaim the Charter.

Please show your support by sending messages to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r. Park Won-Soon (Twitter 
@wonsoonpark, Email wonsoon@seoul.go.kr, Fax +82-2-2133-0797(Seoul Human Rights Center)), urging him to proclaim the 
Charter and observe the duty to protect LGBT people from any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forward this message to 
your friends and colleagues.

Background

The Seoul Charter of Human Rights was a project that Mr. Park himself initiated as part of the pledges he made when he ran for 
the Mayor election in 2011. The Citizen Committee, composed of 164 citizens who voluntarily applied and selected by lot, was 
empowered with the authority to draft and conclude the Charter after deliberative meetings under the facilitation of 30 human 
rights experts who included activists and professors. Through the intensive debates for four months since August, the Citizen 
Committee passed the Charter on November 28, 2014.

The Citizen Committee, understandably in a sense, could not reach a consensus on several provisions relating to LGBT rights. They 
thus agreed to decide the issue by vote and finally resolved to include the LGBT related provisions. It was only then wh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nounced that the SMG would reject the Charter unless it is adopted by unanimous consent. 
The SMG now rejects to proclaim the Charter, by unilaterally claiming the rule which never existed in the first place, nor does the 
SMG even have the authority to make.

Mr. Park’s statement at the meeting with pastors, among others, revealed that the SMG’s unreasonable demand that it would 
recognize only those lists of ‘human rights’ that are unanimously agreed, is a mere excuse to cover its intention to exclude any 
notions of LGBT rights in the Charter. The proclamation of the Charter was originally scheduled as part of the event to celebrate the 
upcoming Human Rights Day. The event is still on schedule, and only the proclamation of the Charter is cancelled.

The Charter, if proclaimed, will work as the basis for the SMG to make action plan on human rights for the citizens of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s the capital and largest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home of 12 milli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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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인권헌장을 거부하고 보수기독교세력과의 면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2014년 12월 6일(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와 인권헌장 선포, 인권헌장 제정 공청회 장소에서 벌어진 혐

오폭력을 방치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성단은 이번 점거농성이 “성소수자의 옆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인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이들이 누구인

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 농성에 참여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무지개농성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선다.

성소수자가 편견과 혐오로 인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수수방관한 서울시의 무능한 대처를 지켜봐야 했다.

성소수자는 시민으로서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문제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소수자의 삶이 언제라도 부정당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권리헌

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극우 기독교세력 앞에 성소수자 인권을 내동댕이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싼 “논란”을 사과하는 비굴한 장면을 목도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인권의 후퇴다. 우리는 한국사회 인권

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 앞에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보장받

아야 하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성소수자 우리의 몸으로 증명하고 싸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서울시

청 안으로 들어선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요구한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나와 성소수자를 만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 당선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 단체의 면담 

요구에 응한 바 없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혐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덕담을 나눌 시간에, 서울시민인 성소수자를 만나지 못할 이

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혐오와의 결탁을 끊고 성소수자와의 대화에 즉시 응해야 한다.

2.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반인권세력, 성소수자혐오세력의 행패

와 난동, 폭력을 수수방관한 서울시의 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인권헌장

을 자의적으로 용도폐기 시키고자 한 서울시의 기만적인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

면서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혐오와 차별을 승인해버린 기회주의적인 행보에 사과해야 한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시민위원회가 헌장 내용을 적법하게 확정한 이상, 이를 선포하는 것

은 서울시장의 당연한 의무다.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차별도 외

면하지 않겠다는 서울시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이 오롯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스스로 예정한 날짜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일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라.

4.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의 혐오폭력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으라. 폭력은 깨진 유리창과 같아서 방치하면 

모방자를 양산할 뿐이다. 혐오세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를 고성과 야유, 의사방해와 혐오폭력으로 짓밟았다. 이는 성소수자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서울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인권도시 서울

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혐오세력의 폭력과 반민주적 행태에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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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농성은 성소수자의 옆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인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중요

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걸었던 슬로건은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고

작 6개월이 지났다. 우리들은 성소수자 옆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음을 똑똑히 확인하는 지독한 시간을 보낸 후, 지금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혹한 시간을 성소수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고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을 요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의 외침으로 통과할 것이다.

우리는 성소수자와 시민사회단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와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을 간곡히 요청

한다. 한국사회에 드리워진 반동과 차별, 혐오의 구름을 걷어 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머리를 맞대고, 몸으로 만나고, 목소

리를 모으자. 서울시청을 넘어 광장으로, 성소수자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우리

의 목소리가 퍼져나가도록 함께 외치자.

외침은 더 큰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외침이 저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소중한 지지와 연대의 끈을 튼튼하게 묶어내며, 우리는 성소

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선 더 큰 싸움을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혐오와 차별에 맞선 분노로 시작한 이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미래를 마주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2014. 12. 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및 무지개 농성단 일동

당시 농성 해외 보도자료 

[URGENT] Call for Action from South Korea: Rainbow Occupied Seoul City Hall, We Need Your Support!

Dear friends and colleagues,

We, Rainbow Action, a coalition of 20 LGBT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an urgent request for your support 

to stop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y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Mr. Park Won-Soon, in the Republic of Korea.

Mayor Mr. Park, formerly a human rights lawyer, is halt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eoul Charter of Human Rights (“the 

Charter”), because the Charter includes a provision that st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e then expressly and publicly denounced the rights of LGBT people. The Charter was 

duly drafted and passed by the Citizen Committee. It awaits proclamation by Mr. Park, which he now rejects. We need your 

support to make it happen!

The Charter was drafted and passed by the Citizen Committee, composed of 134 lay citizens and 30 human rights experts, 

including professors and activists, on November 28, 2014. The SMG, however, announced on November 30, 2014 that 

it would not proclaim the Charter. And the next day, December 1, 2014, Mr. Park, at a meeting with protestant pastors, 

assured that “As the Mayor of Seoul, I do not support homosexuality.” He apologized to the pastors for the “social conflicts” 

caused during the process and confirmed that the Charter will not be made with inclusion of such provisions that cause 

“social conflicts.”

The ‘social conflicts,’ which Mr. Park refers to, in fact mean the instances where the hate groups had caus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in drafting the Charter. The hate groups, mostly fundamental Christians, violently disrupted the public 

hearing on November 20, 2014. The SMG, however, did not stop the hate groups, or try to call the police, and only left the 

hate groups to forcibly end the public hearing. The SMG’s non-action to such hate-motivated violence, in addition to Mr. 

Park’s remark before the pastors, clearly express the intention to condone, and thus authoriz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LGBT people.

The Mayor’s denying the Charter for the reason that it state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an act of discrimination by the State that does not comport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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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harter must be proclaimed, as 

is originally scheduled on December 10, 2014, Human Rights Day, in Seoul.

We, LGBT activists and supporters, now occupied the City Hall to protest against the discrimination. Mr. Park has never 

responded yet to our repeated requests to have a meeting. We demand a meeting with the Mayor, Mr. Park Won-Soon. 

We demand him to proclaim the Charter.

Please show your support by sending messages to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r. Park Won-Soon 

(Twitter @wonsoonpark, Email wonsoon@seoul.go.kr, Fax +82-2-2133-0797(Seoul Human Rights Center)), urging him 

to proclaim the Charter and observe the duty to protect LGBT people from any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forward this message to your friends and colleagues.

Background

The Seoul Charter of Human Rights was a project that Mr. Park himself initiated as part of the pledges he made when he 

ran for the Mayor election in 2011. The Citizen Committee, composed of 164 citizens who voluntarily applied and selected 

by lot, was empowered with the authority to draft and conclude the Charter after deliberative meetings under the facilitation 

of 30 human rights experts who included activists and professors. Through the intensive debates for four months since 

August, the Citizen Committee passed the Charter on November 28, 2014.

The Citizen Committee, understandably in a sense, could not reach a consensus on several provisions relating to LGBT 

rights. They thus agreed to decide the issue by vote and finally resolved to include the LGBT related provisions. It was only 

then wh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nounced that the SMG would reject the Charter unless it is adopted 

by unanimous consent. The SMG now rejects to proclaim the Charter, by unilaterally claiming the rule which never existed 

in the first place, nor does the SMG even have the authority to make.

Mr. Park’s statement at the meeting with pastors, among others, revealed that the SMG’s unreasonable demand that it would 

recognize only those lists of ‘human rights’ that are unanimously agreed, is a mere excuse to cover its intention to exclude 

any notions of LGBT rights in the Charter. The proclamation of the Charter was originally scheduled as part of the event 

to celebrate the upcoming Human Rights Day. The event is still on schedule, and only the proclamation of the Charter is 

cancelled.

The Charter, if proclaimed, will work as the basis for the SMG to make action plan on human rights for the citizens of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s the capital and largest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home of 12 milli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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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on-kyung is an activist of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She learns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and supports activities of Nay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s. 

The areas of her special interests are not confined to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but include human rights of students, LGBTQ, workers and women.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인권교육에 대해 배우고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다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의 인권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학생, 성소수자, 노동자, 여성 등의 인권이 서로 만나고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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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Disabled!

Lee Yoon-kyung

with the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A great number of the severely disabled in Korea want to live in Seoul. This is because there is naturally more social support 
provided to the disabled compared to other region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urs are longer in Seoul. There are more means 
of transportation for the disabled. There are more organizations where the disabled can receive education or take programs. There 
are many more people the disabled could meet. Overall social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Seoul. Seoul’s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disabled have been leading improvements in the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by other reg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disabled. Then is Seoul a place of freedom and equality to the disabled?

Since the inauguration of Mayor Park Won-soon in 2011,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ies have been based on 
the keywords, ‘innovation, governance, and human rights.’ The organization I am with makes many ‘extreme and radical’ policy 
suggestions compared to other organizations. For this reason, former mayors considerably disliked my organization. In fact, 
one mayor compared our organization to a terrorist group. Since Mayor Park Won-soon took office, there have been greater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Meeting and engaging in 
dialogue with one another is good in most circumstances. What is important next is the way and content of dialogue. Throughout 
the last six years, initial expectations were not met in the way and content of dialogue. I am not sure what part of disability rights 
can be referred to as being innovative, nor am I confident about what par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achieved governance. 
The reason why I do not regard this as a complete failure is because we were unfamiliar with governance since we experienced 
only rupture with the government for dozens of years. This is likely the case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well. I hope 
this human rights forum leads to the suggestion and realization of more progressive alternatives. Here, I will examine the form 
and content of governance that was implemented in disability rights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as well as the major agenda of 
disability righ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disabled person policy plan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ly established recently are ‘Comprehensive 
Plan for a Hope-Filled Seoul for the Disabled (Year 2012)’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1st Master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Year 2014).’ The master plan was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rdinance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comprehensive plan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Human Rights Policies’ (Year 2013). 

The master plan was established based on a survey of the severely disabled’s welfare policy demands that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a study conducted by the Seoul Welfare Foundation in 2011.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Year 2017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which was re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cludes the Year 2016 
performance. In 2016, budget execution reached 95%. It was also reported that 26 projects accomplished their goals; 14 projects 
did not fully accomplish the goals; and six projects were sluggish.

The performance of all individual projects was reported based on quantitative goals. However, some projects required an evaluation 
on the content rather than a quantitative evaluation. Because a quantit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for all project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meaning certain projects have. This is especially true for ‘guarantee of rights and interests.’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master plan projects were launched before Mayor Park Won-soon took office, and services are still 
based on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ncome standards,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e policy goal is to make a shift from 
the previous facility-centered institutionalization policy to a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fe policy, but this goal is not 
reflected in the budget.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of mobility and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not much difference can be 
found between policies for the disabled before 2012 and those at present. 

Moreov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isabled person welfare policies, including its master plan, require a comprehensive, 
integrated approach to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In the area of welfare of the disabled, as was the case with other areas, 
relevant parties became more aware of their rights and made demands for their rights which were then incorporated in policies. As 
a result, welfare content and services relatively grew quantitatively and became diverse. However, the services are fragmented and 
segmented, and similar services have been carried out by different departments separately. There are sufficient materials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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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ferenced to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practice of lining up many pla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way of governance in the area of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Seoul Special City’s Ordinance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e ‘Committee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to provide advice on and to deliberat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However, what is discussed by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s advice and deliberation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cannot be found in the annual report made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so, I doubt that 
the Committee can conduct in-depth discussions on the extensive master plan since a Committee meeting is held only once a year.

Moreov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operating the Seoul Governance for the Disabled, which is a consultative group 
consisting of the leaders of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in Seoul. The functions of the Seoul Governance for the Disabled 
overlap with those performed by the Committee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It seems like this consultative 
group was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 on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for policies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at is included in the master plan. 

The Committee, which is operated based on the ordinance mentioned earlier, is held once a year. In contrast, the Seoul Governance 
for the Disabled is held on a quarterly basis, and the content and outcome of the meetings are not disclosed. I agree that government-
private sector cooperation needs to take place through various systematic channels for the opinions of various members of Seoul 
to be reflected in policies. However, it cannot be confirmed if the committees and consultative groups that are currently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engaging in discussions that a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each meeting. Also, their 
roles and status are unclear, and their functions considerably overlap. In addition, I was able to confirm that most of the meeting 
agenda items of the Seoul Governance for the Disabled were demands for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Our organization suggests severely disabled persons policies for the following year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very 
year, and requests for discussions on the suggested policies. It is the only organization, from among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to openly suggest policies every year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request for discussions. It usually presents a 
proposal in March or April. It takes more than three months to actually have a meeting on the proposal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meeting process with officials in charge is usually not smooth. 

Everybody agrees on ‘deinstitutionalization,’ but does this also apply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 key issue that is emphasized by bo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Promoting Human Rights’ is ‘deinstitutionalization.’ Making 
a shift in Korea’s disabled persons policies, which were focused on institutionalization for 70 years, in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fe signifies a complete paradigm shift in disability rights and full-scale changes in disabled persons welfare 
polici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dvanced when considering that the central government used the term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in an official document no sooner than in 2017. However, the plan implementation process 
raises concerns over whether ‘deinstitutionalization’ will become nothing more than empty talk.

An assessment made in the Year 2016 Overall Evaluation of Master Plan Projects that was cre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tes,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account for a mere 0.69% (2,736 persons)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sabled, but focus is placed on facility-centered human rights measures. Also, there is a lack of human rights measures for 
the disabled in regional areas.” In addition, an assessment made in an evaluation of each project area states, “There is a need to 
sufficiently review whether deinstitutionalization is the best measure for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There is a need 
to confirm whether these assessments are the official sta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budget allocated to the project on ‘deinstitutionalization of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is around KRW 1.8 billion 
which means that it is not even 0.5% of the overall budge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for 2017. Also, 
the abovementioned assessments are fully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which is to 
‘gua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so that they can live their daily lives freely in the local community.’ They also contradict 
the overall direction of current human rights policies for the disabled that break away from institutionalization-centered anti-
human rights policies and move toward policies that promote a local community-centered independen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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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direc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Original implementation dire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March 2014)

◦  Break away from the focus on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and strengthen support for an independent life and expand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  Expand the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support so that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can live independent lives 
in local communities

◦  Prevent disabled persons in local communities from being admitted into residential facilities and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readmission of disabled persons to residential facilities

Year 2015 project plan implementation dire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February 2015)

◦  Actively support deinstitutionalization for disabled persons who can live independent lives in local communities, and 
strengthen recuperation and protection function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who require protection at facilities

◦ Make the physical size of spaces small to provide local community-centered services 

◦ Support a residential life in which a private life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in a home-like atmosphere

Project outline of the 2017 project pla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o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February 2017)

◦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es of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establish a foundation and provide support so that 
disabled persons at residential facilities can be integrated into local communities as much as possible and enjoy independent 
lives

 - Make the physical size of spaces small to provide local community-centered services

 - Support residential life in which a private life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in the local community

This issue is confirmed by a change in the deinstitutionalization goal that took place in less than a yea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aster plan. The original direction of the master plan was deinstitutionalization and 
an independent life, but this changes into a direction in which existing residential facilities are maintained. This practically 
signifies a change into a residential facility policy. The inconsistency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tance towards 
deinstitutionalization is also reflected in project content. Despite continued, clear opposition and the raising of issues by disabled 
persons who left facilities and relevant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including 
disabled persons in ‘independent life experience homes and joint life homes’ that are created and operated b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corporate bodies of the residential facilities in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who were 
deinstitutionalized. Deinstitutionalization is where disabled persons in accommodation facilities are provided with physical 
support in the local community and enjoy an independent life, and its meaning includes a change in the quality of life in which 
disabled persons free themselves from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that existed in residential facilities in which certain people had 
authority. As such, if a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 who lived at a residential facility for dozens of years, referring to facility 
personnel as ‘sir/madam’ and eating and sleeping according to their instructions, is moved to a house for two or three disabled 
persons where the ‘sir/madam’ who ‘manages and supervises’ him or her is the same, this change in merely the space cannot be 
dubbed deinstitutionalization. Claiming that this is deinstitutionalization is existing residential facilities’ strategy of maintaining 
their existence. It also mean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going along with this strategy and spending its budget, 
thereby increasing the wealth of these residential facilities.

To widely publicize the corruption issue of the Seokam Foundation, which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ound 20 disabled persons of the Seokam Bethesda Home came together in 2007. The disabled persons held a 
demonstration in tents for 50 days in front of Seoul City Hall in March 2008, calling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for establishment 
of the Seokam-Seongram Foundation and guarantee of deinstitutionalization rights.’ As a result of the demonstr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users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Seoul to determine their demand for deinstitutionalization. Results of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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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that more than half wanted to be discharged from the facilities, and that more than 70% would want to be discharged 
if they were provided with residential, income, and personal assistance-related support. Despite this study outcome, then Seoul 
Mayor Oh Se-hoon did not implement any policies for deinstitutionalization-independent life. For this reason, eight disabled 
persons who used the Seokam Bethesda Home for dozens of years packed up their belongings and left the facility in June 2009. 
They slept at Marronnier Park and held a demonstration there. Their 62-day struggle is w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basic deinstitutionalization system and public delivery system, such as the creation of the Disabled 
Switchover Service Support Center and independent life home system (present independent life hous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the onl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build and execute a deinstitutionalization and switchover system.

However, no policies were implemented afterward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deinstitutionalization. Resources 
that are most need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are ‘residence, income, and personal assistance,’ but, as mentioned earlier, policies 
are retrogressing in that they seek to maintain previous residential facilities as a form of residence. Also, only around ten people a 
year can apply for settlement funds for discharged persons. Additional personal assistance that is provided to deinstitutionalized 
disabled persons is a mere 30 hours a month, and this is provided only to an annual 30 persons. The policy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600 persons in five years and this policy’s reflection in the 
budget cannot be confirmed. 

Many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deinstitutionalization. There is a need to prohibit the expansion of new facilities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ilt a new facility in Yeoju, Gyeonggi Province in 2016), and new admissions. There is a 
need to build a local community foundation that prevents the inflow of disabled persons into facilities. Also, a plan needs to 
be formulated on dissolving and reducing the 45 facilities in Seoul. As of 2017, the budget for each user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s around KRW 35 million a year. Let’s assume 100 disabled persons leave a facility in a year. A plan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KRW 3.5 billion budget that was spent for these disabled persons to use the facilities is used instead for 
them to settle down outside the faciliti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lans on reducing the size and budget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on increasing the budget for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 Neighborhoods should change. At present, persons with severe 
or multipl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he disabled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se people to live 
safely in local communities after they leave the facilities, local communities ne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an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how they can live together with the disabled. 

We are prepared. 

I frequently suffered a sense of distress in the process of engaging in discussion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policies.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personal assistance for the disabled made the following comment whenever I met the 
official: “Providing personal assistance for the disabled 24/7 is a waste of the budget. We cannot waste the national budget. My 
conviction is to oppose 24/7 personal assistance. I wouldn’t do it even if the mayor instructed me to.”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acted like he was responsible for communicating on behalf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 
official commented, with pride, that deinstitutionalization was premature, that the disabled need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at it is 
outstanding for residential facilities to create independent life experience homes.  

In meetings that were held to discus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ies on the disabled, rather than for individual 
organizations to request for suppor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ted like it was bargaining product prices. It found it 
difficult to accept our suggestions since this would lead to demands by other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I experienced, on 
many occasions, cases where even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on the basic value of human rights. Moreover, there were 
frequent cases where important policy and system changes were not shared or communicated. These were mostly changes that 
we would oppose and raise issues with once we became aware of the changes. (It seems like public officials fully realize what kind 
of policies have issues.)

In meetings held with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a few times a year to discuss polici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most never first presented human rights-related values and direction in relation to disabled persons policies. Most meetings come 
to an end after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make individual requests. Afterwards, requests made by organizations that have 
personal connections with policy decision-makers or policy makers are reflected in policies in parallel. This situation takes place 
repeatedly. In this sense, there are issues with roles perform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s responsible for inspecting wheth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dequately executing the budget in accordance 
with policy goals and plan.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s merely receiving report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at is more is that it does not even fully understand the policies.

The same situation repeatedly takes place at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s well. An elementary school in Gan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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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Seoul was closed down not too long ago. There was a conflict among local residents on how the site of the elementary 
school would be used. The reason for closing down an elementary school in a neighborhood with many residents was absurd, 
and the reason for the conflict that ensued was dismal. What was more regrettable was the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as powerless in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on 
whether to establish a special-education school or a Chinese medicine clinic. It did not give deep thought to why the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were strongly demanding for a ‘special-education school.’ Korea enacted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in 2007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of inclusive education.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aw’s enactment. However, education sites did not change during the last decade. Many disabled students are neglected and 
avoided in general school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re swamped with administrative work rather than special education. 
Due to the shortage of regular teachers, contract teachers are teaching students in an unstable state. These circumstances are 
forcing parents to demand for special-education schools, which are a place for education dedicated to disabled students. I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ctually considered the human rights-related and educational aspects of disabled persons 
education, it would have looked into the shortcomings of special education in Seoul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conflict. It 
should have asked itself questions on what it should do and established plans on how disabled students can receive education 
together with other students in general schools so that parents of disabled students wouldn’t risk their lives for special-education 
schools.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ailed to do so. In the end, the Prime Minister had no choice but to make the 
following comment to citizens: “Please allow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education school.” I am concerned that discussions that 
were held during the last 15 years on inclusive education will return to square one.  

We welcom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goals and policies to build a human rights city. We also 
welcom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will to build such a city with civil society. However, for these plans to be realized, 
people wh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plans need to be ready to understand their value and to engage in cooperation. 
Governance does not involve gathering demands made by civil society without question. However, discussions can begin only 
when an agreement is reached on basic values. Then 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ady? We are even ready to jointly 
execut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ecome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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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정책에도 혁신을!

이윤경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당연히 더 많기 때문이

다. 서울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더 많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도 더 많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더 

많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적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과밀되어 있는 한국에서 서울의 장애인 정

책과 제도는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 수준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서울은 장애인에게 자유롭고 평

등한 곳인가?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정책의 키워드는 ‘혁신과 거버넌스, 인권’이었다. 내가 활동하는 단체는 다른 곳에 비해 ‘과격

하고 급진적인’ 정책제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전의 시장들은 우리를 많이 싫어했고 어떤 시장은 우리를 테러리스트와 비교하기

도 했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이전 시장들에 비해 시와 민간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다.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

는 것은 대다수의 상황에서 좋은 일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방식과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6년간 그 방식과 내용은 

처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장애인권의 그 어떤 부분을 혁신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장애인복지 그 어떤 부분에서 거

버넌스가 이뤄졌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다만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수십년을 정부와 단절의 경험만 있었

던 우리 역시 거버넌스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권포럼을 통해 더욱 발전

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실현되길 바라며, 그동안 장애인권과 장애인복지에서 진행된 거버넌스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서울시 장

애인권의 주요 의제를 함께 살펴보려한다. 

서울의 장애인 인권 정책

서울시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수립한 장애인 정책 계획은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2012년)”과 “서울시 1차 장애인 인권증진 기

본계획(2014년)”이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에　따라 수립되었고, 종합계획과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

획’(2013년)을 연계하여 계획되었다. 

기본계획은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의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욕구 조사에 따라 수립되었다. 서울시가 보고한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의 2016년 추진실적에 따르면 2016년 예산집행 비율은 95% 달하며, 목표달성도는 달

성 26개, 미흡 14개, 부진 6개 사업으로 보고되어있다.

모든 개별사업은 정량목표에 따른 실적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정량평가가 아닌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모든 사업이 정량평가로 되어 있어 실제 해당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권익보장” 분야가 특히 그러하다.

기본계획의 상당수는 박원순 시장 이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고, 서비스 기준 역시 장애등급제와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것 역시 기존과 같다. 시설중심의 수용정책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이지만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동권과 발달장애인 부문을 제외하면 2012년 이전 장애인정책과 비교하여 현재 장애인정책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장애인 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

와 같이 장애인복지는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비어있던 권리들이 요구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 만들어져왔다. 이 

때문에 복지의 내용과 서비스가 비교적 양적으로 커지고 다양해졌지만, 서비스들은 파편적으로 분절적이며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

들이 각기 다른 과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런 현재의 나열식 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이

미 충분히 많다. 

장애인 부문에서의 서울시 거버넌스 방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에 따라 서울시기본계획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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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의 논의내용과 서울시기본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심의 내용은 매년 보고되는 서울시 보고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연 1회 개최되는 위원회가 광범위한 서울시기본계획을 심층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장애인통거버넌스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와 기

능에 있어 중복된다. 이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계획에 따라 구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는 반면 통거버넌스는 분기별로 진행되고 통거버넌스 역시 회의의 내용과 결

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민관의 협력이 유기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이뤄지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체들이 각 회의의 목적에 맞는 논의를 하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으며, 그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하고, 기능 역시 상당부분 중복된다. 한편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통거버넌스의 회의 안

건은 장애인 단체를 위한 요구사항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우리 단체는 매년 서울시에 그 다음해 중증장애인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

년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를 요구하는 곳은 장애인단체 중 우리가 유일하다. 보통 3~4월에 제안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와 실제 회의를 하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담당과와 회의를 하는 과정은 보통 원활하지 않다. 

모두가 동의하는 ‘탈시설’ 서울시도 그러한가?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과 “서울시인권증진기본계획” 두 가지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는 ‘탈시설’이다. 70년간 수

용중심이었던 한국 장애인정책을 탈시설-자립생활로 그 중심을 바꿔나간 다는 것은, 장애인권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중앙정부도 2017년에서야 공식문건에서 처음으로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비하면 서울시는 매우 선진적이다. 그러나 계획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탈시설’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 

서울시가 작성한 2016년 기본계획 사업 총괄 평가의 “거주시설 장애인은 전체장애인의 0.69%(2,736명)에 불과한데도 시설위주의 

인권대책에 집중되고, 지역 장애인 인권대책이 미흡함”이라는 평가와 사업분야별 평가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탈시설화가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만 비교해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사업 예산은 18억여원으로 2017년 서울시기본계획 전체예산의 0.5%

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서울시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인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과 전면 배치되는 평가이며, 수용중심의 반인권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정책으로 향하는 현재 장애

인인권정책 전체 방향과도 상충된다.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중 탈시설화 추진 방향의 변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원계획 추진방향 (2014. 3)

◦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방지 및 시설퇴소자의 재입소 예방 강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2015년 사업계획 추진방향 (2015. 2)

◦ 지역사회 자립 가능 장애인은 탈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을 강화

◦ 물리적 공간규모를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2017년 사업계획 사업개요 (2017. 2)

◦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통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고 지원

 - 물리적 공간규모를 소규모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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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기본계획 수립 후 1년도 되지 않아 탈시설화 추진목표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탈시설과 자립생

활을 기본으로 했던 기본 계획의 방향에서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 상 거주시설 정책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서울

시의 탈시설에 대한 입장의 모순은 사업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탈시설을 한 장애인당사자들과 관련 장애인권단체들의 지

속적인 명확한 반대와 문제제기에도 장애인거주시설과 해당 시설의 법인에 의해 신설․운영되는 “자립생활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을 탈시설 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시설은 수용시설 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을 받으며 자립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기존 거주시설 내 위계적이고 권력이 작동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거주

시설에서 십수년을 살던 발달장애인이 어제까지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녀들의 지시에 따라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생활에서, 두세

명이 사는 집으로 옮겨 왔으나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선생님’들은 그대로인 공간만의 변화를 했다 한들 이를 탈시설이라 부를 

수 없다. 이를 탈시설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상 기존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서울

시가 동조하고 서울시 예산을 쏟아 부어 거주시설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2007년 서울시 관할 법인시설인 석암재단 비리문제를 알리기 위해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장애인 20여명이 모였다. 이후 2008년 

3월 “석암-성람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50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의 

결과로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50% 이상이 퇴소를 희망했으며, 주거, 소득, 활동보조 

등이 지원된다면 70% 이상이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에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자립생

활을 위한 어떤 정책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9년 6월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이용인이었던 8명의 장애인이 수십년 시설에

서 살던 짐을 싸들고 시설을 완전히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고, 62일 간의 투쟁으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

터신설, 자립생활가정제도(현재 자립생활주택) 등 당시 전무했던 현재의 서울시 탈시설 기본 제도와 공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탈시설전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 이후 탈시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없다.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자원은 “주거, 소득, 활동보조” 이지만, 위에

서 확인하듯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주거의 형태로 지속하려는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퇴소자정착금은 연간 10여명만 신청할 

수 있고,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추가활동보조 시간은 월 30시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간 30명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발

표한 5년간 600명의 탈시설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반영은 확인되지 않는다. 

탈시설을 위한 대안은 이미 많은 곳에서 나왔다. 신규시설 확대를 금지하고(그러나 서울시는 2016년 경기도 여주에 신규시설을 설

립했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한다. 장애인이 시설로 유입되지 않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45개 시설을 해체 및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1인당 예산은 연간 약 3500만원

이다. 기계적인 계산으로 1년간 100명이 탈시설 할 경우 이들에게 지원됐던 35억의 예산을 이들의 탈시설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의 규모와 예산을 줄여나가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네가 달라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중복의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간 서울시와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참담함을 느꼈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 활동보

조 24시간은 예산낭비다. 국가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활동보조 24시간 반대는 나의 신념이다. 시장이 하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없

다.”라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했었다. 장애인 탈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임을 진 것처

럼 탈시설이 얼마나 시기상조인지,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나마 거주시설에서라도 자립생활체험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개별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자리에서 서울시는 마치 상품가격을 흥정하는 듯 했

으며,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른 장애인단체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를 숱하게 경험했다. 한편 중요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들이 공유되고 소통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

다. 우리가 알면 반대하고 시끄러워질 내용들이 주로 그러했다. (그러고 보면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

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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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협의하자고 1년에 몇 번 장애인단체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권적인 가치와 방향을 먼저 제

시하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단체들의 개별 요구사항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회의가 대부분이다. 이후에는 정책결정자 혹은 정책

입안자들과 인맥이 있는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병렬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점에서 시의회의 역할 역시 문

제가 있다. 서울시가 정책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 보고 이상의 점검이 시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상황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반복된다. 얼마 전 서울의 강서구에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폐교되는 그 부지의 사용처를 두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있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후 갈등 역시 

그 이유가 암담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였다. 특수학교 설립과 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갈등에서 교육청은 무력했다. 왜 장애인부모들이 ‘특수학교’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다. 한국은 통합교육

을 전제로 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2007년에 제정했고,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일반학교 안에서 다수의 장애학생들은 방치되고 외면당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이 아닌 행정에 시달

리고, 정교사가 부족해 계약직 교사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하고 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부모들은 다시 장애학생들만의 교육

공간인 특수학교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이 장애인교육에 대한 인권적이고 교육적인 고민이 있었다면, 이 갈등의 상황에서 서울

의 특수교육에 빈곳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폈어야 했다. 장애인부모들이 목숨까지 걸며 특수학교를 요구하지 않도록, 일반학교 내에

서 장애학생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기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계획을 내놓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들에게 “제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15년간의 통합교육에 대한 논

의의 발전이 다시 원점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시가 인권도시를 위한 목표와 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자 하는 의지 역시 그러하

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

야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조건 다 수렴하는 것이 거버넌스는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린 서울시가 필요한 준비조차 함께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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