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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을 150만 광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환

영합니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박경서 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이희호 김대중평화재단 이사장님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11년 ‘도시에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던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그동안 많은 도시 대표들과 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모시고 인권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

며 인권위 가치 확장과 도시 연대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평화’라는 화두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도, 인권의 가치를 꽃피우는 일도 

결국은 생명존중 사람중심의 평화로운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

하고자 합니다. 

전쟁과 테러 등 물리적 힘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내는 일에서부터 소수자와 약자를 챙기는 일에 이르기까

지 인간의 삶은 결국 평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개인과 가정의 행복, 도시와 국가가 지켜질 수 있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실, 광주가 세계에서 가장 인권정책이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권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도시이기에 그 가치를 행정 속에, 시민사회의 협치 속

에, 또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진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먼저 손 내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주정신’이라 말하며 이를 세계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37년 전 광주는 잔인한 국가폭력에 의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 시민들은 범죄 

하나 일어나지 않는 가장 평화로운 공동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가족과 이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우리는 상식이 깨어지고 양심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향해 촛불을 켰습니다. 절제된 분노 속에 위

대한 시민주권혁명을 일으켜 국민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세워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곧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포럼은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

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 북핵 실험으로 인한 남북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비상체제라는 긴급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점, ‘전쟁 없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속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을 

선언합니다.

 5 4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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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박경서

환영사

존경하는 세계 인권도시 대표자 그리고 인권 운동가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인

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찾아주셔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인권의 문제는 국가적 책무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UN차원에서도 회원 국가들

에게 많은 인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광주가 깨닫고 2011년에 세계인

권도시포럼을 개최한 이래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점진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안들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UN OHCHR, UCLG-CISDP,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지방의회, 학계, 인권도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일곱 번째의 포럼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특시, 올해 포럼에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의 촛불혁명, 스페인의 

온라인 플랫폼, 프랑스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전체회의 Ⅰ에서 알아보고, 스웨덴의 인권정책을 집중해

서 연구해보는 전체회의 Ⅱ, ‘지방정부와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전문가 워크숍, 아시아인권도시네트워

크, 9개의 주제별회의, 아시아인권헌장 워크숍, 다채로운 인권문화 탐방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하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행

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단체 관계자 및 자원 활동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축사

존경하는 국내외 인권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 개최되는 일곱 번째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연말 촛불혁명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완성된 이 혁명이 바로 광주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현직 대통령으로 

다시한번 약속했습니다. 보수정권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된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가 다시 조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광주는 지난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도시입니다. 또한 한국 민주 발전의 

분수령이 된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입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주의 인권 행적이 

스며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가 UN인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광주는 세계적인 민

주·인권·평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 평화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각기 처한 

환경에 따라 이룩한 인권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아

닌 지방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문가적 의견과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고 여러분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 각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

합니다.

다시한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준비해 주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6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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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노트

축사

광주광역시 의장  
이은방

민주와 인권의 도시 우리 광주에서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된 것을 15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헌신해 오신 국내외 인권 지도자와 활동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 하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윤장

현 시장님, 박경서 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18정신을 고양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출범했던 포럼이 올해로 7회를 맞았

습니다.

31개국에 달하는 국내외 인권 지도자와 253분에 달하는 활동가 여러분이 모두 모여 인권과 민주주의 실

천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로운 지구공동체 조성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뜻깊은 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 인권도시들이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진일보하기를 바랍니다. 

광주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모두 보람되고 편안한 일정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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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배경 및 개요 주제 및 국내·국제적 맥락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2017, 이하 2017 광주포럼)은 2011년 5월 열린 제1회 국제인권도시네트

워크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의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37년 전 국가폭력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5·18광

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인권헌장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

고 있습니다.

2011년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에서 정의한 인권도시는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정치적 과정’입니다. 현재 광주 포럼은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단과 인권전문가, 인권 관련 

NGO, 언론인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의 삶터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실천을 모색해 나가는 대표적인 인권도시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광주 포럼에는 지난 6년 동안 159개국에서 392명의 해외 발표자가 참여하였고, 국내를 포함하면 928명에 이릅

니다. 패트리샤 개틀링 뉴욕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강경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

코 사무부총장, 마리아 자라테 국제주거연맹 대표 등 수많은 국내외 대표적인 인권전문가들이 광주포럼에서 자신

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광주 포럼을 비롯한 국제인권사회의 노력으로 2015년 9월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

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또한 국가와 함께 인권존중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시민들과 연관성이 깊은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법과 질서, 식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책임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포럼은 앞으로도 UN인권이사회 보고서의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UN인권

이사회 차원의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7 광주포럼은 2017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박 4일간 열립니다. 포럼에는 

인권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UN인권전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관계자, 세계지

방정부연합 아태지부 관계자 및 회원도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s), 지방의회, 학계 인사들과 인권도시 관

계자 등 1천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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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포럼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

다.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상황에서 ‘평화’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권도시의 미래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이자, 인권과 민주

주의를 통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낸 도시입니다. 1980년 5월에는 군부의 폭압적 통치에 

저항하며 계엄철폐, 민주인사 석방 등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부르짖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들은 탱크와 군인들에 도시가 포위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

누고 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등 서로를 지켜주고 포용하는 나눔과 연대의 대동 세상을 만들었습

니다. 그 이후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을 국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 모든 결실은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삶이 진보 할수록 함께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정신은 지난해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UN정주권회의의 주요 도시의제 중 하나인 ‘포용도시’의 개념

과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광주에서 평화와 성숙한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

갈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저항해 왔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주권자로서 평화롭게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튀니지의 자스민 민중혁명과 홍

콩의 우산혁명,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사례입니다. 남녀노소와 계층을 넘어선 대규모 시민

들의 직접적인 주권행사와 광장 민주주의는 특정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

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쇠퇴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용의자 수천 명이 사법절차 없이 즉결처형 되었고, 국가비

상사태를 선포한 터키는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150여 개 언론사가 폐쇄되는 등 언론의 자유와 재야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분쟁과 정쟁만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불평등한 부

의 분배구조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나 영국의 유

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나타나 공동체 내에서 자국민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어떻게 이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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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광주인권도시 선언문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

종, 성별, 피부색, 국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

의 원칙에 따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7 광주포

럼은 국가폭력, 노인, 마을공동체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체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

고 확장하기 위한 실천의 문제를 인권도시 내, 인권도시 간 상호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7 광주포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평화의 눈으로 되짚어 봄으로써 인권도시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스페인의 온라인 플랫폼, 프랑스 직접 참여 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인권보장의 실천적 기제인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자치를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도시발전, 주거, 환경’이라는 주제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도시권에 대

한 인권적 접근을 모색했던 지난해 포럼의 논의와 성과를 이어받아, 인권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광주포럼은 주제세션

에 마을공동체를 새로이 추가하여 일상의 삶터에서의 시민자치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포럼에 참가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및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민주주의와 인권도

시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2017 광주포럼은 아시아 인권도시 네크워크 세션을 새로이 추가하여 인권도시 공동체를 만들

어가는 데 관심 있는 여러 아시아 도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인권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포럼

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난해 새롭게 시도된 국내 인권도시 관계자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인권위원회 세션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정

부의 인권주류화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정책 실행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시아 인권 헌장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미주, 

유럽과 같은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보호기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광주포럼의 목적과 방향성

의제와 프로그램 구성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단체

2017광주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지방 자치단체장과 국제적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닝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합니다. 전체회의는 최근 한국의 시민 주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인 촛불 집회를 비롯하여 스페인의 온라인 

플랫폼, 프랑스 직접 참여 민주주의 사례를 등을 다루고, 폐회식에서는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을 채

택합니다. 

주제별 회의는 국가폭력, 노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민·난민, 장애인, 환경 등 시민

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회의 및 주제회의는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특별회의는 국제분야로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가 워크숍’, ‘스웨덴 인권데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국내 분야로 ‘국내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광역 인권위원회 협의회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포럼기간 동안 5·18아카이브, 트라우마 센터, 5·18국립묘지 참배 등의 부대행사들도 함께 열립니다.

2017광주포럼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ISDP)의 공동의장도시인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UCLG-CISDP가 공동 주관합니다.

 또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UN인권사무소, 한국인권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

태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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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전체일정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석가능합니다.

•This event only allows list of invited guests and staffs to participate.

*
*

*

*

*

*

*

*

*

공식행사 Official Event

O1: 개회식&오프닝라운드테이블 Opening Ceremony & Opening Roundtable

O2: 환영만찬 Welcoming Dinner 

O3: 환송오찬 Closing Luncheon 

O4: 폐회식 Closing Ceremony 

전체회의 Plenary Session

P1: 전체회의Ⅰ「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Plenary Session Ⅰ「Citizen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Cities」 

P2: 전체회의 Ⅱ「스웨덴인권정책」 

Plenary SessionⅡ: 「Sweden’s Human Rights Policy」

 

주제회의 Thematic Session

T1: 도시와 여성 City and  Gender 

T2: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Vitalization

T3: 도시와 노인 City and the Elderly 

T4: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 City and  Child·Youth Education 

T5: 민주주의와 마을 Village Democracy 

T6: 도시와 환경 City and Environment 

T7: 국가폭력과 인권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T8: 장애와 인권 Disability and Human Rights 

T9: 이주민·난민과 인권 Migrants•Refugees and Human Rights

특별회의 Special Session

S1: 국내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Network 

S2: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의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Commission Workshop 

S3: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Asia Human Rights Cities Networks 

S4: 지방정부와 인권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 

Expert Workshop on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특별행사 Special Event

E1: 아시아 인권헌장 워크숍 Asian Human Rights Charter Workshop 

E2: 인권논문발표 Human Rights Paper Presentation

E3: 아고라 Agora 

부대행사 Side Event

C1: 인권문화탐방ⅠHuman Rights and Culture TourⅠ

C2: 인권 현장 탐방 Human Rights On-site Visit

C3: 인권문화탐방ⅡHuman Rights and Culture TourⅡ

C4: 네트워킹파티 Networking  Party

C5: 인권문화탐방Ⅲ Human Rights and Culture Tour Ⅲ

4F

시청 City Hall

301+302+303

304+305+306

4F

211+212+213

214

212+213

209+210

209+210

214

209+210

214

212+213

201+202

211

212+213

211

211

214

21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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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2:00 E1 아시아인권헌장워크숍 214

공식언어

주제

주관

사회

토론

한국어, 영어

아시아인권헌장에 기반하여 아시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 탐색 

5·18 기념재단 

바실 페르난도 [스리랑카]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실베리오 핀토 밥티스타 [동티모르] 인권옴브즈맨

시주 M. V. [인도] 테리대학교 교수

비요 프란시스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다토 스리 엠 라마첼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안 바 대표

이성훈 [한국]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유남영 [한국]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09:00~12:00 C1 인권문화탐방Ⅰ 20쪽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장소

내용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고 국립묘지를 참배하여 희생자를 추모

10:30~12:30 S1 국내인권도시공무원네트워크 211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공식언어

내용

주관기관 

한국어

지역 인권 문제 및 우수시책 공유, 인권 증진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

11:00~12:30 S2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의 212+213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공식언어

내용

주관기관 

한국어

지역 인권 문제 및 우수시책 공유, 인권 증진 방안 논의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12:00~13:00 점심

※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점심식사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13:00~13:40 O1 개회식 4층 컨벤션홀

동시통역

개회선언

축하공연

영상상영

수여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축하영상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수화, 문자

백희정 [한국]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광주시립관현악단 영화 미션 OST 연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계인권도시포럼 홍보영상 상영

명예시민증 수여식

윤장현 [한국]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희호 [한국] 김대중평화재단 이사장

이은방 [한국]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

13:50~16:00 O1 오프닝라운드테이블 4층 컨벤션홀 21쪽

동시통역

개회

발제

질의응답

종합토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수화, 문자

박경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시 부시장

안톤 살만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시장

마틴 가스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바실 페르난도 [스리랑카]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윤장현 [한국] 광주광역시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16:30~18:30 P1 전체회의Ⅰ: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4층 컨벤션홀 26쪽

동시통역

주관

개회

발제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근식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장

백승욱 [한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영정 [한국]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레미고 베루투 [인도네시아] 팍팍바랏 시장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스페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감시단 법률팀 이사

엠마뉴엘 캐로즈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청중질문 및 패널답변

19:00~20:30 O2 환영만찬 시청 야외광장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순차통역

축하공연

한국어, 영어

루트머지(퓨전국악)

회의 일정
Program at 
glance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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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홀리데이인 광주 1층 로비 집결

09:00-09:30 버스 이동 (홀리데이인 광주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09:30-10:1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소개

1층 및 2층 관람(안내자 동행, 질의응답 가능)

10:15-10:45 이동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국립5.18민주묘지)

10:45-11:3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5·18 민주묘지

영상관람

11:30-12:00 버스 이동 (국립5.18민주묘지 → 김대중컨벤션센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5·18항쟁 관련 기록물을 발굴·수집

하고 안전하게 보존해 역사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관         

주소 동구 금남로 221

연락처 062-613-8294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

2017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는 2017-2019년도 인권행동계획(Human Rights Action Plan)을 

제정하였다. 본 인권행동계획은 일반시민과 인권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행정에 인권기반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계획은 마드리드 시의회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단지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권을 증진하는) 인권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의회가 수립하는 모든 민주적 정책(특히,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부의 정책)은 인권향상의 의무를 갖는다. 

본 인권행동계획은 마드리드 지방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즉, 마드리드 시정부에 소속된 모

든 공무원과 조직, 마드리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마드리드시가 발

주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시정부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기업도 본 인권행동계획을 엄수해야 한다. 

본 계획은 인권문제를 지방공공정책의 중심으로 옮겨 놓았다. 다시 말해서, 인권보장 여부가 정치적 정당

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계획은 그 근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a) 일반시민과 인권단체가 정책설계와 그 이행과정에 참여; b) 

온라인 플랫폼 “마드리드 디사이드”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 

c)마드리드 시의회가 인권존중과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개발 (“인권도시, 마드리드”); 

d)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기반 한 접근방법을 촉진; e)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f) 마드리드시의회는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원칙에 따라, 인권수호자로서, 인권행

동계획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 g)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가용 자원

을 활용함으로써, 시 정부와 마드리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인식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 5·18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

이자, 온 국민이 함께 가꾸는 5.18민주화운동의 성지

주소 북구 민주로 200(운정동 산 35번지)

연락처 062-268-0518

홈페이지 http://518.mpva.go.kr/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마드리드인권행동계획의 사례」

오 프 닝

라 운 드 테 이 블 

발 제 요 약

O1-01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 부시장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인권 문화탐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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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제목은 필리핀에서 일어난 “1사분기에 몰아친 폭풍” (The first quarter storm) 및 이와 관

련된 사건에 대한 호세 F. 라카바 (Jose F. Lacaba)의 저서 제목에서 따온 것이며 필리핀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위원장은 본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도시 인권의 현

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 개스콘(Gascon) 위원장은 필리핀 도시 상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용 가능

한 문헌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도시를 향한 이주와 관련된 변화를 분석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변화가 

인권 도시의 비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권의 촉진과 보호 관점에서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한 예

로 그간 도시는(일반적인 도시지역 및 주변 환경) 현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연결되어 살상의 진원

지가 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는 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 도시

(도시지역)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갈래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는 극단주의, 테러리즘, 반란, 해방운동 등의 중심에 놓여있다. 실례로 도시는 테러가 자행되는 곳이며 정

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함에 따라 테러활동이 더욱더 도시를 대상으로 발발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

오에 위치한 마라위시(市)에서 정부가 대실패를 경험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마라위시는 이

슬람 국가가 배후에 있는 단체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이다. 잠보앙가 시의 사례도 들 수 있다. 민다나오에 

위치한 잠보앙가 테러 공격은 도시가 인권, 평화 및 민주주의에 직면한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시에서 극심하고 확연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외의 관

찰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개스콘 위원장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며,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변화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도시가 어떻게 인권, 평화 및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들

의 함성이 울려 퍼진 발판이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종합적인 논문은 아니지만, 더욱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유도하기 몇 가지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베들레헴 주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포와 우려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되어 영광이

다. 팔레스타인 및 성지로서 역사, 문화 및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근거지” 베들레헴에는 약 3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곳의 난민캠프에서 모두 함께 조용하고 공정

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베들레헴과 팔레스타인의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이곳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 식민주의 하에 놓여왔다. 특히 평화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전횡적 조치로 인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 차별에 갇히고 끊임없는 영토 몰수와 함께 수 곳의 검문소로 인해 도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

며 이는 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국민에 폭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으로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매일 매일 팔레스타인 국민은 살해, 부상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와 기관에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

한 심각한 폭력의 근원에 대처해주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이 곳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는 묵과되고 

있으며 자유권과 독립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UN 설립 이후 UN 아젠다 내 이슈 중 팔레스타인의 곤경

과 어려움만이 유일하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를 달성하고자 

많은 UN 결의안이 추진되었으나, 평화계획은 실패하고 국제 회의와 비밀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UN 

결의한 및 국가 추진 계획들의 대부분은 이 오랜 분쟁지역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독립국가로 분할

하는데 치중했다. 이스라엘은 세계 기구의 조항인 UN 총회 결의한 181 및 194호, UN 안보리 결의한 242 

및 338호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는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폭력의 어둠과 국제 사회의 무관심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지구상 마지막 점령을 종결하기 위해 평

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울러 중동의 이해에 근거한 평화가 아닌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와 인권의 가치를 기치로 한 종합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

하고자 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연설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포럼이 우리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

권을 존중, 보호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권리

오 프 닝

라 운 드 테 이 블 

발 제 요 약

O1-02안톤살몬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시장

불안한 밤, 절망의 낮: 필리핀 도시 
인권 상황에 관한 관찰

오 프 닝

라 운 드 테 이 블 

발 제 요 약

O1-03 마틴 가스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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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헌장의 평화권
오 프 닝

라 운 드 테 이 블 

발 제 요 약

O1-04바실 페르난도 스리랑카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광주광역시, 평화로운 인권도시를 
지향하며...

오 프 닝

라 운 드 테 이 블 

발 제 요 약

O1-05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분단국가로 요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극도의 긴장국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계

인권도시 관계자들이 모여 국가폭력에 유린된 역사를 가진 이곳 광주에서 도시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가치

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80년 5월 광주는 무차별적 국가폭력과 무정부상태에서도 나눔과 연대가 살아나고 희생과 헌신으로 평

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광주시민들의 행동은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국가

체제나 이념, 사상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평화’의 핵심가치

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그렇게 특정 도시의 반독재 저항정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광주의 경험은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부활했고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민주공동체를 위해서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의 실

험을 시작했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시장에 취임한 후 첫 번째로 결재한 중

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

터’ 설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시민상주모임 운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 동티

모르를 위해 5만달러 모금 지원, 네팔의 대지진시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긴급구호단 파견, 캄보디와와 네

팔에 광주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도 그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주가 

‘생명존중, 사람중심’이라는 평화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진행된 문명의 진화를 통해 살아남은 인류는 지금 전멸이라는 슬픈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과 국가가 무기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기 숭배는 지배적인 믿음이 되

었고, 인류의 희망과 평화에 제일 큰 위협이다. 

이제 이 위협에 단호하게 맞설 때이다.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아가 이것이 전지구적 

대중운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 없는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논의해야만 한다. 

모든 이에게 평화의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세력, 국가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에게 무장해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지구적 시민

사회의 대중적 목표로 삼고, 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1998년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은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권리를  주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권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시아 민중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곤란과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과 내전은 많

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훼손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지방 내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

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내전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삶 혹은 평화적 생활을 갈구하는 그 어떤 희망도 거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국가는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진다. 이 책무는 폭력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법률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

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3.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모든 국민의 안

전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속에 

내재하는 모든 가치있는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4-4. 파시스트의 침략과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보전과 강대국의 내정 불간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당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외세의 강

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전하고 보호해야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외자 

유치가 인권 탄압의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안전을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질 때만 보증된다. 

   4-5.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전쟁과 내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국 국가들은 아시아의 각종 집단들을 대리자로 내세워 전쟁을 부추겨왔

고, 이들 내전에 개입된 집단과 정부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이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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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지속된 거대한 촛불항쟁의 의미를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외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지으려는 논의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유

사성보다는 차이점들이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1987년 6월 항

쟁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유사성보다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함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6월항쟁과 비교해 지난 촛불 항쟁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누가 폭로를 주도했는가의 차이점이 있다. 둘째, 국면과 여론을 누가 끌고 갔는지에서 상이점이 드러

난다. 셋째, 조직화의 상이성이 두드러진다. 넷째, 운동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크다. 다섯째, 이는 운동의 배경에 나타나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차별성으로 두드러졌다. 여섯째, 실제 

진행된 대중 운동의 형태에도 차이가 컸다. 일곱째, 상황 속에서 각 대응 주체들의 분석의 방향을 바라보아

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촛불 항쟁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면, 이를 최소한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국면별 상이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①1국면: 궁정쿠데타의 특징이 부각된 국면. ②2국면: 사법적 틀로 제약(국회 탄핵에서 헌재 탄핵 용인까

지) ③3국면: ‘어대문’ (1국면과 대비되는 문재인의 부상과 기대감) -- 1국면과 지난 3년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야 ④4국면: 새로운 시대의 ‘기대’?

여기서 다시 촛불과 6월 항쟁을 비교해 보면, 잊혀진 중요한 쟁점들이 부각된다. 

①노동운동은 계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②‘학출’은 (3)86으로 대체된 것인가? ③사회구성체논쟁은 

복지논쟁으로 대체된 것인가? ④세미나와 학습조직은 SNS로 대체된 것인가? ⑤진보 조직들은 당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는가? ⑥‘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로 직선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는가? 

⑦한국경제는 ‘개량화’된 것인가? ⑧91년의 ‘산개’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성공으로 수렴되었는가? 

⑨촛불은 6월항쟁의 계승이자 정점인가?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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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회 의 Ⅰ

컨 셉 노 트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한국에서는 지난 겨울과 봄, 거대한 평화민주혁명을 달성했다. 국가권력의 무능과 민주주의 질서의 역행에 대해 각

계각층의 한국 시민들은 평화의 촛불을 들고 저항하였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성공시킨 신 정치혁명이었다. 거대한 촛불 시민혁명의 에너지는 평화로 승화돼 우

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 새로운 민주정부가 등장해 위

축됐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길이 닦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동

안 일부 지역사회에서 진행돼온 인권도시 만들기 노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인권도시 만들기는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화로운 한반도, 화해협력하는 남북한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시민들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향해 투쟁하며 인권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오늘날에도 민

주주의와 인권은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군사주의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정보

화, 민주화, 세계화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여의 범위와 그 효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튀니지의 자스민 민

중혁명과 홍콩의 우산혁명,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 모두 참여민주주의의 사례

이다. 오늘날 참여민주주의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로 나아

가고,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중앙정치의 개혁만이 아니라 시

민의 삶이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들어보고 인권도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풀어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쇠퇴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그리고 러시아 푸틴 정부가 보이는 즉결처형, 국가비상사태 

선포, 언론자유 탄압, 사회 양극화 심화, 이주민 차별 등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아프리카 대규

모 난민들의 고통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만연한 인권 침해, 그리고 미국, 영

국 등지에서 두드러진 자국중심주의는 해당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

은 평화로운 삶이 곧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인권도시로 가는 여정이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

가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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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팍 바라트군은 2003년 北수마트라주 남부 니아스군, 파팍 바라트군, 훔방 하순둔탄 군 설립에 관한 제9 

법에 따라 탄생했다. 현재 총인구 57,000명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파팍 바라트 군은 종교와 

문화에 기반한 높은 삶의 질과 우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합과 풍요의 공동체 실현을 추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정 목표를 수립했다.

1. 시정운영의 전문성, 지도부의 신뢰성,  공공서비스 질 관련 제도 및 절차의 지속적 개선

2. 군내 자연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경제의 역량 강화

3. ‘파팍’ 문화와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경외심에 기반하여 인적자원의  질 향상

4. 파팍 바라트군의 황금세대 생산을 위한 모자보건 중심의 우수 서비스 및 보건 시설을 통한 보건상태 개선

5.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간 연계망 강화, 기술과 정보력 대중화

6. 북 수마트라의 우수한 교육 및 보건 중심지로 성장

지역 프로그램 및 정책

1. 교육의 질 개선

2. 보건의 질 개선

a. 모자 보건 권리 이행

b. 생필품에 대한 권리 이행

c. 적절하고 건강한 환경

3. 공동체 경제 개선

4. 종교의 조화로운 공존

5. 공동체의 개발 계획, 이행, 관리 참여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과 국민은 크게 두 번 부딪혔다. 이명박과 광우병 촛불, 박근혜와 국정원 대선개입 촛불이 그것

이다. 하지만 두 번의 싸움은 국민들에게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안겨주었고 보수정권에게는 ‘영구집권’을 꿈꾸게 

했다. 많은 국민들은 역사적 반동 앞에 무기력한 야당을 질타했고 역사의 진보에 대해 회의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혁명은 광장에서 넘쳐나는 자신감으로 그동안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날려 버

렸다. 촛불로 이글거리는 광장에서는 ‘탄핵’ 과 ‘조기대선’ 구호가 터져 나왔다. 탄핵과 조기대선 요구 앞에서 보수

정권 10년간 무기력했던 야당은 시기상조라며 다시 주춤거렸다. 당시 이정현은 야당이 탄핵을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호기를 부릴 정도였다. 하지만 불붙은 촛불항쟁은 순식간에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인용’으

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항상 미완의 혁명으로 그쳤던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은 ‘탄핵과 인용’ 곧 이은 ‘정권교체’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 ‘적폐청산’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

다.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적폐청산’의 요구는 촛불혁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 속에서 5·18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는 제37주년 5·18민중항쟁 슬로건이었다. 장미대선과 함께 맞이한 

5·18 기념행사는 촛불혁명의 승리를 자축하고 ‘정권교체’의 염원을 모아가는 과정이었다. 결국 새로운 정부는 

5·18에 대한 폄하와 왜곡에서 ‘명예회복’과 ‘역사적 위상’을 다시 정립시켜 나아가고 있다. 헬기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의혹등을 조사하며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데로 나아가고 있다. 5·18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노

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적폐’청산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5·18 정신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광주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광주 촛불혁명 과정과 특징(전국적 역할) △광주정신과 정치지형-2중권력(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민중연합당,정의당) △촛불혁명의 법제화(촛불헌법)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과 광주, 5·18(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순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결국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라는 객관환경을 활용해서 위임정치

가 직접정치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전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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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및 기관의 역할은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인권도시포럼에 매우 중요하며 높은 사회적 기준을 가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실제 시민사회에 의해 도시들이 구축되었으며 사회갈등에 의해 권리

가 저해되어왔다. 사회운동은 신호등, 학교, 대중교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노동계층을 생성하는데 일

조하였다.  바르셀로나에서 시민운동(neighborhood movement) 덕분에 과거 도로도 없고 행정도 제대

로 적용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많은 사회권이 실현될 수 있었다.

사회운동이 여전히 도시 성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세 가지를 포인트를 들 수 있

다. 첫 째, 시민 사회는 시민과 행정부간 무엇이 문제인지를 쉽게 의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정부에 유용하

다 할 수 있다. 또한 인권기관은 전략적 다툼과 니즈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거품과 대규모 관광

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부 유럽 도시들이 강력한 사회운동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고만 할 뿐이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해 자연, 생태계 

또는 물과 땅에 대한 권리 등 새로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도시간 관계에 관련하여 협력이 가능한 흥미로운 영역 바로 공유재(common goods)이다. 이

를 통해 도시의 공동 구현(co-creation)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운동과 기관 및 지방정부간 협력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와 동시에 도시에 대한 권리는 어떤 사회 기관, 사회운동, 학계, 지방정부하에 있는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협력할 수 있다. 이미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과 지역정부간 상호관계를 어렵게 하는 논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갈등과 사회운동

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기관 쪽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요한 과제에 당면하게 된다: 어떻게 사회운동

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 한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출현을 통

해 시민들이 도시공유재(지역사회 내에서의 공공 생활)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 년에 수립된 이 제도는 국적에 상관없이 16세 이상의 모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는 소통과 대화, 투표권, 질문요구권 및 도시 투자 예산의 일부를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숨결
전 체 회 의

발 제 요 약

P1-04
엠마뉴엘 캐로즈 프랑스 그레노블 부시장

인권, 시민사회 및 도시전 체 회 의

발 제 요 약

P1-05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스페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감시단 법률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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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1:30 P2 전체회의Ⅱ: 스웨덴 인권정책 211+212+213 35쪽

동시통역

개회

축사

발제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양철호 [한국] 주한스웨덴명예영사

안 회글룬드 [스웨덴] 주한 스웨덴대사

엘린 구스타프슨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테리아스 백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로타 릴리룬드 [스웨덴] 주중 스웨덴 대사관 참사관

가브리엘라 피에딕슨 [스웨덴] 라울왈렌버그연구소 통합사회팀장

청중질문 및 패널 답변

09:00~12:00 E1 아시아인권헌장워크숍 2 214

공식언어

주제

주관

사회

토론

한국어, 영어

아시아에서 사법기관이 인권보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함에 대한 이해

5·18 기념재단

스실 파케럴 [네팔] 전 네팔 국가인원위원장

노 콜리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납 샤마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칼루카푸게 다마시리 벤다라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 문화수석비서관

마틴 가스콘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샤리풀 이슬람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교수

12:00~13:30 점심

※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점심식사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13:00~16:00 T1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214 40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성 격차 지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의 (다양한) 노력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명숙 [한국]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장

엠마뉴엘 캐로즈 [프랑스] 그르노블 시 부시장

엘린 구스타프슨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김경희 [한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지혜 [한국] 대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팀장

주경미 [한국] 광주여성노동자회 활동가

김애리 [한국]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16:00 T2 주제회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212+213 44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광주사회적경제지원네트워크,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광주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

류광수 [한국] 광주권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미셀 보웬스 [벨기에] P2P Founation 설립자

최빛나 [한국] 카스코 아트 인스터튜트 디렉터

임승호 [한국] 광주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정달성 [한국] 생활정치연구소장

윤종화 [한국]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김혜정 [한국] 희망세상 교육위원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 ~ 16:00 T3 주제회의: 도시와 노인 209+210 48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고령친화도시, 광주는?

한국노인의 전화 광주지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양철호 [한국] 동신대학교 교수

타케오 오가와 [일본] 아시아노년사업센터회장

테리아스 백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스테파니 캄핀스 핀토 [멕시코] 멕시코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원

한동희 [한국]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조지현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14:30 S3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211 52쪽

공식언어

주관

좌장

환영사

발제

패널

영어

한국인권재단,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ADN, UCLG-CISDP, INFID

무기안토 무기안토 [인도네시아] 개발국제 NGO포럼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선임 담당자

김수아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서창록 [한국]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아구스 수바기요 [인도네시아] 워너소보 부시장

누르콜리즘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재클린 안 드 구이아 [필리핀] 필리핀인권위원회 이사

산티나 소아레스 [동티모르] Policy Leaders Group 운영위원

안수만 캐롤 [인도] Society for Participatory in Asia 프로그램 관리자

파수람 우파드히 [네팔] 지방정부·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연합통치 전문가

차임 파덴 왕디 [부탄] 타라야나 재단 사무총장

노린 올리버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정부 성평등과 인권 담당관

신형식 [한국]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기연 [한국]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위원

오선영 [한국] 한국인권재단 사무국장

김수아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회의 일정
Program at 
glance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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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S4 지방정부와 인권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 211 53쪽

공식언어

주관

내용

좌장

환영사

발제

패널

영어

한국인권재단,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ADN, UCLG-CISDP, INFID

지방정부 및 인권을 위한 이행 원칙 개발 필요에 대한 권고사항 논의

서창록 [한국]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김수아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이성훈 [한국] 한국인권재단 이사

파토우 카마라 후엘 [프랑스]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자문위원회 사무관

마갈리 프리코우뎃 [스페인] UCLG/CISDP 사무국장

엠마누엘 캐로즈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스페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감시단 법률팀 이사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 부시장

스테파니 캄핀스 [멕시코] 멕시코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원

마이클 스콧 [미국] 미국인권도시연합

안톤 살몬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시장 

카오리 까브레라 [인도네시아] 코타키타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무기안토 무기안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개발국제NGO포럼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선임 담당자

16:0~19:00 C2 인권현장탐방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여성

노인

국가폭력

장소: 광주지역 여성단체/기관

장소: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72번지)

장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및 5·18사적지 일원

17:00~19:00 C2 인권현장탐방 54쪽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장소

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평화기념관

복원 및 리모델링된 옛 전남도청 방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 콘텐츠 관람

19:00~20:30 C4 네트워킹파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스웨덴 인권정책

1930년대의 스웨덴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일자리의 축소와 경제악화로 전체인구의 약 1/5이 이민을 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잘 갖춰진 복지제도, 높은 인권수준 그리고 첨단산업을 비롯한 질 좋은 일자

리 등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938년의 살트셰바덴 협약으로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한 스웨덴은  ‘국민의 집’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스

웨덴 복지의 근간을 세운 에를란데스 총리와 소득평등과 양성평등을 앞세워 ‘국민의 집’을 완성했다는 평

을 듣는 팔메 총리 등의 정치인들이 앞장섬으로써 스웨덴의 복지와 인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청렴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방의원

과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더불어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유로

운’ 언론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어떠한 사회 불평등도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인

권도시 광주의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낸 스웨덴의 경험

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체 회 의 Ⅱ

컨 셉 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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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날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또한 증진해 나아가야 한다. 

스웨덴 정부는 각종 UN 협약에 따른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무엇을 해 왔는가? 본 발제는 스웨덴

의 인권 현황을 소개하고, 국가 차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향상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룬드시 정부(City of Lund)는 룬드시를 스웨덴 최초의 인권도시로 지정하기 위하여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Raoul Wal-

lenberg Institute)와 협력프로그램을 개시하였습니다. 룬드시는 인권도시 지정을 통하여, 인권관련 의제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 

국내 여타 도시들이 인권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스웨덴과 룬드시는 장기간에 걸쳐 인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양성평등(equality between the genders)분야에

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40~50년전부터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였고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동시에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학술적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룬드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개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하여, 룬드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룬

드시는 도로, 건물,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문화, 노약자간호, 기업 및 투자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결정할 때, 아동의 필요

(needs)를 반영하고, 각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인권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룬드시는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와 연구소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통한 인권도시 선포 및 지방행정과 정책결정 관리절차 전반에 걸친 인권보장방안 모색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룬드

시가 추구하는 장기목표는 참여와 신뢰 기반 위에 개방적이고 통합된 정책결정절차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시 정부와 시

민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점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

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인권증진을 위한 일관된 구조를 구축,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일관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인권보호장치 

 시민사회의 민간기업의 인권보호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공공분야의 조직적, 체계적 인권보호활동 

인권보호 활동의 증진과 확산의 성패는 협동(co-operation)과 공동창조(co-creation)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룬드시

는 라울발렌버그인권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또한 국내외 여러 도시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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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국내외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달성하고자 하는 스웨

덴 정부의 장기 목표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법제는 스웨덴이 수락한 국제 인권 조약과 반

드시 부합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은 중앙 정부 및 지역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인권 제도에

서 인정하는 권리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스웨덴의 헌법(Referingsformen)에서 사회적 인권이란 단지 이러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the Social Services Act, 2001:453) 등 

스웨덴 법은 사회적 인권을 언급하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웨덴 사회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경우 지역 정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 사회복지법은 노인을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가치 기반(värdegrund)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가

치 기반(värdegrund)은 사회적 인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인 인구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은 노

인이 존엄성과 웰빙을 갖추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2001:453) 준비 작업에서도 법에 따른 보살핌과 지원을 사회권으로 설명하고 있다. 

(prop. 1979/80, p182) 스웨덴 노인의 사회권은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사회

복지법 내 사회권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 외에도 이 조항에서 스웨덴 노인의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 중 일부를 명시할 예정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산업 정책은 경쟁력 강화,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 고용의 핵심 요소는 수출과 

무역이다. 향후 스웨덴의 수출은 높은 성장이 예상되나 어려운 환경 또한 예상되는 신규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하 CSR로 표기)은 현대 산업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스웨덴 정부

는 야심 찬 CSR 정책을 수립하였다. 의회에 설명한 내용에는 이 정책의 핵심 분야에는 인권, 적절한 근무 조건, 환경적 고려사항 

및 반부패 노력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다양성, 기업윤리 및 과세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시장, 환경, 노동시장, 무역 및 개발 협력 

등의 관련정책 분야에서도 CSR은 범분야적인 이슈이다. 

많은 국제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CSR 활동의 기준으로 참조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콤팩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The UN Principl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조약 및 “아젠다 

2030”(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s and the Agenda 203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기업

이 이러한 지침을 자사 활동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2015년 스웨덴은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활동 계획을 도

입하였다.  

야심 찬 CSR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법률 제정

•  부패 관련법 강화

•  무역 촉진 중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강화

•  국가별 국가 활동 계획 도입 권고

•  기초조사 시행

•  스웨덴 대사관 역량 구축

•  북경 CSR 센터 대상 기금 증대

2007년 체결되고 2009년 재개된 중국 및 스웨덴간 CSR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난 2010년 스웨덴 대사관 내 CSR 센터가 

설립되었다. 본 CSR 센터는 EU의 CSR 정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

또한 이 센터는 인권, 노동 조건, 환경 및 반 부패 등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집중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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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차 지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의 (다양한) 노력들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제하고 있는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사용된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는 성 

격차의 양상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강, 교육, 경제, 정치라는 주요한 4개의 분야에 걸쳐 남녀 간의 상대적 격차

를 측정하고, 성평등을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 하에 만들어졌다. 

2016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144개국의 교육 분야 양성평등수준은 지난해와 같이 95%이며, 건강분야의 평등은 지

난해에 비해 1%올라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인 96%를 달성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 분야의 격차는 아직까

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제부문 평등수준은 59%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정치부문의 평등수준은 23%로 느리지만 꾸준히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인구가중평균으로 측정한 2016

년 전 세계 성 격차지수는 0.683이다.1)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남녀평등을 의미함.

 이는 진정한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4개의 주요 분야에서 31.7%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격차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였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르완다, 아일랜드, 필리핀,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0.649점으로 116위

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5위에서 1순위 하락한 것이다. 

성 격차 지수가 낮은 국가의 특징은 모든 정책 속에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 수준이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는 국가 차원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인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부제-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에 맞춰 주요 도

시의 노력들, 즉 남녀로 구분되어진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부터 정치, 경제 분야에서 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

력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격차 지수가 낮은 나라(도시)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그 도시에서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

치, 경제 및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배우고 하위권에 속한 우리나라가 정부차원과 지

방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성장과 무한한 가능성은 재능과 기술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달성가능하다. 하지만 세계

인구 절반의 재능이 현재 진행 중인 성 평등의 변화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혁신은 위태로워질 것이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가 하면 내

각 구성을 남녀 동수로 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강력한 성 주류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늘 성 평등이 위협받아왔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촛불광장에서도 여성혐오를 목도했었다. 다시 외친다. 성 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이며 민주주의 완성이다.

주 제 회 의 

도 시 와  여 성 

컨 셉 노 트

 1)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남녀평등 

을 의미함.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여러 부분에서 불평등의 모

습이 목격되고 있다(임금, 사회적 영향력, 성적 고정관념). 따라서 그르노블시(市)는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

의 규제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고착된 시민들의 정신과 실천의 진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2017년 3월 그르노블은 퇴보하고 있는 4가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 공간, 교육, 스포츠, 고용주로서의 행동과 실천. 실존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 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실천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르노블의 여러 기관은 파트너쉽을 맺고 다양한 조치들

을 취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는 모니터링 평가위원회가 (다른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매년 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인식 확립에 전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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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한다면 한국에서 양성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정책을 시행한지는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열망도 점차 높아졌으며, 여성정책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 1980년대까지의 여성정책들은 모자가정 지원, 윤락여성 보호 등 주로 저소

득층이나 소외 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적극적 조치가 대부

분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고용평등이 여성정책의 의제로 설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1998년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02년에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전환되었다. 또한 5년마다 국가

의 중기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2003-2007)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이던 보육정책을 여성가족부 업무로 이관하고, 호주제 폐지 및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정책의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의 보수정부 하에서 여성정책은 축소되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종 고시에서 여성의 합격률 증가와 여성정치인들의 부각으로 성평등이 달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한편

에서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가 증가했다. 노골적인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함께 여성들이 안전하

지 않은 위험사회에 살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보수정부 하에서 위축된 여성정책의 활로를 모색하고 위험사회에서 

여성이슈를 정책의제로 만드는 도전과 실험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성평등 도시를 위한 실험과 도전으로서  여성안전정책과 성

주류화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강력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양성평등을 정착시켰다. 남녀 모두 부모역할이행, 노동시장 참여, 무급 가사노동의 공평

한 분담을 위해 수년에 걸쳐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선두주자라고 자임한다. 양성평등은 여성, 남성 모두가 자신의 인생과 사회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공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스웨덴 양성평등정치의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한다. 즉,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권력, 영향력, 경제 성장, 

무급가사노동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목표는 국가법 이행 및 강력한 복지제도와 지방 단위의 노력을 통해 달성했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해 왔고, 매일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 예로, 1845년 남녀상속평등권, 1921년 여성투표권, 1974년 부부 공동 출

산휴가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영향력의 형평성 면에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여성 사회지도자의 수가 많다. 2014년 이래, 스웨덴 공무원은 

남녀의 수가 동일하며,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말한 바 있다. 

스웨덴이 40-50년 전에 경험한 극적인 경제 성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대거 편입 시기와 일치한다. 스웨덴은 남성 일인이 소득창

출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전담하며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는 구조로는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찍이 판단했

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일자리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면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육아, 교육, 

노인부양의 역할을 복지제도로 흡수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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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대한 역할과 실천에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인권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도처에서 이루어

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 실제 성공의 샘플이 많지 않

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이를 개별적이 아닌 큰 틀에서 하나의 논의 구도 속에 놓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

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불어 그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의 성격을 띄는 활동들에 대한 실

효적인 가치 측정과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연장선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

할과 의미,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사업들에 대한 나침반이 필요하고 이를 논

의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사회적경제 세션은 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관계자들이 함

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고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번 포럼의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이 함께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컨 셉 노 트

이미 네덜란드와 플랑드르(벨기에, 네덜란드 남부, 프랑스 북부에 걸친 중세의 나라) 지역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현재 여러 국가 및 국제 체제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당면하게 된 생태적, 사회적 도전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도시의 역할 역량 부족, 유럽내 도시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

지난 10년간 10배 증가)를 꼽고 있다. 

플랑드르에 위치한 도시 겐트(Ghent)의 시민들은 저자에게 직접 겐트 시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

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겐트 시와 시민을 위한 도시 전환 계획을 세워 달라 요청해 왔다.

매핑(mapping)을 통해 선발된 겐트 시민 500명이 도시의 리더들과 함께 집중적인 협의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제도 수립과 도입,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 도시들이 변화와 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여러 단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준 네트워크 기술과 세계-지역화(cosmo-local) 방식의 단체의 

형태로 계획이 거듭나게 되었다. 그 결과, 500명의 시민과 리더들의 노력으로 직접 일구어낸 새로운 형태

의 전환제도 도입 논리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가 자치의 공유자원이자 도시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호에 대한 약속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자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겐트 지역 사례를 통해 바라본 도시 지역 주민의 삶,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불어 닥친 새 물결」

전 체 회 의 Ⅱ

발 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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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란 표현은 몇몇 광주지역 협력 및 사회기업과 지역경제 네트워크분야에서 권위 

있는 이론가 캐서린 깁슨 (Katherine Gibson) 및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워크샵에서 도출된 결언 

이다. 

이는 각 시청의 지원액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에 불과하나 사회경제의 회복력을 약화하는 신생 및 취약 기

업이 도약할 수 있는 무제한의 성장발판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실제적인 전략도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규모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다수가 알맹이 없는 사상누각과 같다. 워크샵에서 내린 결론은 언어를 포함하여 모델을 다른 곳에서 

들여오지 않고 내부 및 해당 지역의 경험 및 회원 또는 단체 간의 합의에 기반한 지역 모델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결 지점이나 중심지를 발견하고 그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대중을 

위해 일하는 캐스코 미술 연구소로 탈바꿈 중인 캐스코 (Casco)의 실행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은 사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

고 있는 광주 남구 대촌 칠석마을의 사회적경제 전통에서 인권과 평화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수 있다. 칠석고싸움놀이로 유명한 한국의 오래된 마을 대촌의 칠석마

을은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전통들을 유지해오고 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전통

과 평화적 공동체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대촌 칠석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광주공동체의 본질, 주민의 권리와 책임들, 민주적인 조직운

영방식, 그리고 타인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등 광주공동체가 사회적경제방식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추진하는 방향과 방법을 살펴본다.

칠석마을 공동체가 사회적경제방식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을 책임감 있는 주체로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은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들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사익보다는 공동의 이

익, 정부의‘경제적 지원’보다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놀이와 축제를 통한 ‘관계만들기’가 먼저 되었고, 대공사(마을총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분배와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마을 ‘칠석’에서 발견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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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도시, 광주는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가이드 라인을 개

발하고 국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래 고령친화도시 참여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2013년), 정읍(2014년), 수원(2016), 부산(2016)이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구축 위주였던 것에서 벗어

나 고령친화의 개념을 노인에게만 한정하기 보다는 모든 시민(나이에 상관없이)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그 

중에서 특히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노인의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민의 활동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환경과 구조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구축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gray down perspective’(노인인구의 증가가 한정된 

사회자원을 고갈시키고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위협함)에서 ’prime time perspective’(노인인구의 증가

는 사회적 기여를 증가할 수 있는 자원임)로 변화를 통한 노인이 가진 자원과 능력에 보다 초점을 두어 가

족․이웃․지역사회․국가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Aging in Place(

노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에서 가능한 더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지원)가 가능 하도

록 지역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여 노인이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

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사회 정책 동향에 대한 

주요 변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주 제 회 의 

도 시 와  노 인 

컨 셉 노 트

동아시아 지역은 유교사상의 문화와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효(孝) 사상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

장하는 근간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구구조변화는 이러한 원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청년층 인구는 매우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생존해 있다. 따라서, 우

리는 효 사상에 기반한 시스템을 전연령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는 국내외 정책적 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환경의 포용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 사회에

서 노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본 노인의 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자살, 노인학대, 성년후

견제도에 관한 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사회 내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자살률은 증가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노인과 청년층 간 격차는 동

일한 수준이 되었다. 장기적인 간호는 가족 구성원이나 돌봄 노동자들에게 고된 일이지만, 노인학대 사례

는 여전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1999년 성년후견인법이 제정되었다. 치매로 독립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증가추세에 있다. 자녀, 형제, 친척 뿐 아니라 시장도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효’ 중심 사회에서 동반사회로 전환하는데 여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니 계수에 관한 자료와 국제적 조사에 따르면, 일본 노인들은 이제 강력하게 자신의 인권 수호를 

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포용성을 원하는 온건한 관조자이다. 일본 노인의 상황 개선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전 연령 친화적 사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의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효’라는 윤리의식

은 이러한 새로운 틀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선 활발한 고

령층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를 넘어, 전 연령 친화적 일본사회로도 시 와  노 인

발 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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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국내외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달성하고자 하는 스웨덴 정부의 장기 목표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스웨

덴의 법제는 스웨덴이 수락한 국제 인권 조약과 반드시 부합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은 중앙 정부 및 지역 정

부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인권 제도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스웨덴의 

헌법(Referingsformen)에서 사회적 인권이란 단지 이러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중앙 및 지방 정부

의 근본적인 목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the Social Services Act, 2001:453) 등 스웨덴 

법은 사회적 인권을 언급하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웨덴 사회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경우 지역 정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

고 있다. 동 사회복지법은 노인을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가치 기반(värdegrund)을 표현하고 있

다. 이 가치 기반(värdegrund)은 사회적 인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인 인구에 대한 보살핌과 지

원은 노인이 존엄성과 웰빙을 갖추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2001:453) 준비 작업에서도 법에 따른 보살핌과 지원을 사회권으로 설명하고 

있다. (prop. 1979/80, p182) 스웨덴 노인의 사회권은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 내 사회권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 외에도 이 조항에서 스웨덴 노인의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 중 

일부를 명시할 예정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노인권리
도 시 와  노 인

발 제 요 약

T3-02
테리아스 백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멕시코 시티는 지난 십 년간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인구 구

조상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2010년 기준 멕시코 시티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3,648명으로, 

전국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노인 인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장애, 만성 퇴행성 질환, 취

약한 사회적 안정성 및 수입의 안정성, 가족, 간병인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버림받거나, 비활동적인 노인을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및 여가활동 기회 

부족 등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시티 정부는 식량 지원, 의료 서비스, 약품무상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것이 멕시코시티 종합노인돌봄서비스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에게 식량 안정성을 보장하고,  ‘68세 이후 새로운 인생’(”New Life after 68 years 

old”)이라는 이름의 카드를 노인에게 제공하여 매달 63.94 USD의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식량안정성, 건

강, 경제안정성 및 여가에 관련하여, 노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여러 보충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사회 경보 제도(SAS, Social Alert System): 노인 실종이나 위급 상황 시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도 

노인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영구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금속판이나 팔찌

에 새겨진 개인 식별 코드를 전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긴급연락처 및 관련 정보를 저

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된다.

- 재가 보건서비스: 맞춤형 노인병 보살핌 서비스를 집에서 직접 받는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지속해서 기

록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한다.

- 노인대출서비스: 이는 노인에게 융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 여가활동: 저렴한 비용의 국내 여행, 무료 영화표, 댄스 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멕시코 시티 정

부 사회발전 예산의 66.04%는  ‘68세 이후 새로운 인생’ 사업에 지출된다. 현재 종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노인 520,000명이 지원받고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종합노인돌봄서비스 제도

도 시 와  노 인

발 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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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도시

네 트 워 크 

컨 셉 노 트

1.  이번에 제안된 워크샵은 지역민주주의와 인권도시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두번째 회의로 아시아, 태평양의 지

역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열린 제 

6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본 워크샵은 광주광역시, 한국인권재단,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며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동안 9월 15일(금) 오후 1시~오후 2시반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3.  지역민주주의와 인권도시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의 지역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쓰는 시민사회단체

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로도 

알려진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는 맥락에서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하위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방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시아에서 지역 발전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2017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의해 발제, 논의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에 관한 예

비보고서 초안’(A/HRC/AC/18/CRP.4) 에 관해 토론할 것입니다. 

5.  워크샵에서는 다음 안건을 토론할 것입니다. 

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A/HRC/30/49)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한 사항들

나) 보고서(A/HRC/30/49) 권고안 이행 관련 아시아 지역의 국제단체(ASEAN, SAARC, UNESCAP 등)들의 지방 정

부 역할 증진 방안 

다) 하위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합하는 방법 

라) 하위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관점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에 대한 예비 보고서 초안’(A/HRC/

AC/18/CRP.4)에 대한 귀하의 견해 

6.  대한민국 등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 수호자들 및 전문가 20여명을 워크샵에 초청할 것입니다. 세계지방

정부연합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위원회 아시아 위원들도 워크샵에 초청할 것입니다. 

7.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필요한 경우 비공식적으로 순차통역(한국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구고령화는 도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 수원, 정

읍에 이어 부산광역시도 4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연맹에 가입하였다. 부산광역시는 7개 광역도시 중 가

장 노인인구가 많은 도시로 앞으로 도시환경구축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인구 고령화의 대응력이라 본다. 

고령친화도시의 핵심요소는 노인이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가급적 오랫동안 노년을 보낼 수(Aging in 

Place)있도록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도시는 노인을 돌볼 수 

있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훈련과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앞으로 지역사회에는 많은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도시 구축은 필수라 생각한다.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고령

화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그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노인으로 살아가야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어지고 있다. 우리가 부정하

여도 도시는 점차 노인인구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그들이 살기에 편안한 도시계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은 결국 국가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친화도시는 선택이 아

니라 필수다.  1948년 아르헨티나 대표에 의해 UN에 제출된 노인의 권리 10개 항목은 △도움을 받을 권

리 △거주의 권리 △식사에 대한 권리 △의복에 대한 권리 △신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정신적 건

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노동의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존경 받을 권리 등 최소

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을 유지해야 함을 지적했다.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됨을 만

들 수 있는 고령친화환경의 제공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권회의에서 도시와 에이징을 주제로 다루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부산의 노인인구의 특성과 노인복지, 산업 등의 고찰과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연맹 가입의 배경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동시에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노인생활과학연구소가 실시한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프

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서 앞으로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도 시 와  노 인

발 제 요 약

T3-04
한동희  한국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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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제안된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샵(이하 “워크샵”)은 지방 정부와 인권에 관한 인권 전문가들의 네

번째 국제 회의로 2015년 9월 제 3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

할’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2. 본 워크샵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한국인권재단, 고려대 인권센터, 아시아민주

주의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며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동안 9월 15일(금) 오후 3~오후4시반까지 광주에

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 본 워크샵에서는 2014년 5월 17일 제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 이행 원칙’을 고려하

여 지방정부 및 인권을 위한 인권 이행원칙 개발 필요(78 절)1) 에 대한 권고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유엔인

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지방정부 및 인권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맥락에 인권도시 원칙을 관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4. 인권 보호의 주요한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지방 정부, 특히 지방 공무원은 풀뿌리 수준에서 인권을 보호 및 

증진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방 정부 및 인권에 관한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에서 권고된 인권의 지역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알려진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5. 이러한 통합이 수반하는 광범위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모색하는 것 외에도 특정 지역 및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독특한 반응 뿐 아니라 전세계의 지방 정부들의 다양성을 미래 이행 원칙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

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훈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지 않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 워크샵은 시도하지 않

았더라면 언급되지 않고 넘어갔을 성공, 실패와 혁신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를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워크샵에서는 다음 안건을 토론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두 가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자문위

원회에서 수립할 ‘지방정부 및 인권을 위한 이행원칙’(초안)에 대한 귀하의 제안사항, ‘도시인권에 관한 세계헌

장-의제’(세계지방정부연합, 2011년)과 ‘광주인권도시 이행원칙’(2014년 5월 17일 채택).

7.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위원 등 국제 인권 전

문가 20여명을 워크샵에 초청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초청할 것입니다. 

8.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필요한 경우 비공식으로 순차 통역(한국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 방 정 부 와 

인 권 가 이 드 라 인 

전 문 가 회 의

5.18민주평화기념관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시 콘텐츠물 구축하여 

안내하는 기념관

주소: 동구 문화전당로 38

연락처: 1899-5566 (콜센터)

링크: https://www.acc.go.kr/

사진출처: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평화기념관문화탐방 Ⅱ: 

16:30-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집결 

17:00-17:30 버스 이동 (김대중컨벤션센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7:30-1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평화기념관

 <관람 순서>

1. 기념관 1관 (옛 전남지방경찰청 본관)

2. 기념관 2관 (옛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

3. 기념관 3관 (옛 전남도청 회의실)

4. 기념관 4관 (옛 전남도청 본관)

5. 기념관 5관 (상무관)

 <특이사항> 

※ 자유관람 시,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가이드 이용가능 (개인 휴대폰, 이어폰 지참필수,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18:30-19:00 버스 이동(민주평화기념관 → 네트워킹 장소/하늘마당 캐노피)

 1)  
 78.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 및 

도시의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와 

인권을 위한 이행 원칙을 또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행 

원칙은 일단 채택이 되면 여러 

관련자와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인권이사회 UPR 기제 및 

유엔조약기구의 기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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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2:00 T4 주제회의: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209+210 59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인사말

좌장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학교, 공간 구성, 민주주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박재성 [한국] 광주과역시교육국장

홍관표 [한국]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안애경 [한국] 쏘노안 전시기획자

라덱 할라 [체코] 건축가, 슬라막인포

심재광 [한국] 전북 완주 삼우초등학교 교장

송순재 [한국]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정석 [한국] 극락초등학교 교사

최현진 [한국] 광주 북초등학교 증개축 위원회 위원

김준영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청중질문 및 패널 답변

09:00~12:00 T5 주제회의: 민주주의와 마을 214 63쪽

공식언어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한국어, 영어

마을과 풀뿌리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사)마을두레,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광주인권마을회의

박필순 [한국]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미구엘 아라나 카타니아 [스페인] 마드리드시 디지털전략 디렉터

이진순 [한국] 와글 WAGL:We-All-Govern Lab' 대표

김재철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위원 [한국]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민철 [한국] 광주 시민정치플랫폼 디렉터

윤난실 [한국]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9. 16회의 일정
Program at 
glance

09:00~12:00 E2 인권논문발표 211

공식언어

개회

발제

영어

로버트 그롯잔 [미국]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①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and GIC」 

샤헤드 카예스 [방글라데시]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생

② 「Sub-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ir Role」

앤드류 월만 [미국] 한국외대 국제법과 인권학과 교수

③ 「The ineffective treatment and attention for and to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누엔 탄 흐엉 [베트남]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생

④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and GIC」

킴수 라스므슨 [덴마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⑤ 「Factors Impacting South Korean Education Policy」

조엘 캐럴리스 [미국] 미국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인턴

⑥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s of 

homosexuality」

신경희 [한국] 남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12:00~13:00 O3 환송오찬 301+302+303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순차통역

주재

한국어, 영어

김수아 [한국]광주광역시 인권평화렵력관실

13:00~16:00 T6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209+210 66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도시에너지, 평화를 지향하는가? ‘도시재생에너지 과제와 에너지 민주주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최현도 [한국]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이상훈 [한국]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안드레아스 위그 [독일]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송희종 [한국]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관 사무관

한경록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재각 [한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배정환 [한국]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 ~ 16:00 T7 주제회의: 국가폭력과 인권 214 69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송한용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장

메도루마  [일본] 작가

공진성 [한국]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장정아 [한국]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영진 [한국]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학국 연구교수

오승용 [한국] 전남대학교 교수

심주형 [한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연구교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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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6:00 T8 주제회의: 장애와 인권 212+213 73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수화, 문자

우리도 투표하게 읽기 쉽게 좀 만들어!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엿보다

광주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민희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셸활홀름 [스웨덴] 성인학습 프로그램 개발자

김재왕 [한국]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김성연 [한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함의영 [한국] 피치마켓 대표

강윤택 [한국]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허성영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김정훈, 김대범 [한국]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16:00 T9 주제회의: 이주민·난민과 인권 201+202 78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사

사회

발제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호남신학대학교 생명과공명기독교사역과교육연구소,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이철우 [한국]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박흥순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

아부둘라예바 샤흘로 [우즈베키스탄]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 우즈벡어상담원

베르나드 마크렛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로넬 착마 나니 [방글라데시] 재한줌머인연대 활동가

이소아 [한국]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 변호사

오현선 [한국] 호남신학대학 교수

전진숙 [한국]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6:0~19:00 폐회식 304+305+306

동시통역

인사말

선언문채택

폐회사

기념촬영

마무리

한국어, 영어, 수화, 문자

신경구 [한국]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전문 및 조항낭독

박병호 [한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요인사 및 청중 기념촬영

신경구 [한국]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학교, 공간 구성, 민주주의

‘공간은 삶의 양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동선과 행동

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공간이 사람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 

학교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사회의 학교는 교문, 운동장, 교실과 복도, 강당 등 거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

추고 있다. 공간의 배치 역시 획일적이다.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거

의 ‘붕어빵’을 찍듯이 비슷한 모양새다. 그리고 학교의 이러한 구조와 가장 가까운 형태는 교도소와 군대

에서 찾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훈육, 관리, 통제를 위한 

기능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철학이나 새로운 교육적 관

점이 투영된 학교 공간의 배치는 전혀 고민되지 못하고 있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학생과 교

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학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 시설의 배치나 교실 형태, 

책걸상의 배치, 통로의 환경, 조명 등이 학생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놓치고 있었다. 

또한 학교는 학업만을 위한 공간일 수 없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공간이

기도 하다. 따라서 삶의 양식을 규정짓는 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공간의 구성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사례들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에서 학교의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

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몇 개의 학교들이 실천사례를 만들고 있다.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존 듀이

가 ‘환경이 아동을 교육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학교의 공간 구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회의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컨 셉 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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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사회의 교육환경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교차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거칠고 험한 자연

을 가깝게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직접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겸허한 태도를 갖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 가정 사회가 서로 소통한다. 그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태도 

이면에 어떤 교육 환경이 뒤따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내겐 아주 흥미로웠다.

북유럽교육환경에서 학교디자인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혁신적인 공간

이다. 학교 디자인에는 전문 건축가의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태도가 

담겨있다. 단순한 형태와 기능을 강조한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 배경에는 인류사회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자연 생태계적 관점의 시각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에 문화를 담는다. 기능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에는 민주주의적인 정신적 태도가 담겨있다.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며 놀면서 배운다. 아이들이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학교 활동공간은 유연하고 

생태적이며 흥미와 모험을 동시에 즐기도록 배려 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의 내면을 우선으로 하는 북유럽교육환경에서 무엇보다 자율적인 선생님과 학

생간의 관계가 중요해 보인다. 실수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너그럽고 따뜻한 인간적인 태도는 실수

를 용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학교는 작은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북유럽 사회에서 학교의 형태는 가정과 사회가 융합하며 적극 실천하는 현장이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우선하는 북유럽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교육적 환

경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교육환경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도 시 와 

어린이·청소년

발 제 요 약

T4-01안애경  한국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아트디렉터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유를 갈구한다. 자유는 인간의 잠재력, 삶의 기쁨, 그리고 타인과 나누고 타인을 돕

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적 사회(functional society)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제공

하는 “보호”를 받는 대신,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사상을 포기하였다. 또한, 인권운동이 사회를 양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고, 과도한 정당성(correctness)과 감수성(sensibility)은 정확한 명명을 어렵게 하

고, 그 결과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목도하였다. 

건축물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와 열망을 반영한다. 또한, 건축물은 인간사회를 조작하기 위한 도구로 악

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프랙털-기반 건축과 천연재료가 웰-빙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니코스 살링가로스(Nikos Salinga-

ros), 레온 크리에(Leon Krier), 얀 겔(Jan Gehl)과 같은 건축가의 작품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인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와 건축: 삶의 질서에 관한 건물도 시 와 

어린이·청소년

발 제 요 약

T4-02 라덱 할라  체코 슬라막인포 수석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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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2000년 전북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고산서초는 삼기초와 함께 면소재지에 있는 고산초에 통폐합될 예정

이었다. 이에 맞서 교육공동체는 3년 동안 반대운동을 펼쳤다. 우여곡절 끝에 두 학교는 2003년 전국 최

초로 작은 학교끼리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 그 학교가 현재의 삼우초이다. 2004년 뜻을 같이하는 3명의 

교사가 전입하여‛농촌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30년

이 넘은 낡은 건물에 특별실은 반쪽짜리 과학실과 컴퓨터실이 전부였다. 실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일

어서면 코가 벽에 닿을 만큼 좁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6월‛삼우초발전협의회’를 구성하

고 학교 개축에 나섰다. 많은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건축에 앞서 농촌형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을 거듭 했다. 학생의 심신 건강과 원활한 

교육활동 그리고 마을의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

다. 첫째, 학교 모습은 곡선형으로 한다. 둘째, 교실은 1층에 배치하고 교실마다 뜰과 통하는 문을 낸다. 셋

째, 다목적 공간을 건물 중앙에 배치한다. 넷째, 마음닦기와 품성도야를 위한 온돌식 문화체험공간을 둔다. 

다섯째, 다양한 놀이를 위한 체육실을 둔다. 여섯째, 지역사회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 극장식 시청각실을 

둔다. 기타 특별실을 따로 설치한다. 등의 교육공동체 의견을 갖고 설계자와 협의를 거듭했다. 그것의 대부

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공간 구성은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생각이 설계에 반

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한 것이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 당연한 결과였다.

건축과정에서도 수시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질문과 요구를 거듭했다. 중요문제는 지역의 전문인력과 학

교운영위원회와 소통했다. 자신의 집을 짓듯이 벽돌품질과 색깔, 페인트 색조, 바닥재를 선정했다. 또한 동

선과 채광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및 재시공 을 위해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건축에 대

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직 열정 하나로 극복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6월 꿈에 그리

던 농촌형 학교를 완공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거액의 이사비용 이었다. 방법은 한 가지 

뿐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삼우가족들이 들고 나르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전국 최초로 수요자의 요

구가 반영된 학교를 건축하는데 성공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학교 공간의 재구성 사례
도 시 와 

어린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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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풀뿌리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광장 민주주의에서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민촛불 민주주의’를 이행해왔다. 우리나라에도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

한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 간에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정하도록 한 후 시(행정)가 뒷받침하는 

시민정치 플랫폼이 절실한 때이다. 촛불민주주의로 나타난 광장정치, 시민정치가 실질적인 사회변화, 민주주의 도시로의 변모를 꾀

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생활, 마을에서의 민주주의’로 확장이 필수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시민참여 플랫폼!”

마을 주민(시민)들이 생활에서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시민참여를 적극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래서, 풀뿌리 시민(단체) 및 마을 주민(모임)들의 시민정책 - 입법(조례) 및 정책, 사업 등 ․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광주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

된 ‘광주시민총회’ 과정은 동네주민들의 정책 제안 및 토론, 결정하는 ‘마을민회’와 ‘풀뿌리 민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 플랫폼의 단

초를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이 병행되었을 때 상시적으로 정책 제안 및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광주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방안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을 주목하고,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라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

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미구엘 디렉터를 초청하여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에서는 토론과 제안, 참여예산 정보,투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누구나 마리드리드 시의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정책 플랫폼이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정치벤쳐 ‘와글’의 이진순 대표를 초청하여 한국 도시들의 시민참여 온라인플랫

폼 모델 발표를 통해 광주시에 가능한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4명의 토론자들이 민관 협치형 플랫폼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방안을 논하게 

된다.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소통방의 한꼐를 극복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민총회’ 사례와 함께 광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론장인 ‘마을플랫폼’ 사례를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시민

참여 플랫폼, 시민참여형 생활문화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시민, 특히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위해, 광주시민총회의 경험을 토대로 ‘광주형 시민참여 오프라인/온라인 플랫

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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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변화의 물결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시민들은 자국 정부의 정치

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마드리드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 플랫폼은 빠르게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파리 등 도시들이 국경과 관계없이 마드리드와 새로운 플랫폼 및 정치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적 경험과 이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참여온라인플랫폼 관리 사례
민주주의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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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1
미구엘 아라나 카타니아 스페인 마드리드시 디지털전략 디렉터

디지털기술에 기반해서 시민다중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를 구현하는 데 유효한 시민 공론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소통모델이나 

목적에 따른 플랫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원

칙은 무엇인지 차례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자신의 관점이나 주장을 제시하거

나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제안이나 논쟁, 직접 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

라인 공론장을 가리킨다. 소통모델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내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G2G 모델,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G2C 모델, 시민제안이나 의견을 정부나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C2G모

델, 시민상호간의 소통과 협력, 연대를 촉진하는 C2C 모델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실제로 대개의 플랫폼은 이 

가운데 단일모델이 아니라 복수의 모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C2C 기능을 확실하게 구현하기 보다는 정부의 홍보성 정보 게재와 시민동원을 중심으

로 설계된 경우가 태반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홍보수단이나 주민동원 수단으로 간주될 때, 시민참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공적

인 플랫폼이란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설계된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참여

하기 쉽고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전반적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영국의 네스타 정부혁신국에서 발간한 디지털민주주의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기여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명

확히 보여줄 것” “플랫폼 사용자가 누구이며 그 성과를 어디에 쓸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전통적인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을 원활하게 연계할 것”등을 성공적 활용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플랫폼의 기획과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자의 홍보나 자원동원을 위해서가 아니

라, 시민 사용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1) 어떤 목적을 가진 플랫폼인지, 

(2) 누가 사용할 플랫폼인지에 따라, (3)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온

라인 플랫폼은,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질”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 투명성과 집단적 합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목적과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UI/UX 디자

인은 성공적인 온라인플랫폼 기획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마을

발 제 요 약

T5-02
이진순 와글 대표

 65 64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PROGRAM BOOK



주 제 회 의 

도 시 와  환 경 

컨 셉 노 트

도시재생에너지 과제와 에너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와 같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구현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도시계획, 건축, 교통, 에너

지 시스템 등의 주제로 구체화되었고 그 논의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도시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핵발전의 안전성과 연계되어 중앙집중 및 대규모화 방식(핵발전, 석탄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한 지역분산형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추진되고 있다.

많은 사회갈등과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현행 에너지 시스템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

해 도시(지역, 광주)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법들을 도출한다.

우리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에 대한 근본 질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계적 실현가능한 대안을 확인한다. 

특히 도시에너지 시스템 구축과정에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며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은 파리협정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

와 민간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제기하였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

지고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덴마크나 독일 등 국가 수준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장기 비전이 등장하였다. 파리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속도와 정책

이다’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구상에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재생

에너지 잠재량이 존재하며 현재 수준의 기술만 활용하더라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모든 에너지 수요를 재

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외에도 

에너지 편중에 따른 분쟁과 가격 급변을 방지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며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데도 기

여할 수 있다.

새정부의 원전 및 석탄화력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충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간다면 원전 

없이도, 나아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나

리오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해 온 오래된 견고한 구조와 관성을 벗어나려면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

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사회적 선택을 향한 정치적 과정이다. 한국 사회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소개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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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German Energiewende)은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정책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량과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80%와 60%로 확대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독일의 태양광, 풍

력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는 총 발전량 중 약 35%를 차지한다. 2017년 현재, 이 비중은 최대 85%까지 

상승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전역에 걸쳐 수 많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었고, 바이오매스 발

전설비 건설 또한 이루어졌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와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 우선권을 골자로 하

는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Law)”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

업 그리고 지역은행이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까지 이룩한 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예컨대, 전력생산량 변동

(fluctuation)제어, 그리드 용량 또는 에너지 저장용량 등 각종 기술적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모든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전환비용과 에너지가격상승 등 재무적 문제점도 있다. 독일의 경우,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다. 한편, 신재생에

너지 설비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일인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님

비(NIMBY)”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소유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면, 반대여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Renewable energy cooperatives)은 앞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협동조합은 시민(또는 농민)과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지역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세수확대 등 긍정적 효

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이 같

은 협동조합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정책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매우 가

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 10년간 독일 전역에 신설된 에너지협동조합은 800개를 넘어섰으며, 조합원은 18

만명에 이른다. 

본 발제는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을 홍보하였고, 어떠한 방

법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에너지전환정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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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촛불시위 이후 도시적 인권의 실천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은 2016년 말 국정농단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로부터 새로운 정부의 등

장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되고 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

적인 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도시에서의 평화로운 삶과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비폭력의 형태로 평화로운 권력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촛불집

회는 국가폭력에 저항의 형태로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2017년 광주인권도시포럼의 주제인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민주주의를 평화로운 삶을 구성하는 기초로 제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연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민

주주의와 인권 연구에 매진해왔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이라는 주제 하

에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지난 촛불집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촛불집회가 

남긴 과제와 향후 민주주의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주제회의를 통해 인권의 기초이자 실천 프로그램으

로서 자리매김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며 일상 속에서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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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현 나고시 헤노코에서 미국 해병대의 기지가 새롭게 건설되려 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민은 현지사, 지역 나고시장을 선두로 이에 

반대하면서, 20여년에 걸친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민의 대다수가 이 신기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래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오키나와는 이미 미군기지의 집중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이상의 부담은 견뎌낼 수 없다. 오키나와현의 면적

은 전 국토면적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미군 전용시설의 71%가 오키나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군이 일으키

는 사건 · 사고는 계속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기지의 섬’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군사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

으며, 오키나와 현민의 다수는 이 실태를 일본정부에 의한 오키나와 차별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로, 건설 예정인 기지는 후텐마 기지의 반환에 대한 대체시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내용 연수(耐用年数)는 200년이라고 하며, 노

후화된 기지를 대신하는 최신예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그리고 이에 의해 오키나와의 기지는 고정화되고 항구화가 계속 된

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7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군대가 한 섬에 이만큼 집중되어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이상한 것이며, 국제적인 인권침해이다. 

셋째로, 건설 중인 기지는 활주로 2기를 더해 270여 미터의 강습 양육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기능을 가지게 되며 후텐마 기지에는 없는 탄

약 장전시설도 정비된다. 단순한 ‘이설’이 아니라 신기지의 건설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

는 기지가 될 것이다. 오키나와는 일 · 미 · 중의 군사적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되며, 만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전장이 될 지도 모른다. 

넷째로, 오키나와 전투의 체험으로부터 오키나와 현민은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군대에 의해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과 군대에 의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많은 오키나와 현민의 바람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키나와 현민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해 비폭력의 저지 · 항의 행동을 계속해왔다. 현지사선거나 나고시장 선거, 국

정 선거 등에서 신기지 건설 반대 후보자가 압승한 것으로, 민의는 명확하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경찰 · 기동대나 해상보안청을 이용해 폭

력적 탄압으로 시민을 강제 배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며, 오키나와 현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정부에 의해 계속 되고 있다.  

미해병대의 기지인 캠프 슈워브의 게이트 앞에서는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좌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을 경찰 · 기동대가 배제하고, 바다에 

투하하는 석재 등이 덤프트럭으로 반입되고 있다. 진압시에 기동대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경범

죄로 체포되고, 구치소에 들어가 탄압을 받는 일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공사는 매립을 위해 연안부에서 가설도로나 호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서 대폭 지연되고는 있지만, 해안이나 바다에 석

재가 투하되고,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게이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좌농성을 하면 공사는 중지된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공사를 멈추고, 일미정부의 신기지건설을 단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차별과 현민의 저항

국 가 폭 력 과 

인 권

발 제 요 약

T7-01메도루마    일본 작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기도 하고, 지난 십여 년간 광장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질 때 가장 많

이 불린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유명한 투쟁가들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전투적인 투쟁가가 불리던 한국사회는 어느덧 비폭력적 촛불시위와 헌법 

제1조를 가사로 하는 노래가 중심을 이루는 평화로운 사회로 변했다. 이런 변화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서 주류적 행태가 된 것은 2002년 효순이ㆍ미순이 사망 사건 때부터였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70년

대에도 촛불시위는 있었다. 주로 가톨릭에서 추모의 의례와 결합하여 촛불시위를 진행했고, 1980년대에는 개신교에 의해서도, 마

침내 1990년대에는 일반 대학생들에 의해서도 촛불시위가 행해졌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촛불시위는 주로 추모와 결합해 이루어

졌다. 1969년 체코 프라하에서 분신자살한 대학생을 추모하며, 그리고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해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1990년대에는 심지어 중국과 이라크에서도 촛불시위가 이루어졌다. 촛불시위가 추모와 사실상 무관하게 진행된 것은 

오히려 2004년 이후 한국에서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그리고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등에서 촛불은 시위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했다. 

한국사회의 시위 방식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변한 것에는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을까? 그 사이에 한국 시민들이 성숙해졌고 한국 정치

가 민주화했기 때문일까?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차원의 사회적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탈영웅적 사회의 등장이고, 다

른 하나의 위험사회의 등장이다. 사회적 관계가 점차 상업적으로 변하고 여성의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한 사회의 출산율은 낮아지

고 그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호전성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죽음의 의미도 점차 ‘헌신’과 ‘공양’이 아닌 ‘희생’으로 바

뀌게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9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탈영웅적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사회는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결과로서 고도의 위험사회로 변했다. 1997년에 맞은 IMF구제금융위기는 그 상징적 

사건에 불과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위험, 즉 리스크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과거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가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점차 사라지고, 발전한 

한국사회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위험을 극구 피하려는 사람만 늘어나게 되었다. 과학은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결코 100% 확실한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복잡한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련한 과학의 유용

성 한계에 실망한 사람들은 쉽게 지적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고, 종교나 음모론에 심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비폭력적 촛불시위가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가 시위 무대에 등장했다. 고

도로 복잡하고 위험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이 사회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위험, 곧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이다. 

위험을 기피하는 이 사회의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공화국’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영웅적인 몇몇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국 가 폭 력 과 

인 권

발 제 요 약

T7-02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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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 후 홍콩에서는 강경파가 등장하고 폭력적 투쟁에 대한 지지가 특히 기층 젊은이

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중국대륙의 혼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평화와 비폭력을 핵심적 정체성으

로 삼아온 홍콩에서 이는 커다란 변화이다. 그러나 이는 홍콩인의 저항의식이 깨어난다고 이야기되어서는 

안되는, 훨씬 복잡하고 난처한 곤경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 글은 홍콩이 자랑스러워해온 가치인 인권과 

비폭력이 현재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통해, 홍콩이 현재 처한 현실적·사상적 곤경을 이야기하

고자 한다. 

홍콩은 식민통치 하에서 ‘선진적’인 인권사회로 발전되어왔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반환후 인권상황이 악

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 글은 ‘보편성’의 외양 속에서 만들어져온 홍콩의 인권 관념이 지

니는 역사적 한계를 지적하고,  식민시대에도 결코 온전한 인권과 민주․자유를 보장받은 적이 없다는 점, 

홍콩인의 집단기억은 상당 부분 왜곡되어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 대륙인에 대한 폭력과 홍콩인의 

인권의식이 공존하는 현상의 배경이 된다.  

또한 홍콩에서 폭력을 점점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오랫동안 가져온 ‘비폭력’이라는 강박관념이 깨진다는 점

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중국대륙과 대륙인에 대한 배타성을 내포한 폭력이란 점에서 한계

가 있음을 이 글은 주장한다. 가장 치명적 난점은, 폭력을 통해서까지 지켜야 할 홍콩이 무엇인지, 그 홍콩

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일국양제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새로운 상상, 새로

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국과 홍콩 모두에게 절실하고 어려운 현실적․사상적 숙제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과 비폭력: 홍콩의 곤경
국 가 폭 력 과 

인 권

발 제 요 약

T7-03장정아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우리도 투표하자! 읽기 쉽게 좀 만들어!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엿보다.

최종 투표율 77.2%,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7년 제15대 80.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역대 최다인 15명이 출마했고,  원내 정당 출마 후보로 언론의 주

목을 받은 후보만도 5명에 달하는 선거였습니다. 그 만큼 이전 선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TV 토론회가 중계되

었고, 온라인 광고부터 공약 소개 홈페이지까지 후보와 공약을 알리려는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도 그랬을까요? 후보와 공약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도 온전하게 차별 없

이 전달되었을까요?

2017년 세계 인권도시포럼 <장애와 인권> 세션은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지난 19대 대선과 다가올 

2018년 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 유권자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스웨덴 MTM(MYND-

GHETEN FOR TILLGANGLIGA MEDIER)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공유하고, 19대 대

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차별 사례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

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유권자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짚어

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읽기 쉬운 공약집 제작 등과 같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장애와 인권> 세션은,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장애인 접보접근권 문제를 19대 대선 선거 과정과 장

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 장애인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게 될 것입니다. 

주 제 회 의 

장 애 와 

인 권 

컨 셉 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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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초이스/일렉션 - 나의 선택/선거(My Choice/Election)”은 지적 장애(IDD)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

이 선거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그룹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성인교육제도(adult education) 및 지적 장애인의 투표권 등을 포함한 인권증진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권자에게 투표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를 이해(“무엇을 위해 

투표하는가?”)하도록 유도한다. 즉, 참가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에 대하여 정당간 입장차이를 

구별하고, 또한 언론이 주목하는 주요 논쟁의 핵심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있다. 정치인(후보

자)은 토론회를 참가하기에 앞서서, 우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참

가자(유권자)는 정치인에게 사전 준비한 질문을 던진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선거와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적 장애 유권자에게 효과

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적 장애 유권자의 민주적 절차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를 도출하

는데 토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지부

가 지역현안에 관한 자당의 공약을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고위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언어”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리는 특별 캠

페인을 통하여, 정부와 의회 내에 지적 장애 유권자들의 선거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최근 실시된 스웨덴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이 초이스/일렉션” 프로젝트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8년 선거부터 휴대용투표기를 이용한 재택 투표(vote from home) 도입 

등 향후에도 장애인의 선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도출되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선거
장 애 와 

인 권 

발 제 요 약

T8-01셸활홀름  스웨덴 Studieforbundet Vuxenskolan 프로그램 개발자

공직선거법은 공정 선거 시행과 부정 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금

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정당들은 분쟁을 피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

런데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와 정당들

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

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면수 제

한과 점자와 음성 출력용 전자적 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 선거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이라서 

수화 또는 자막이 방영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화 또는 자막

의 방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 발달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선거공보, 그림이나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니 문제다! 
- 공직 선거법이 야기하는 장애인 유권자 정보접근권의 문제

장 애 와 

인 권 

발 제 요 약

T8-02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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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본 원고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접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접근권은 다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또한 단순한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이동에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 장애인의 다른 권리에 대한 실현은 시작점을 찾을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에 원고 전반부는 시설접근권과 기기접근권, 정보접근권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생활전반의 

접근권에서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

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접수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이후 접근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과정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접근권 현황을 짚어

보고, 이후 결론부분에서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서술하여 이후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해 바꾸어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의 시작 접근권
장 애 와 

인 권 

발 제 요 약

T8-03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에게 읽을거리와 정보 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13권의 발달장애인 문학도

서와 정보 제공 콘텐츠를 쉬운 글로 번안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피치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는 누적 1,300여 명의 발달장

애인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 동아리는 비장애학생과 발달장애인이 1:1로 독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

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월 1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있으며 참여 비장애 청소년들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작은 움직임

발달장애인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참정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피치마켓 역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주목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피

치마켓이 피치마켓답게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5월 19대 대선 공

약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제작기간 5개월 동안 글 번안 작가 2명, 디자이너 3명, 리서치 연구원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쉬운 글 번안 과

정에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리서치 단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대선 공약집은 각 후보자 캠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네이버 대선 사이트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기준으

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뉴스 등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빅데이터 분석하였으며 8명의 리서치 연구원이 각 선거 캠프

에 연락하는 등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선 공약집이 다른 글 번안보다 어려웠던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번복되는 공약이었습니

다. 2017년 초부터 보도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리서치한 자료와 선거 직전 제출한 10대 공약 중 상이한 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

다. 최종적으로는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글 번안을 재수정 하였습니다. 

대선 공약집 제작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공직자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5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 대선 공약집을 제작하였지만 인쇄

물 배포는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사항이기에 피치마켓 홈페이지 내에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대선 공약집은 단순히 쉬운 어휘 사용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본적 정보습

득과 사고력을 요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모든 후보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이 어떠한 이유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추측이 가능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 정보를 제공

하고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은 쉬운 글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공약집만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한 참정권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대선 공약집은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

사결정 단계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선 공약집을 읽고 부모님과 오랜 시간 대선과 관련하여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한 부

모의 의견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먼저 시

작되어야 제도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피치마켓은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알기 쉬운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권리 보호를 위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

장 애 와 

인 권 

발 제 요 약

T8-04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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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회 의 

이주민·난민과 

인 권

컨 셉 노 트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주민·난민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 질문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

운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난민 세션은 인권도시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

에 대한 법과 제도, 다수자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권주체인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다.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이주민 인권 조례 제정”의 요청하는 성명

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이주민·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이며 긍정

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주노동자, 혼인이민자, 난민을 대표한 이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선주민을 

대표한 학자와 시의원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과 제도, 다수자 교육을 포함한 대안적 관점

을 제안함으로써 이주민 인권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광주를 비롯한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과 난민이 더불어 사는 선주민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사회문화적 교육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목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주민과 난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후에 선주

민의 응답과 대안을 제안한다.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 안에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이주여성 인권지원과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세계인권선

언문부터 시작하여 광주인권헌장, 아시아 인권헌장 및 타 도시에서 제정된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인권을 위한 법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인권에 대

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선주민과 함께 공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는 기

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이주여성의 본국 삶, 성장과정, 가족구성원들,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입국 후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에 대해 현장 활동가로서 생각들

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이주여성의 젠더적 현실,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며 ‘이주

민ㆍ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맞게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들을 

참고하여 이주여성 당사자로서 부족하지만 느낀 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

1. 이주민(이주여성) 시정참여의 기회 확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제공 

2. 이주민과 선주민 평등과 공존을 위한 당사자와 다수자 인권교육 기회 제공

3. 이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적 운영 관련

4.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각 나라 언어별 정보제공  

이러한 내용들을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 제안 해 보았으며 이러한 시작이 모아져 이주민(이주여성)에게 도움

이 되는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식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어 실질적인 법 지원 제도들이 제정

되며 제정된 법은 당사자 일상에 늘 가까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주민·난민과 

인 권

발 제 요 약

T9-01 아브둘라예바 샤흘로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 우즈벡어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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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이은 정부의 이민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제국주의시절 식민지통치정책,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규모 이주노동자를 수용했다. 그러

나, 제1차 오일쇼크가 프랑스를 덮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도입되면서부터 비-유럽계 외국인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시작

되었다. 그 때 당시, 인종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1972년 제정된 “게소법(Gayssot Act)”뿐이었다. 

높은 실업률과 인종차별주의는 특히 북아프리카(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출신 여성, 청소년 이민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민

자들은 위험한 이웃으로 간주되었고, 경찰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이들은 

취업과 주택임대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1983년 이후, “Marche des Beurs (평등과 인종차별금지를 위한 행진)”을 비롯하여 수 많은 시위가 발생했지만, 이민자의 처

지는 개선되지 않았다. 1981년 좌파정부는 이민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도시는 파리(Paris), 릴(Lille),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그리고 그르노블(Grenoble) 등 극히 일부에 불

과하다. 프랑스는 더 이상 이민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극우세력이 힘을 얻게 되면서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20%, 득표수 1천

만 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쟁, 기아,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난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프랑스정부는 더욱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인정받아 난민지위를 취득한 이민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프랑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난민신청자는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고 있다. 

도시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르노블시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매년 3월 21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외국인거주자의 인권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다. 그르노블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고, 전향적

인 이민정책을 지지하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문제

이주민·난민과 

인 권

발 제 요 약

T9-02베르나드 마크렛 프랑스 그르노블 부시장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은 1992년 난민지위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가입하였다. 한국은 1954년에 발효된 난민협

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이 1993년에 발효되었고, 아울러 1967년에 발효된 난민의정서(난

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가 1992년에 발효된 국가이다. 그리고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국의 난민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인정신청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

가 크게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난민보호시설 등을 비롯하여 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난민법은 한국의 난민보호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난민정책에 

관한 홍보와 실무적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난민(신청자,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실

생활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정 신청자를 위한 임시주거지원 및 초기적응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과 정착을 위한 정책도 부실하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재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제3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난민지원 활동을 펼치는 각종 단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이들 단체는 난민문

제 해결과 관련된 역량, 인프라,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전과 같이 지극히 상징적인 활동을 펼치

는데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체류 난민의 실태는 질적 변화가 아닌 양적 변화를 겪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체류 난민의 실태이주민·난민과 

인 권

발 제 요 약

T9-03 착마 나니 로넬 재한줌머인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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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중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시와 국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왜냐하

면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주

노동자, 무국적자, 이주아동, 난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비하다. 이주노동자 중 4대보험을 들기 쉬

운 ‘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만 고용노동부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된 상태이다. 그래서 아래의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옆에 있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 아동, 난민, 무국적자의 지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등록/미등록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산재, 업주의 폭행 사례, 결혼중개업자들이 미등록 이주여성을 사실상 

인신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혼인시키는 과정, 미등록 혹은 무국적 이주 아동의 취약한 상황 등에 대한 사례

를 통해 이주민들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두고 있는 이주민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이 조례들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이주민 인권과 법률지원
이주민·난민과 

인 권

발 제 요 약

T9-04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 변호사

이주민, 난민인 ‘그들’과 선주민인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시작하는 것이 ‘평

화롭게 살아가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인종, 거주 지위, 언어, 젠더, 기능, 혼인여부, 종교, 

젠더 정체성, 피부색, 외모, 연령, 지식, 태어난 곳, 경제력, 정치관 등의 개인적 차이를 편견 없이 인식하고 받

아들일 때,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해 진다. 이 삶을 위한 모든 노력이 평화교육의 내용이자 과제이다. 모

두 각자가 생각하고 원하는 평화를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평화를 사회적

으로 구성해 가는 일이 평화교육의 과제이다. 이 평화교육은 사회적응과 공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이

주민, 난민에게도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상대적으로 다수자인 선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려면 모두 평화를 학습해야 한다.

광주라는 인권도시에서 이주민으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적 관점의 평화교육을 할 때 그 평화교육의 사회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해 본다.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방식이다. 내면의 평화와 정의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는 시민의 출현만이 거대한 신자유주의 죽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편견과 무지 때문에 감정손상과 정서적 불편함, 심지어 분노를 경험하고 생산하고 있다. 

이주민, 난민이 누구이며, 그들의 현실의 삶은 어떤가, 또한 어떤 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필요하다. 대화만이 우리가 가진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

힌 대화, 차별시선, 혐오태도들에 대해 깨어난 시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일상의 비판행동을 하기 위해 이주

민, 난민, 선주민 ‘우리’ 모두가 인식확장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성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발표자가 광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의 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민·선주민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평화교육

이주민·난민과 

인 권

발 제 요 약

T9-05 오현선 호남신학대학 교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확장해 가는 시민교육 활동가를 양육한다.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평화, 인권인식을 증진한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다문화 인권·평화교육을 실천한다.

•사회적 체류지위에서 오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광주시의 조례를 구성한다.

•아동 청소년의 공교육에 다문화사회의 인식, 평화,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인종공동체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지원한다.

•인종공동체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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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174만 1,919명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이다. 광주시의 경우 이주

민의 수는 26,536명이고 그 비중은 광주시 전체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8.5%에 이르고 있다. 이주민의 열

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장기적으로 고립을 초래하여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주민이 성숙하

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

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시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가 이주민의 건강증진

을 위한 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이주민 건강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및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에 따

라 광주시는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에 지급할 보조금을 확정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소한 시설 공간의 증축을 검토 중이다. 이 조례에는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

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출입국관리법령’ 등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었으나,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외부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의도하였다.

‘인권도시’ 광주시는 이미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주인권헌장을 가지고 있으

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선언적 의미를 벗어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 ‘모국어 자료 제공’, ‘이주민 종합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개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광주시 이주민 인권조례의 추가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설치와 독립성이 보장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설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민·난민과 

인 권

발 제 요 약

T9-06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시간 회의명

09:00~12:00 인권문화탐방Ⅲ 자세히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86쪽

장소

내용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1-4전시관

2017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투어 단체 관ㄹ람

회의 일정
Program at 
glance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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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홀리데이인 광주 1층 로비 집결

09:00-09:30 버스 이동 (홀리데이인 →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09:30-11:30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관람 순서>

•본전시1 / 오래된 미래(Futures of the past)

•본전시2 / 미래를 디자인하다 (Design! the Future)

•본전시3 / 미래를 창업하자(Startup the Future)

•본전시4 / 아시아 더 퓨처 (Asia_The Future)

 <특이 사항> 

관람 후, 디자인페어 방문가능 (디자인 상품 전시 판매장, 관객 참여형 We Design 워크숍 등) *도슨트 안내 없음

11:30-12:00 버스 이동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 홀리데이인)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인 권 

문 화 탐 방 Ⅲ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미래

사회의 디자인 역할과 가치,  비전 제시 등 미래에 대한 다양한 담론

을 제시”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적 담론을 담아내

고,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 국제학술행사 등을 통하여 디자인의 미

적ㆍ실용적ㆍ경제적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소: 북구 비엔날레로 111(용봉동)

연락처: 062-611-5141

홈페이지 http://www.gdb.or.kr/web/inc/main.asp

일정

청년토론그룹 발표 시간

아고라

날짜 시간 발표주제 장소 

9/15

10:30~10:50 도시와 여성 208

11:00~11:20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208

11:30~11:50 도시와 노인 208

9/16

09:00~12:00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209+210

09:00~12:00 민주주의와 마을 214

10:30~10:50 장애와 인권 208

11:00~11:20 이주민·난민과 인권 208

11:25~11:45 국가폭력과 인권 208

13:00~16:00 도시와 환경 209+210

날짜 시간 내용

9/15

10:30~12:00 청년토론그룹 발표 

14:00~15:00 도시와 환경 간담회

16:30~17:30 선언문 작성 회의

9/16
10:30~11:45 청년토론그룹 발표

12:00~13:00 민주주의와 마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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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PROGRAM
B O O K

01

통번역 안내

02

질의 응답 시스템 

03

기타



1. 동시통역 안내

•제공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Ⅰ)

-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Ⅰ : 스페인어 동시통역 추가제공

•수신기제공: 등록 접수 시 제공

•수신기반납: 안내 데스크에 반납

•채널안내: 1번 한국어, 2번 영어, 3번 스페인어 

2. 문자 통역 안내 

1) 쉐어타이핑: 실시간 자막 제공

2)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주제회의(장애와 인권), 폐회식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고자 청중질의응답시스템인 Sli-

do(www.sli.do)를 이용합니다. 청중질의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중들은 강연 중 언제나 질문이 

가능하며, 모든 질문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질문에 추천을 누를 수 있어서 추

천수가 많은 질문을 위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발표 자료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1  www.sli.do 접속

2  코드입력 :#whrcf

3  참석 회의 선택

4  질문하기/추천하기/댓글달기

5  메뉴에서 QUESTIONS 선택

통번역
안내

질의응답 
시스템 
안내

01

02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커피와 다과를 제공해드립니다.

커피 : 세계 빈곤과 무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커피를 사용함으로써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쿠키: 화학 첨가물 없이 100% 우리밀과 저염버터 등 건강한 재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운영 시간 및 장소

- 9월 14일: 12:00~18:00 컨벤션홀 4층

- 9월 15일~16일: 0830~16:00 컨퍼런스홀 2층

쿠폰사용방법

- 각 일자에 해당하는 쿠폰을 절취선을 따라 절단하여 음료 및 쿠키와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FREE 쿠폰은 일자에 상관없이 행사 기간 내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메뉴

 - 아메리카노(아이스, 핫)

 - 카페라떼(아이스)

 - 녹차(아이스, 핫)

 - 허브티(아이스, 핫)

 - 아이스티(아이스)

 - 쿠키(마들렌, 아몬도, 녹차, 검정깨)

장소: 안내데스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운영시간: 2017년 9월 14일~16일 09:00~18:00

안내사항: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주웠을 경우 세게인권도시포럼 직원(Staff/Secretatiat 명찰 소유

자)에게 전달하거나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70-4453-7327

이메일: whrcf@gic.or.kr

커피
브레이크 
안내

분실물 
센터

연락처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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