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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

프로그램북

   



*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석가능합니다.
* This event only allows list of invited guests and staffs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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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 인권 사진전 10. 15(월) ~ 10. 20(토)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Human Rights Exhibition: Human Rights Photos 10.15(Mon) ~ 10.20(Sat) Gwangju City Hall

D5 : 인권 작품전 10.18(목) ~ 10.20(토)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Human Rights Exhibition 10.18(Thu)~10.20(Sat)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2F

공식행사
Official Event

전체회의
Plenary Session

정책회의
Policy Session

주제회의
Thematic Session

특별회의
Special Session

특별행사
Special Event

부대행사
Side Event

Time 10/18
(목,Thu)

10/19
(금,Fri)

10/20
(토,Sat)

10/21
(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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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VENUE

공식행사 Official Events
O1 : 개회식&오프닝라운드테이블 Opening Ceremony & Opening Round Table

O2 : 환영만찬 Welcoming Dinner 

O3 : 폐회식 Closing Ceremony 

전체회의 Plenary Session
P1 : 전체회의 「다양성, 포용, 평화 실천방안」  Plenary Session 「Action Plan for Diversity, Inclusiveness, and Peace」 

	

정책회의 Policy Sessions
L1 : 국내인권정책회의 Korean Human Rights Policy Session 

L2 : 해외인권정책회의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Session 

주제회의 Thematic Sessions
T1 : 도시와 사회적 경제 City and Social Economy  

T2 : 도시와 환경 City and Environment 

T3 : 도시와 여성 City and Gender 

T4 : 도시와 노인 City and the Elderly 

T5 :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City and Child/Youth Education

T6 : 이주민·난민과 인권 Migrants/Refugees and Human Rights 

T7 : 도시와 평화 City and Peace 

T8 : 국가폭력과 인권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T9 : 장애와 인권 Disability and Human Rights 	

특별회의 Special Sessions
S1 : 국내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Network 

S2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Commission Workshop

S3 :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워크숍Ⅰ/Ⅱ International Human Rights Cities Network WorkshopⅠ/Ⅱ

S4 :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Asia Human Rights Cities Network 

특별행사 Special Events

E1 : SDGs의 지역사회 적용과 인권도시 Human Rights Cities in the Context to Localize SDGs

E2 : 터키의 인권도시 현황 Human Rights Cities Project in Turkey

E3 : 토크콘서트 '기후변화와 인권' Talk Concert: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E4 : 인권논문발표 Human Rights Paper Presentation

E5 : 광주 세계인총회 Gwangju Global Congress

E6 : 인권도시 주류화와 국가인권위 역할 The Role of NHRI in Mainstreaming Human Rights Cities at the National Level

부대행사 Side Events
D1 : 인권탐방(국립 518민주묘지) Human Rights Tour to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D2 : 네트워킹 파티 Networking Party

D3 : 문화탐방(2018 광주비엔날레) Culture Tour to the Gwangju Biennal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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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 인권도시 대표자와 인권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흐르는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8회째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3개 도시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잇따른 강진과 지진해일로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입니다.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권은 개인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가정과 마을, 학교, 직장, 지역, 나라에 이르

기까지 모든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을 개인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도시가 나서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인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

는 일이 중요합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물론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

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깊

이 인식하며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인권도시’ 

간의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할 때입니다. 

저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기쁩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도

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권 기구와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속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보

다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포럼에서는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015년에

는 네팔 지진 피해에 대한 전 지구적 연대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마다 국가별, 도시별, 단체별 

인권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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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논의와 토론이 거대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8세계인권도시포럼 또한 발전적 대안 모색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무엇보

다도 질기고 강한 희망의 연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고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머무는 동안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주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내집에 맞이하는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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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자 파리원칙 제정 25주년의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우리는 누

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018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

청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 해 주신 국내외 활동가분들과 인권 시민사회 대

표님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

 외교부 차관님,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광주광역시는 2009년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인권 도시 광주를 위해 2011년부터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를 통해 인권 도시로서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지방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장 시스템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인권기구는 대등한 협력자로 상호 협

의 하에 역할을 분담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감시 하에 있는 중

앙 및 지방 입법·집행 기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난 9월 15일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자

로부터 인권 거버넌스 실천을 위한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무 첫날 위원장으로 3년

간 실천하게 될 4가지 책무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세 번째가 정부 지자체와 인권

옹호 파트너십 강화, 네 번째가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 공동주최 제안과 행사의 주요 내용 중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

국가인권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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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e Gilmore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님, 이태호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안 논의 등은 저의 책무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최를 제안해 주신 광주광역시에 더욱 더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1천 8백여 명의 인권관

련 단체와 국제기구 관계자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는 인권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간 인권

보호체계의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영역의 인

권기구나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인권기구와 활

발한 소통으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을 제정 노력을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tional Action Plan), 인권교육, 국

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견인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

니다. 비정규직과 여성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인권보호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존엄한 존재임을 사회

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세상,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럼을 통해서 광주가 아시아를 대표하

는 인권도시로서 자리매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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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결실의 계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일상 속에 흐르는 도시, 광주에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생활 속에서 인권 확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내외 인권도시 관계자와 활동가 여러분의 광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비엔나 인권선언 25주년, 아시아 인권헌장 광주선언 2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세계인권선언’ 선포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보편적이

고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 각국에 의해서 승인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무수한 인권단체와 인권투쟁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고귀한 희생과 노력을 바치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불의 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시민항쟁의 역사적 사

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재되면서 인권의 소중함과 ‘광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는 이러한 정

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본 포럼을 창설하여 세계적인 인권전문가와 관련된 활동가들이 함께 

5·18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인권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주년 포럼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향후 

70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중요한 인권 실현의 주체가 되기 위한 구체적 역할과 비전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며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 도상국가 관계자들의 참가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을 통해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행정이 시민의 일상적인 인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도록 체계화해 정의롭고 인권

이 살아 있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으로 광주와 함께 국내외 인권도시들이 굳게 손잡고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인권 전문가 여러분의 앞날에 늘 보람과 성취가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의장

김 동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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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년도 포럼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2011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온 세계인권도
시포럼이 어느덧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명실상부한 아시
아의 대표적인 지방정부 인권포럼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는 인권 증진을 위한 도
시들의 역할 강화를 주도하면서 세계 인권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포럼을 후원해 온 외교부로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 정부
가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지난 9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한 시점에서 금번 포럼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지향해 온 가치이지만, 오늘날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
옵니다. 전 세계가 역사상 유래없는 부와 풍요를 향유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편견과 차별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러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제환경을 위
해 노력해 나갈 것을 공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국제사회
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프지만 소중한 역사와 경험을 가진 광주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통해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들의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포용의 가치는 바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수년전부터 세계가 주목해 오고 있
으며, 우리 정부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유엔에 제출하여 이러한 노력을 주도해가고 있습니
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제39차 인권이사회에서도 우리가 제출한 지방정부 인권 결의가 모
든 국가들의 지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지하고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이 활발한 논의와 큰 성과속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
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차관

이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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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광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올해로 벌써 여덟 해째 개최되는 세계인권

도시포럼에 초대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당한 국가권력과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낸 도시인 광주의 ‘광주정신’이 

인권도시의 핵심가치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도시의 또 다른 이름은 ‘포용도시’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의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목표는 UN HABITAT의 신도시의제는 물론

이고 UN의 발전권선언의 참여원칙과 그 지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대략 70억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

전으로 번영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성장과 번영의 궤도 위에 올라탄 개발도상국도 있습

니다. 그러나 빈곤, 분쟁, 차별, 재난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전지구적으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범죄와 차별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비주류 약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

는가?’라는 자기성찰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대화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와 앞으로 만들어갈 평화의 미래를 세계와 나누고 알리는 일은 타인의 삶을 

위해 희생한 광주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KOICA는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빈곤이 있는 곳엔 포

용적 성장의 경험을, 차별이 있는 곳엔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신을, 분쟁이 있는 곳엔 평화의 지혜

를,  KOICA가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KOlCA는 오늘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화-인권-민주주

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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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노트



1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2018, 이하 2018 광주포럼)은 2011년 5월에 열린 제 1회 국제인권도

시네트워크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의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2011년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이 인권도시를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지침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정치적 과정’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광주포럼은 그 시작부터 ‘지역공동체

가 중앙정부와 더불어 인권보호의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화두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주포럼

은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와 전문가, 인권 NGO,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의 삶터인 지역공동체에서부터 인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실천을 모색해 나가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광주포럼에는 지난 7년 동안 76개국에서 422명의 해외 발표자가 참여하였고, 국내를 포함하면 1,124명에 

이릅니다. 이희호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 패트리샤 개틀링 뉴욕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

부장관(전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마이무나 샤리프 UN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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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광주포럼을 비롯한 국제인권사회의 노력으로 2015년 9월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또한 국가와 함께 인권존중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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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포럼은 국내외 인권전문가들과 2014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의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결과가 반영된 UN인권이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

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18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권기

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세계인권선언을 국가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

여 구체적 행동강령을 채택한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민주 인

권 평화로 상징되는 5·18정신에 바탕을 둔 아시아인권헌장이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광주포럼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어받아 향후 70

년 지역공동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보편적인 인권실현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비전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을 고

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선포 2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포럼에서

는 인권선언/헌장과 그 성과 및 2018년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8 광주포럼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박 4일간 열립

니다. 포럼에는 인권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UN인권전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

원회 관계자,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원도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s), 지방의회, 학계 인사들과 인권도시 

관계자, 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인권당사자를 비롯하여 2,0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01 포럼의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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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주포럼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의 

정책과 문화가 주류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

와’ 살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도시공

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포용, 그리고 

연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포럼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도시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시민의 권리실현을 논의하였고, 2017년 포럼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

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이자 가치인 평화를 논의하였는데, 2018년 포럼에서는 지난 두 차례 포럼

의 논의 결과를 이어받아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5년 9

월 25일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빈곤타파, 기아해결, 건강증진, 불평등해소, 환경보호 등 17개 분야

에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제안하는 아젠다2030을 채택하였고, 2018년 12월 유엔에서는 글로

벌이주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사회통

합을 보장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임을 광주포럼에서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1980년 5월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낸 도시입니다. 특히 5월 21일부터 27일

까지 광주시민들은 탱크와 군인들에 의해 도시가 포위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등 서로를 지켜주고 포용하는 나눔과 연대의 대동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대

성회를 통해 빈부의 격차, 나이, 성별, 이념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

주의의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정신은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UN정주

권회의의 주요 도시의제 중 하나인 ‘포용도시’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광주는 올해 광주포럼에서 ‘민주 인권

평화’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에 ‘다양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담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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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필리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용의자 수천 명이 사법절차 없이 즉결처형 되었고, 미얀

마에서는 작년 8월 이후 정부군의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과 인권침해로 70여만 명의 대규모 로힝야족 난민

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이러한 분쟁만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혐오범죄와 차별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주류의 비주류 약자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지방정

부의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또는 장애인, 선주민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침해로 인한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수용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기에 영합한 정부들의 비합리적 정책 때문에 인

권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거나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친숙한 젊은 세

대들이 고루한 정당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유발된 ’대표성 위기 (Crisis of Representation)’로 더욱 악화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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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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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8 광주포럼의 목적과 방향성

시’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평등(Equality)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것입

니다. 또한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권에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1번이 말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

주지 조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2018 광주포럼은 평화권, 이주민 난민, 장애인, 여성, 국가폭력 등을 주제로 다양

한 공동체 영역에서 다양성과 포용,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 대안을 인권도시 내, 인권도시 간 상호 논의해 보

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광주세계인총회와 국가폭력을 경험한 도시 

관계자 모임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연대의 방법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별히 이주민 상

황과 관련하여, 도시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함을 다시 상기시킬 예정입니다.

2018 광주포럼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부터 다양성과 포용, 평화의 가

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실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참

여민주주의 확대와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2017 포럼의 논의와 성과를 이어받아, 인권도시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봄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평

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광주포럼은 ‘해

외 인권정책 세션’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시민자치 및 이주민 정책을 추진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참가자들과 연구합니다.

  

최근 남북정상 회담으로 본격화된 남북화해 국면을 맞아 1948년에 남북 이념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국가

폭력에 의해 3만여 명의 시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되돌아보고, 남북간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 

평화구축을 위한 인권도시의 역할을 주제회의 ‘도시와 평화’ 세션에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2018 광주포럼은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 등 인권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 있는 여러 아시아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권도시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여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포

럼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  

지난 2년간의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인권도시 관계자와 공무원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의 인권주류화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하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비엔나인권선언 25주년 그리고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

을 맞이하여, 향후 70년 지역공동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보편적인 인권실현의 주체로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고 그 실천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의 국제이주협약과 관련하여, 국제적 이주관리체

제와 정책에서 다단계적 조직을 구현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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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8광주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UN 인권이사회 관계자와 국제 인권전문가, 인권도시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오

프닝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합니다. 전체회의는 올해 포럼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폐회식에서는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주제별 회의는 이주민·난민, 장애인,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국가폭력, 환경, 평화, 사회적 경제와 같이 시

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9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국가폭력과 여성의 권리, 정신장애인과 성소

수자, 세대통합과 인권, 이주민·난민과 성평등, 평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

다. 특히 올해는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평화권을 논의하는 ‘도시와 평

화’ 세션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인권정책회의는 국내세션과 해외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인권정책회의는 라울발렌베리

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가 주관하며, 올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이주민, 종교적 다양성과 

민주적 자치 등과 관련한 인권 정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인권정책회의에

서는 국내 주요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지역인권정책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별회의는 글로컬(Glocal) 의제와 인권도시 간 공동행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인권도시 네트

워크 워크숍’이 열리며, 국가폭력으로 고통 받았던 광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분야로 ‘국내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

권위원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포럼기간 동안 특별행사로 광주에 거주하는 각국의 이주민들과 이주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주세계인총회’와 ‘인권논문발표’가 진행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아고라’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18기록관 방문, 5 18국립묘지 참배, 광주비엔날레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 및 주제회의에는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UCLG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특별회의를 진행하며, 이 회의에서는 이주 관련 국제 의

제와 함께 행정직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 보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2

3

4

5

6

1

의제와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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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단체

2018광주포럼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UCLG-CISDP)의 공동의장도시인 광주

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GIC)와 세계지방정부연

합 인권위원회(UCLG-CISDP)가 공동 주관합니다.

또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국제 이해교육원, 한국인권재

단과 같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후원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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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01. 1일차, 10/18

02. 2일차, 10/19

03. 3일차, 10/20

04. 4일차, 10/21



회의일정 10/18< >

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2:00 D1 인권탐방 국립5·18민주묘지 22쪽

 ※ 

내용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고 국립묘지를 참배하여 희생자를 추모

10:30~12:30 S1 국내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213
※ 

동시통역

내용

주관기관

개회

좌장

발제

토론

한국어, 영어

바르셀로나시 인권정책, 지자체 인권정책 강화 방안 논의 등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조영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최낙영 [한국] 광주인권사무소장

아이다 길리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회 인권국장

박경옥 [한국]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장

김형완 [한국] 인권정책연구소장

전체 자유토론

12:00~13:00 점심

13:00~13:45 O1 개회식 4층 컨벤션홀

동시통역

개회선언

축하공연

홍보영상

개회사

환영사

축사

축하영상

포럼성과보고

한국어, 영어, 수화, 문자

윌슨 멜보스타드 [미국] 광주국제교류센터

전진희 [한국]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GIC 시민합창단

 1. What a wonderful world

 2. 임을 위한 행진곡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홍보영상

이용섭 [한국] 광주광역시장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찬 [한국]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

케이트 길모어 [호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이미경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말레이시아]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이성훈 [한국] 아시아개발연대 선임고문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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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프로그램 ]

13:50~15:30 O1 오프닝라운드테이블 4층 컨벤션홀 23쪽

동시통역

개회

발제

질의응답

폐회

한국어, 영어, 수화, 문자

정진성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케이트 길모어 [호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한국] 광주광역시장

발제자 토론 및 질의응답

맺음말 및 기념촬영

16:00~18:30 P1 전체회의: 다양성, 포용, 평화 실천방안 4층 컨벤션홀 26쪽

동시통역

개회

발제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문자

안진 [한국]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비오라 오카포 [캐나다] 요크대학교 교수

이대훈 [한국] 성공회대학교 교수

샴스 아자디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인권위원

존 폴 크루즈 [미국] 월드이네이블드 수석고문

호세 칼리 자이 [과테말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필리프 리오 [프랑스] 그리니시 시장

청중질문 및 패널답변

16:00~18:30 S2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212+213
※ 

공식언어

주관

개회

인사말

토론

전체토론

폐회

한국어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박김영희 [한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대행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권보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서창호 [한국]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우주형 [한국]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회의 마무리 발언 및 차기 일정 확정

기념촬영 및 폐회

16:00~18:00 E1 SDGs의 지역사회 적용과 인권도시 211

주관 UCLG-ASPAC

19:00~20:30 O2 환영만찬 시청 야외광장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사진전 관람

만찬사

축사

건배사

축하공연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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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08:50 홀리데이인 광주 1층 로비 집결

08:50-09:45 버스 이동 (홀리데이인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도청→전남대5·18연구소)

09:30-10:15

전남대 5·18 연구소

- 전남대 5·18 연구소 소개

- 1층  관람(안내자 동행, 질의응답 가능)

10:15-10:45 이동 (전남대 5·18 연구소→ 국립5·18민주묘지)

10:45-11:30

국립5·18민주묘지

- 영상관람

- 참배 

- 5·18 민주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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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5·18 연구소

1996년 12월 10일 설립.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민주·인권·평화를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을 꾸준히 수행									

주        소  |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300 번지)
                  전남대학교 용봉관(구본부) 3층   

연 락 처 | 062-530-3916

홈페이지 | http://cnu5·18.jnu.ac.kr/

국립 5·18 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
간이자, 온 국민이 함께 가꾸는 5·18민주화운동의 성지									

주        소  | 북구 민주로 200(운정동 산 35번지)   

연 락 처 | 062-268-05·18

홈페이지 | http://5·18.mpva.go.kr/

인권 탐방:
국립5·18민주묘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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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소장

모르텐 샤에름

오프닝라운드테이블
발제요약 O1-02 

「글로벌 도전과 지역차원의 해결책:
  인권으로의 회귀」

10/18< >

2018 세계경제포럼 글로벌위험보고서 (Global Risk Report):

‘오프닝라운드테이블’은 세계인권선언선포 7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껏 세계가 이룩한 성과를 되돌
아보고, 비엔나인권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르텐 샤에름(Morten Kjaerum)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메가-트렌드(Mega-trend)와 
일상의 현실을 잇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기후변화는 급격한 인구이동을 촉발하며, 전세계의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혁신은 
보다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회로 발전하는 길을 막아서기도 한
다. 그리고 글로벌 패권의 이동은 한 때 우리 모두가 그려왔던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미래에 대
한 개념을 바꾸어 놓고 있다.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 국수주의, 불평등,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구조변화 같은 당면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샤에름 소장은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향
후 인권관련 담론은 국제인권공동체가 (시민을 포함한) 지방정부차원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롭고 창
의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지역공동체를 시발점으로 삼아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을 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의지
(will)와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참여와 상호작용 통하여 그러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를 필요로 한다. 세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점점 좁아지고 있다. 특히, 10
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국경을 초월한 동질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삶의 방식으로서 인권을 둘러싼 규범(norm)과 가치(value)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샤에름 소장은 인권교육과 인권에 기반한 지방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인권도시가 미래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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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라운드테이블
발제요약 O1-03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70년 지방정부의 인권실현 주체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비

전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제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17곳, 기초 90곳이며, 이 중 60여 곳 이상이 

2012년 4월 인권위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권고한 이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의 지역화

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실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

니라 모든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자 합니다.

 둘째, 인권위는 정부, 지자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인권기구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견고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간 인권보호체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

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지자체의 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지자체 인권보장체계를 발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을 그리는데 밑

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위도 지자체, 시민사회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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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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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둘러봐야 한

다. 인권도시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온 이주민, 경제침제로 생활

기반이 취약해진 사람들,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신체적 불편 때문에 사회참여가 어려

운 사람들... 이들에 대한 존중, 환대, 포용은 인권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인권은 평화를 다지는 토대이다. 평화는 인권을 확장시켜주는 울타리이다.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인권도시는 일상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가해

지는 위압적이고 불합리한 강요,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는 증오와 혐오, 높은 지위를 이용한 모욕적인 

언어들…. 일상에서 공동체적 관계를 깨뜨리는 반인권적 폭력들이다.

 인권은 인간이 더욱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더 나은 삶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권도시 광주의 노력은 계속

된다. 새로운 목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이다. 정의가 바탕이 된 풍요야말로 도시의 구성원 모

두가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서로를 포용하며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광주다움의 회복’은 잔혹한 국가폭력 앞에서도 불의에 항거하며 끝까지 함께 했던 광주시민의 정의

로움과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일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시민들이 노동의 권리를 온

전히 누릴 수 있게 한다. 좋은 일자리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어

떠한 인권도 민주주의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광주는 시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수평적 협치를 

이루고,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에서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체제의 구축과 전지구적 단위에서의 인권연대는 인권도시들

이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실천약속이 되어야 한다. 신뢰와 책임에 기초한 인권연대를 통해 ‘사람에 대

한 존중’, ‘함께 사는 공존’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공동체를 상상하자. 광주시도 항상 그것을 상상하

며, 인권연대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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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오프닝라운드테이블
발제요약 O1-04 

「더 나은 인권공동체를 향한
  인권연대, 그리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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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글로벌리즘, 초국가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삶의 환경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곳곳에
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 테러, 범죄, 폭력 등은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노령화, 
청년실업 등의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도 강고하지 못합니다. 국가와 도시에서 공적영역이 
쇠퇴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빈곤과 차별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8세계인권도시포럼”은 세계 곳곳의 인권상황을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추적해 보
고자합니다. 인권은 개인의 실존 문제로부터 시작되지만, 인권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입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작업은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층위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다
양성’, ‘포용’, ‘평화’는 현재의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동체 지향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실천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은 국제이주와 다문화 확산으로 인구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욕구가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여성에 대한 
혐오 등은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공존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의 방식이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어야합니다.

포용은 도시의 공간이나 생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포용성
을 통해서 도시의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다양한 불평등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시 해야 합니
다. 법과 제도의 밖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인구,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청년실업
자,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등이 그들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시의제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
참여가 가능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
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폭력과 고통에 대한 저항입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평화와 관련한 두 가지 모습을 경
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해 함께 걷고 있는 역사적인 평화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과 자본의 힘을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일상적인 폭력입니다. 평화는 온갖 
차별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상호 존중과 상호 연대의 약속 아래서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준비가 되
어 있는가를 성찰할 때입니다. 다양성, 포용, 평화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심층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야합니다.

다양성, 포용, 평화는 상대에 대한 존중, 함께 가는 연대, 차별 없는 공존을 지향합니다. 또한 인권도시라는 인
권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실천적 과제입니다. 70년 전 “세계인권선언”이 밝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를 탄탄히 쌓는 길은 다양성, 포용, 평화의 가치를 인권의 관점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회의Ⅰ  컨셉노트 다양성, 포용, 평화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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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이 세계는 사람의 이동과 인간 사회의 다양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

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이 세계는 인간의 전세계 이동을 통한 성공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에 관한 형식과 내용에 기초한 국

제사회와 지역 사회의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 인간의 이동과 다양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명시되고 입증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세 가지 중심 요소에 대한 공격이 줄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커지는 현상이 너

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의 결핍은 우리 시대의 현 국제적 상황 속에서 현

저하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전 세계 여러 도시와 지방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과의 인권을 

위한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생산하고 전파하고, 관련 활동을 펼쳐왔고, 이들

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도시와 여러 지역에서 인간 다양성의 

성공적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인권을 위한 연대와 인간 다양성을 포함한 서론의 설명에 이어, 전세계 도시 가운데 인권을 위한 이주

민과 난민과의 연대 의지를 표현한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도시가 이러한 종류

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 다양성의 확대에 분명히 기여해왔고 또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방법은 탁상 조사 (desk research)이다. 학술 및 정책 논문에 대한 

분석과 전세계 여러 도시에서 산출한 자료에 대한 방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

보다, 도시가 어떻게 이주민과 난민에게 인권을 위한 연대의식을 표현했고 인간 다양성에 기여해왔

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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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크대학교 교수

오비오라 오카포

전체회의
발제요약 P1-01 

「도시, 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 및
  인간의 다양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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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발제요약 P1-02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

평화를 위한 실천은 유래가 깊다. 민중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 속에서도, 철학자와 종

교인들 속에서도 평화의 실천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현대의 대중적 평화 실천은 19세기 말 기

관총과 구축함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반대에 이어 전쟁과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에서 시

작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반핵 운동, 냉전 비판, 베트남전 비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정복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다양한 평화 사상이 태동하였다. 평화학과 갈등학의 대

두, 평화교육론의 형성, 종교적 평화주의, 시민불복종, 반군사주의,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여성

주의 비판, 생태평화론(생명평화론), 인권과 평화 및 발전과 평화 등 복합적 의제의 형성 등을 평화

의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 꼽을 수 있다. 21세기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초유의 대규모 반전운동으로 그 서막이 열렸다. 반핵운동은 21세기에 들어와 유럽과 한

국 등에서의 탈핵 정책, 미러의 핵정책에 제한된 변화 등으로 가져오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이러한 실천에 다수가 동참하고 있다. 여성평화운동의 풍성한 경

험과 특별한 역할이 부각되면서 유엔안보리에서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특별한 실천적 합의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평화안보 영역에서 청년이 실천적 역할에 관한 합의

도 만들어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지구적 합의와 목표에도 평화의 중요성과 실천 과

제가 중요하게 포함되는 진전이 있었다. 평화교육가들의 실천과 네트워킹도 두드러지고 있다. 핵

무기 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장화 및 신무기와 신무기기술에 대한 군축운동도 새로운 평화실천으

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군사기지가 가져오는 환경오염과 지역사회 파괴 등 폭력적 영향에 대한 

자각과 시민적 대응도 높아지고 있다. 유엔과 세계의 평화실천가들은 최근 군축의 의제 설정과 실

천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 한반도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

는 새로운 평화프로세스가 새로운 관심과 글로벌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종전

을 넘어선 평화세우기(평화구축), 평화세우기에서 시민사회와 경제 및 국제협력 분야의 역할, 대

화와 협상의 중요성, 시민의 평화외교, 시민 평화 역량의 형성, 평화교육 전문기관의 확산, 복합적 

평화 의제와 정책의 설정,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킹 등 새로운 평화 실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상에서 쉽고 찬찬하게 하기도 하면서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화 실천 과제의 목록이 축적되었는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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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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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시의회는 도시의 모든 정부 및 정치적 차원에서의 인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엔

나- 인권도시” 선언문을 통과시켰다.

이민, 통합, 다양성 관리에 경험이 많은 도시인 비엔나는 추가적인 포용 조치들을 통해 교차편집하는 

인권 접근법을 진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인권 증진, (아동)빈곤 퇴치, 사회 문화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 모색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강력하게 달성하기 위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

다.

인권도시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2015년 가을에 인권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인권사

무소는 정치 및 정부 기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시의회의 선언문

을 실행하고 비엔나 시에서 인권문화의 심도깊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 사무소는 또한 인권 및 사회 개발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과 

비엔나에 위치한 여러 인권 단체(예: UN 기구, EU 기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권과 

사회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기관들의 담당자

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조직한다.

유용한 링크:

비엔나 인권사무소

https://m.wien.gv.at/english/social/integration/human-rights/

비엔나에 대한 모든 정보

https://www.wien.gv.at/english/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사회적 포용

https://www.wien.info/en/vienna-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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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 시 인권위원

샴스 아자디

전체회의
발제요약 P1-03 

「비엔나, 인권의 도시」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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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발제요약 P1-04 

「보다, 포괄적인 미래 구축」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 공동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

소리를 내며 범용 설계, 접근성 및 포함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 정책, 

인권, 평화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에 개입하고 있다.

국제 정책과 인권 틀은 접근성을 필수적인 인권으로 점진적으로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유엔 협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개인의 삶의 모든 면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물리적, 디지털 및 사회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190개 이상의 국

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틀을 만들고 도시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세계 지도자들의 헌신

을 보이는 일련의 목표로 이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의제를 채택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11’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개발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차 연구, 정책 및 지지 주도를 통해 ‘World Enabled’는 전세계 도시 공동체의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

시킨다. ‘World Enabled’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과 개발의 중심에 있도록 함으로써 장벽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한다. ‘World Enabled’는 평등을 촉진해 보편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지

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UN Habitat III 주택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UN Habitat III Con-

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준비단계 기간 동안, ‘World En-

abled’는 장애인에게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도시개발 (DIAUD)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의 권리를 촉진하는 국제조직과 협업을 했다. 이 계획은 새로운 도시 의제에 포함되는 장애를 가

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네트워크의 전세계 지도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는  장애에 대한 15가지 언급을 포함한 장애를 새로운 도시 의제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한, 2018년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9에서 ‘World Enabled’는  DIAUD와 함께 ‘모두

를 위한 도시’를 새로운 도시 의제의 핵심 원칙으로 접근성을 홍보했다.

도시 공동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계획에 기초함에 따라, ‘World Enabled’는 

우리 각자가 새로운 도시 의제의 포괄적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전문가

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발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1’과 새로운 도시 의제를 둘러

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디자인과 접근성을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

고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World Enabled’는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도시에서의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국제연합(UN)이 세계의 대기업에 세계 경제의 국제화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것을 호소한 선언적 맹약)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인권도시의 정신에 있어서의 장애에 관한 새로

운 국제적인 이야기를 발표할 것이다. 이 협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UN  협약에서 촉

진되는 접근성을 원칙으로 하는 세로운 도시 의제에서 약속들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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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월드이네이블드
수석고문
존 폴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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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맹(1920 - 46) 체제 내에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기 위한 원주민 지도자의 첫 번째 여정.

ILO 협약 제107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Santa Cruz 연구

Mart nez Cobo 연구

- 원주민에 대한 정의

- 원주민의 구성

- 기본 개념

- 차별의 금지,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일반 조치

- 기본 정책

- 건강

- 주택

- 교육

- 언어

- 문화 및 문화/사회/법률 관련 기관

- 직업, 고용 및 직업 훈련

- 토지

- 정치적 권리

- 종교적 권리와 관행

- 법 집행과 법률적 지원에서의 평등

원주민 인구에 관한 실무 그룹

ILO 협약 제169호

원주민 권리 선언 초안에 대한 논의

인권 위원회의 원주민 권리 창출을 위한 결의문

원주민 권리 선언의 채택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

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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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호세 프란시스코 칼리 자이

전체회의
발제요약 P1-05

「국제 협조 체제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방식」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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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발제요약 P1-06 

「다양성, 포용, 평화 실천방안」

저는 그리니- 극심한 구조적 불평등과 직면하고 있는 파리 남부의 주변 도시- 시장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평화의 시장 연합’의 회장으로서 이 회담을 할 수 있게 되어 특히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인권, 평화에 대한 권리,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지역적, 국제적 의제 촉진의 필
요성에 대한 저의 의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시장을 위한 평화회의(the Mayors for Peace Conference)’에서의 반기
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세계적인 의제에서 평화주의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시
장과 지역사회의 긴박성을 평가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
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뉴욕이나 제네바의 회의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장에서, 당신의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도시와 번화가의 지역 차원에서의 통찰
력 있는 지도자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도전은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끔찍한 재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의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무기와 갈등의 끊임없는 확산을 살아가는 불확실
한 세계는 전 세계의 전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화는 깨지기 쉬우며, 우리가 조화롭게 살
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맹과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등 이미 존재하는 의제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엔 총회나 인권이
사회와 같은 국제 기구의 활동; 교육의 인권, 발전, 운동의 자유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핵무기 금지를 위해 2017년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이나 “나가사키 평화수장회의”와 같은 최근의 과정.
지역 차원에서, 우리 시장들은 수많은 특별한 변화들과 마주합니다. 도시 성장,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 기후 변화, 또는 
“보안에 집착하는” 정책 및 서사와 관련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간과 공동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난민 위기, 기아, 차별, 도시 폭동, 테러 등과 같은 지역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행동이 인식을 
높이고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지방정부는 공유된 원칙에 입각한 평화 구축
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21세기 평화주의 운동을 위한 국민간의 연대관계와 협력체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에 대한 권리의 인식과 실행을 목표로 하는 행동을 위한 네 가지 유망한 약속을 믿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행동하며, 도시를 모두를 환영하고 열린, 삶과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 없이는 평화에 대한 권
리도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분할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전념하는 것은 빈
곤을 근절하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입니다. 셋째, 모든 형태의 도시 폭동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평화 
교육과 사회 포함 정책을 통해 증오 발언(헤이트 스피치) 및 공포와 대항합니다. 넷째, 환경 권리에 대해 헌신적으로 행동합니
다. 더 나은 도시 계획, 이동성, 에너지 소비 모델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제공하고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것에 
우리의 집단지성을 쏟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집단 행동은 ‘평화수장회의’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평화주의적 가치를 지키거나 ‘유엔 헌장’ 및 ‘평화의 
문화에 관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을 약속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과 군축과 평화
조성에 관한 국제 포럼 참가를 뛰어넘어, 프랑스 평화의 시장연합은 교육, 개발, 인권행동, 평등, 다른 수많은 주제와의 참여와 
연대 등을 통해 평화 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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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그리니시 시장
필리프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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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정 10/19< >

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2:30 T1 주제회의: 도시와 사회적 경제 212+213 40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개회사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사회적 경제와 도시 및 지역공동체 재생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GSEF), 광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좌장 곽은경 [프랑스]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GSEF) 사묵국장

윤영선 [한국] 광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낸시 님탄 [캐나다] 사회적연대경제 관한 혁신 및 지식이전을 위한 국제센터

럭키 체트리 [네팔] 네팔여성힘 실어주기 대표

김정열 [한국] 서울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김경례 [한국] 사회적기업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민현정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경주 [한국]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교수

청중질문 및 패널 답변

09:00~12:00 S3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워크숍Ⅰ 214

공식언어

주제

주관

환영사

개회사

좌장

세션 1

좌장

기조발제

패널발표

영어

유엔 인권체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도시 논의

한국인권학회, 아시아개발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UCLG-CISDP, 한국국제협력단

정종제 [한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송진호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경영기획 이사

정진성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인권도시 아젠다 재구성

정진성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이성훈 [한국] 아시아개발연대 수석고문

1. UN 인권체계 및 인권도시

카마라 후엘 파투 [말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

2. 지속발전가능한 UN 2030 아젠다

니콜라스 부스 [영국] 유엔개발계획방콕지부 팀장

3. UN HABITAT Ⅲ - 새로운 도시 아젠다

테시 오라 [케냐] 국제연합인간정주계획 인권담당관

4. 평화 구축 및 유지 

이대훈 [한국] 성공회대학교수

5. 이주 및 난민

김미선 [한국]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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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프로그램 ]

세션2

좌장

발제

보고

좌장

발제

보고

좌장

발제

보고

좌장

발제

보고

좌장

발제

라운드테이블 토론

1. UN 인권체계 – 인권의 지역화 

서창록 [한국]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카오루 오바타 [일본]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오비오라 오카포 [캐나다] 요크대학교수

김미연 [한국]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정진성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카마라 후엘 파투 [말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

2. 지역수준 및 도시에서의 인권

조효제 [한국] 성공회대학교수

바산타 아차랴 [네팔] 카트만두 법무부국장

카마치 선 다라무시 [인도] 소셜워치 선임연구원

멘케이세츤 우란투르커 [몽골] 인권개발센터 코디네이터

김수아 [한국] 전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국장

김중섭 [한국] 경상대학교수

J 죠츠나 모한 [인도] 아시아개발연대 코디네이터

3.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 해비타트 – 새로운 도시 아젠다

니콜라스 부스 [영국] 유엔개발계획방콕지부 팀장

다야 사갈 슈리스터 [네팔, 네팔지속가능발전캠페인 대표

데니슨 [말레이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 네트워크

수겐 바하조 [인도네시아] INFID 이사

존 쿠마르 [인도] 소셜워치 대표

윤경효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넷

테시 오라 [케냐] 유엔해비타트 인권담당관

4. 평화구축 및 유지

이대훈 [한국] 성공회대학교수]

제프리 허피네스 [미국] 세계시민단체연합 유엔대표

로빈 램차란 [스위스] 아시아센터 대표

정우탁 [한국]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김찬호 [한국] 광주트라우마센터 팀장

전세현 [한국] 피스모모 사무국장

5. 이주, 난민 그리고 소수자들

김미선 [한국,(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존 쿠마르 [인도] 소셜워치 대표

첸 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회 의원

욤비 토나 [콩고] 광주대학교수

홍성수 [한국] 숙명여자대학 법학과 교수

오문범 [한국] YMCA 부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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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2 터키의 인권도시 현황 208

공식언어

주제

주관

발제

영어

인권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모색과 조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바하르 오즈덴 조슈군 [터키]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프로그램 담당

09:30~12:00 T2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209+210 44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회 최지현 [한국]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장 조진상 [한국]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틸만 호이저 [독일] 지구의 벗 분트(Bund) 사무총장

김종일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전승수 [한국] 전남대학교 교수

염형철 [한국]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양해근 [한국]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

홍은화 [한국] 수원환경운동센터 국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09:30~12:00 T3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302+303 47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인사말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분쟁상황과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장세레나 [한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지원 [한국]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데모나 쿠 [미얀마] 여성발전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수자타 고터스카 [인도] 여성탄압반대포럼 활동가

차혜령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황정아 [한국]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활동가

조영희 [한국]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

김란희 [한국]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총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2:00~13:00 점심
※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점심식사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13:00~16:00 T4 주제회의: 도시와 노인 209+210 51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한국어, 영어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사)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양철호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렝렝탕 [싱가포르] 싱가로프 대학교 부교수

도나 버츠 [미국] 제너레이션스 유나이티드 대표

정순둘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경호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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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이수한 [한국] 매괴여자중학교 교장

한동희 [한국]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장샤오웬 [대만] 타이난시 부시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30~15:30 L1 국내인권정책회의 301~306

동시통역

주제

주관

인사말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대한민국 인권도시의 새로운 전환, 민선 7기 자치단체장과 지역인권 정책을 말하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성수 [한국] 광주전남연구원장

정근식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원순 [한국] 서울특별시 시장

권영진 [한국] 대구광역시 시장

염태영 [한국] 수원시 시장

이용섭 [한국] 광주광역시 시장

김중섭 [한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현수 [한국] 국토연구원장

김기곤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청중질문 및 패널 답변

14:00 ~ 15:40 S3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워크숍Ⅱ 214

공식언어

주제

주관

세션3

세션4

정리1

정리2

정리3

정리4

정리5

정리6

영어

유엔 인권체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도시 논의

한국인권학회, 아시아개발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UCLG-CISDP, 한국국제협력단

종합보고

1. 주제별 토론에 대한 결과 보고

2. 일반토론

토론 및 종합

조효제 [한국] 성공회대학교수

오비오라 오카포 [캐나다] 요크대학교수

요수아 쿠퍼 [미국] 하와이대학교수

테시 오라 [케냐] 유엔해비타트 인권담당관

카마라 후엘 파투 [말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

카오루 오바타 [일본]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13:00~14:30 E3 터키의 인권도시 현황 208

공식언어

주제

주관

발제

영어

인권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모색과 조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바하르 오즈덴 조슈군 [터키]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프로그램 담당

16:00~18:30 L2 해외인권정책회의 211~213 55쪽

동시통역

주관

내용

좌장

한국어, 영어

라울발렌베리연구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 광주국제교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다양한 인권정책의 공유 및 광주시정 도입검토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19:00~20:30 D2 네트워킹파티
라마다호텔 

파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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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발제

패널

곤잘로 오르띠쓰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대사

아이다 길리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회 인권국장

제랄딘 가일 [프랑스] 유렵연합기본권청 인식제고책임자

김현 [한국]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인권정책담당

진경아 [한국]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진주 [한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인권팀장

19:00~20:30 D2 네트워킹파티 라마다호텔 파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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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공동체 재생을 담는 그릇, 「사회적 경제」” 어떻게 빚을 것인가?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을 담는 그릇, 「사회적 경제」”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

리는 아직 그 그릇을 명품으로 빚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창출을 지표로, 도시재생

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표를 향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 걸을

수록 사회적 경제는 도시 및 공동체 재생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서의 사회

적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의 노력이 실험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으나, 둘은 아직도 서먹합니다. 

사회적 경제와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은 각자의 길을 걸었으나, 만날 수밖에 없으며, 둘일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

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의 개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와 공동체 

재생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더 잘 빚고,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보

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및 지역 공동체 재생 성공 사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캐나다 퀘

벡의 현장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손수 지난 20년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연대경제 발

전의 역사를 주도해오며 생태계 형성에 자신의 모든 정렬과 경험을 바친 낸시 님탄님의 강연을 통해 실업과 

경제 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했던 퀘벡의 경제와 도시 및 지역 공동체 재생에 사회적 연대경제의 철학과 

기준, 가치와 개념을 적용, 사회적 통합과 빈곤개선 및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업과 연대,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연대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적 솔루션 실험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 협동

의 경제와 상생하는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퀘벡의 전통과 모델로 정착시킨 샹티에(Chantier)를 중심으로 한 

퀘벡지역의 사회적 연대경제 사례와, 11년간의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으로 탄생

하는 아시아의 이웃나라 네팔에서 지난 25년간 정부의 부재와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물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기본적 인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살던 네팔의 여성들을 조직,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자신들의 가

족 및 공동체 재생의 실험을 포용적인 관광 사업으로 실험, 성공하고 있는 네팔 여성들의 역량강화 (Empow-

ering Women of Nepal-EWN) NGO 창립자이며 대표이고 세 자매 어드벤처 사회적 기업 창립자인 럭키 체

트리씨의 경험을 소개하고, 또 지난 6년간의 국내의 사회적 경제 발전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야심찬 도

시 및 지역 공동체 재생 전략을 민관 공동 정책 수립, 운영 및 평가라는 혁신적 사회적 경제 생태계 수립과 협

치를 바탕으로 한 민·관 파트너쉽 정착에 성공한 서울시의 경험과 사례를 김 정열 대표를 통해 나눔으로써 광

주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해야할 광주의 사회적 경제와 도

시재생의 철학과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화두를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주제발제를 통해 던지고, 토론을 통

해 각 부문과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로의 현황과 노력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을 담는 

사회적 경제라는 그릇을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보

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경제발전의 전략과 비전을 함께 구축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통해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회의 도시와 사회적 경제 컨셉노트
「사회적 경제와 도시 및 지역공동체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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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는 이제 정치의 영역을 넘어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차별금지, 법

치주의, 역량강화, 투명성 및 신뢰성과 같은 인권의 원칙들이 완벽하게 실현되려면 사회의 모든 측면에

서 이러한 원칙들이 통합되어야만 한다. 특히,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제분야에서 시민들의 행

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늘날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장중심경제정책(economic development 

model)은 끊임없이 인권문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 방향이 경제분야로 

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회 연대적 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로 알려진 

이 국제적 운동은 세계 전역에서 발흥하였고 다양한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그 가

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는 공익의 기치아래 지역공동체를 개발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막

대한 잠재력을 갖는 도구로서 시작되었다. 발제자의 모국인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는 하나의 경제발전모델로서 인정

받게 되었고, 인권보호/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자산투자처 사이의 교집합을 찾던 수많은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을 일컬어 사회적 (혹은 연대) 금융(social or solidarity finance)이

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을 통하여, 부의 창출과정 자체가 부의 분배로 이어지는 사회적 기

업의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숙원과제 해결방편으로 추진되는 각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각국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특별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정책을 도입했으며, 여타 지방자치단체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 도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국

내외 사회적 경제 발전과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우수사례가 있으며, 발제과정에서 그 일부를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 운동은 지역 단위 또는 국제적 차원으로 단기목표와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단기적 

차원에서, 협동조합형식의 기업(collective enterprises)을 육성 및 확대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

를 위하여, 새로운 공공정책과 파트너십, 재정지원 도구,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경제적 정의실현, 인권보호, 그리고 권력을 쥔 소

수가 아닌 평범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 운동으로 녹아 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이니셔티브를 결집한다면,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량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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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사회적연대경제 관한 혁신 
및 지식 이전을 위한 국제센터

낸시 님탄

도시와 사회적 경제
발제요약 T1-01 

「사회적 경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한 인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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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사회적 경제
발제요약 T1-02 

「평화와 개발을 위한 포괄적 관광」

어떻게 네팔에서 관광이 포괄적인 산업이며, 일상적인 문제에서에서 세계적인 양자간의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다 있다. 하지

만 관광은 네팔의 경제와 사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은 네팔에서 가장 흔한 

단어 중 하나다. 모든 개발부문 부처에 의해 모든 민간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관광은 네팔의 발

전에 큰 희망을 주었다.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일

상 생활 활동에서부터 모든 사치스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관광산업은 최근의 세계에서 지역적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

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대단히 많은 부분에 기여한다. 더욱이 관광은 또

한 감정, 문화, 그리고 맛을 결합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관광 활동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행복, 평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관광 개발을 위해 우리는 다른 문화와 지역

사회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

어 서로 감사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평화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감정으로, 우리의 행동에 의한 안전과 평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은 남성 선호에 바탕을 두고 있는 네팔

에서와 같이, 다른 장소들은 편안함에 대해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여자 트레킹 가이

드 개발을 시작한 세 자매 덕분에 지금은 여성들도 관광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도 고무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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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네팔여성 힘 실어주기
대표
럭키 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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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에서 신사회적 경제 주체형성은 자활분야까지 확대한다면 그 기간은 20여년이 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삼는다면 10여년이 된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는 민선 6기(2012년)부터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체계성을 가지게 된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8년 6월 기준 협동조합 3,263개, 마을기업 107개, 사회적기업 
723개(인증354, 예비369) 그리고 자활기업 161개로 총 4,254개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19,800명, 매출 1조 9,600여억원(2017초 사회적 경제 기업 3,835개소 기준)으로 지난 6년 간 사
회적 경제 기업 수로는 5배 증가하고 매출 및 고용도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는 지난 6년간 예산감
액 30%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정지원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데는 사회책임조달 시장 확대(2011년 116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확대), 사
회적 경제의 지역전략 추진,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23개구에 자치구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및 지원센터), 15개구에 
사회적 경제 협업단지 조성, 지역의제 중심의 사회적 경제특구 사업 12개구 추진, 서울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526억원) 운용, 
사회적기업공제기금(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누계액 40여억원), 사회혁신기금(사회혁신금융 누계액 2억원), 자활공제(저국
주민협동조합연합회, 누계액 47억원) 등의 상호부조 민간기금 조성, 공유자산화의 예로는 광진협동사회적 경제네트워크(매입비
용 36억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 등이 민관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경제로 도시혁신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민간협의체들의 글로벌네크워크 구축을 주도하여 국제사회적 경제포럼(GSEF)
을 설립하고 서울이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서울의 사회적 경제의 우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민관정책협의회  
2012년 사회적 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기획단을 2013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민관정책협의회로 명칭
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연합
회, 자활센터, 사회투자금융,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모 법인인 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가 간사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서울
시 위원회 중에서도 대표적인 민관 협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민관정책협의회는 매달 열리는 정기회의 및 사안별 TF구
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본법 검토,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사회적 경제 공약개
발, 국제분과 운영, 서울시사회적 경제예산(사회적 경제과 전체예산) 협의 등을 통해 민관협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2.0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할 과제(양극화 심화, 대기질 악화 등의 환경문제, 인구가족 구조 변화 등) 대응을 위한 사회적 경
제의 역할은 시민주도의 순환경제 확장,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공유자산 확충 등 서울의 포용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전략적 방향은 시민체감도 높은 전략사업을 규모화 하고, 상호부조형 공유자산화 확대 및 사회적금융 
확대, 생활권 소비조합 육성, 소상공인 연대로 포용적성장동력으로서 사회적 경제 위상 제고 등을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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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울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김정열

전체회의
발제요약 T1-03

「서울시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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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연성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생태인권도시 지향 관점
- 국제 현황 그리고 우리 광주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

“도시 자연성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생태인권도시 지향 관점- 국제 현황 그리고 우리 광주 현황과 과

제를 살펴보는 포럼”

1. 도시화 및 개발과정에서 하천복개나 매립, 산림 등 녹지 절개 및 훼손으로 생태계는 악화일로에 있음. 

이로 생물다양성 후퇴는 물론, 도시민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었음. 사회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생태복원, 생태가치 증진이 왜 이루어

져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개발에 따른 훼손 문제 야기와 도시 생태보

고 혹은 시민쉼터 공간이 축소될 위기에 있음, 또한 하천정비사업, 둔치개발 등 여전히 환경을 훼손하

는 도시개발은 진행중임.

3. 반면 도시내에 있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협업를 비롯하여, 복개하천을 

비롯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4. 도시공공성, 지속가능성, 환경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

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주제회의 도시와 사회적 경제 컨셉노트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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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물다양성은 도시와 시민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도시의 생물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이기도 하면

서 도시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성이기도 하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에 살 

것이며 많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할것이

다. 도시의 과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 및 확장하고 도시 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 도시 중 하나이다. 이 도시 토지의 44%는 녹색 및 

자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삼림같이 공공 녹색 지역이 18.3%이며 호수 및 강 6.7%이며 농토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베를린의 토종 식물과 동물 종의 31%는 멸종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미 

멸종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온 상승과 폭우 현상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자연 경관

과 (공원과 국립 정원 같은) 녹색 공간은 성장하는 도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15년 동안, 베를린 

인구는 25만 명이 늘어나서 38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된 공간에도 불구하고, 주택, 

상업 및 운송 기반시설에 필요한 공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취미 오락 등 레크레이션을 위한 공간 필요

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베를린은 지난 수년간 녹색 지역의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개발했는

데, 여기에는 경관 전략, 기후를 위한 도시 개발 계획(2011) 및 생물 다양성 전략(2012년)이 있다. 이 

계획을 이행하면, 베를린은 기존의 녹색 공간을 보존하고, 건물과 지붕을 녹화하고, 이전의 브라운필드 

부지를 재생함으로써 더욱 더 환경친화적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건설된 지역의 효율적인 거주 

및 상업적 사용 방법과 또한 환경 친화적이고 공간 절약형 이동 시스템의 구축 방법에 대한 많은 구상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게 수용된 계획을 실제 현실에 이행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일관성 있는 행동과 시민 및 환경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해결책과 혁신

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도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베를린은 소위 “도시녹지 보호 헌장(Charta für das Berliner Stadtgrün)을 

만들기 시작했다(2018년 10월). 주요 목표는 기존 녹색 공간의 확보와 비오톱(생태서식공간) 네트워

크와 품질의 확대이다. 2019년 말 경 그 과정과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베를린이 시민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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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구의 벗 분트(BUND)
사무총장

틸만호이저

도시와 사회적 경제
발제요약 T2-01 

「생물다양성과 도시 개발
  -독일로부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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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사회적 경제
발제요약 T2-02 

「포용도시: 생물다양성과 도시 미래」

도시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기반 악화

· 광주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기반인 산림, 농경지, 하천, 습지 등이 
잠식되거나 훼손되어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
- 지난 25년(1990～2014) 동안 전 답 임야면적이 65.8㎢ 감소(광주시 면적의 13.1%), 저수
지 24개소 매립되어 없어졌고, 서방천, 용봉천, 극락천, 경양지천 등 광주천 지류하천의 37.5㎞ 
구간이 복개되었으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위 하강, 하천의 건천화, 도시의 
사막화, 열섬현상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 향후 산업단지(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평동3산단 등), 도시개발(하남3, 용산, 내남, 선교지
구, 광주군공항 등), 도로 건설 등의 과정에서 도시 외곽의 토지이용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생태계의 핵심인 무등산, 어등산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거나 파편화 되고,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등 하천생태계도 횡적 종적 연결성이 단절되어 가고 있음 

·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기반이었고 시민의 휴식처였
던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축소되고 거기에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 25개소 중에서 규모가 큰 10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 및 개발이 추진되고, 15개소는 부지 매입후 공원을 조성할 예정임

· 이와 같은 도시화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기반이 악화됨은 물론이고, 도심부에 남은 시민들의 주
거환경과 생태계서비스의 수준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

·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무등산의 자연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무등산을 국
립공원,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였음

· 민관 거버넌스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환경선언, 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 등을 채
택하고, 도시숲 만들기, 물순환도시 만들기 등의 실천사업 추진

· 영산강 상류 구간을 담양군과 공동으로 하천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황룡강 하류지역
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며, 소규모 습지(가야제, 도천제 등)의 서식처 보전 및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생태 휴식공간 조성 추진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광주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상무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중임

· 민간단체들은 도시하천과 습지의 보전 복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론회, 교육 홍보, 조
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식 증진과 시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도시생태계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생태 네
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광주시가 포용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생태복지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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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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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영토, 종교, 민족 문제 등의 이유로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같

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당하는 대상이 여성과 아이들일 것입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

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민족 등 다양한 갈등의 이면에는 ‘여성의 몸’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흔적들

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교 갈등처럼 보이는 분쟁의 이면에는 특정 종교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그 보복으로 

마을 방화와 약탈, 집단강간, 양민 살해가 뒤따르곤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의 현실이 

국가에 의해 묵인 혹은 방관되고 있거나 때로는 국가에 의해 조장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외화획

득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성매매 

조장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한 예입니다.

이에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도시와 여성 세션은 분쟁지역에서 여성의 몸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동원되고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

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가가 

여성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촉구하는 자리

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컨셉노트
「분쟁상황과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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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여성
발제요약 T3-01 

「젠더 기반 갈등의 영향: 미얀마의 사례」

“갈등과 평화 속에서 왜 젠더는 문제가 되는가:미얀마 몬(Mon)&꺼잉(Kayin) 주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몬과 꺼잉 지역 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사회적

으로 결정된 역할이 그들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지를 묘사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미얀마의 두 분쟁지역의 여성과 남성들이 무력 분쟁의 영향과 도

전, 특정한 위험의 폭을 각자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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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전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데모나 쿠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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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성탄압반대포럼
활동가

수자타 고터스카

도시와 여성
발제요약 T3-02

「서울시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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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국가는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때, 국가권력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강변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가식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지난 수십여 년간 세계는 점차 우경화되었다. 우파세력은 우월적 지위나 정권을 이용하여 강력한 

우파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파해왔다. 인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해버렸

다. 

여성은 우파가 성장하기 좋은 비옥한 땅과 같다. 다양한 기제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신체통제를 

바탕으로 그들이 속한 계층이나 공동체 전체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제를 논한다 – 하나는 국가(그리고 국가의 무력조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수지

배(Majoritarianism)이다 – 이들은 마치 씨실과 날실이 서로 엮여 단단한 직물을 만들어 낸다. 

다수의 폭력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면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991년 2

월 23일,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한 카슈미르에 주둔한 인도 육군은 쿠난-포시포라(Kunan-Posh-

pora) 마을에서 약 100여명의 현지여성을 집단 강간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차티스가르, 오디

샤, 자르칸트에 파견된 중앙예비경찰대(CRPF)는 현지여성(부족민)을 강간하는 등 각종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인도 각지에는 이른바 ‘미등록부족(DNTs)’이라 불리는 유랑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인도 사회에

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주류사회는 미등록부족민을 체계적으로 차별

하고, 외면하고, 멸시했으며 또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같은 잔혹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피해여성

들은 조직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국가폭력과 다수의 횡포를 영구화하려는 세

력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전선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 우익 그리고 다수주의의 폭력에 항거하는 투쟁세력을 결집하고, 개인과 집단의 투

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각의 활동이 갖는 특수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여론과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심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하

는 권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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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여성
발제요약 T3-03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한국 내 미군 기지촌은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 상대 상업 지구를 일컫는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오랫동안 ‘위안부’라고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는 

1957. 2. 28. 제정하고 시행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에서 ‘성병에 관한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제4조 제2항 제3호)를 명시한 것이다. 그밖에도 행정 각

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침이나 공문서, 한미친선협의회와 관련된 회의록이나 보고서와 

같은 다수의 문서에서 ‘위안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위안부’ 명칭은 기지촌 성매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한편, 대한민국은 1948년 ‘공창제 폐지령’ 이후 현재까지 법률로 성매

매를 금지하고 성매매에 관여한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 기지촌에 대

해서는 성매매 단속이 면제되는 ‘특정지역’으로 설정하고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

았으며, 오히려 기지촌과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나아가 성매

매를 권유하고 조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위안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

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6월 25일 제기되었다. 제1심은 법률의 근거 없이 1977

년 8월 19일 이전 강제 격리수용되어 성병치료받은 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일부 인용판결

을 하였고, 항소심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과 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에게 성매

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행위와 위법한 성병 관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 전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은 원고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 국가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점에 의미가 있다. 항소심 판결은 한미 군사동맹을 통한 국가안

보나 외화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은 기지촌 운영과 관리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미

군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잘 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애국교육’이나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미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였음을 최초로 인정한 점에 의미

가 있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과거사 문제, 국가 폭력, ‘분쟁 관련 

젠더폭력(Conflict-related Gender Based Violence)’과 여성 인권의 문제를 중첩적으로 보여준

다. 한국 내 기지촌의 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여 인권침해의 책임을 밝히고 고

령과 빈곤에 처한 미군 ‘위안부’의 생활지원을 해야 할 과제는 국가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으며 궁극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에

서 드러난 미군 또는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일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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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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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노인인구가 13.8%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임박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가부장제가 퇴색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하위문화가 나타나면서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더 이상 기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으로 표현되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과 노후준비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

로 인한 노인세대의 취업 증가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고령화 선진국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면서 세대통

합을 이루어 낸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에서 세대통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컨셉노트
「세대통합과 노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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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노인
발제요약 T4-01 

「노인 주류화를 통한 세대통합적 접근」

전지구적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면서, 점차 기대수명이 기본적으로 80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

회를 목전에 둔 나라가 많다. 여러 국가가 기대수명 연장에 대비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행했으나, 안타깝게도 노인 차별, 노인 자살, 노인 방임 등 문제는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세대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포용적인 사회 건설과 노인 주류화를 위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일까? 노인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대간 이해와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번 발표는 전통문화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효사상의 쇠퇴를 오랫동안 개탄해온 동아시아 

사회에서 직면한 노화 문제를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 다음 싱가포르의 세대통합적 접

근 사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다. 싱가포르는 가족이 돌

봄과 지지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 등을 통해 세대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15년에 발표된 ‘성공적 노화`신 행동계획’

에 따르면, 세대간 조화가 구현된 마을 “캄퐁”을 건설하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공동체 건

설의 주요 목표이다. 싱가포르의 사례가 노인의 권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대통합적 접근을 수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새로운 견해와 교훈을 줄 수 있는가? 본 발표는 정책, 물리적 통합, 세

대통합적 프로그램과 대중인식제고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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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학교 
부교수
렝렝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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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레이션스 유나이티드
대표

도나 버츠

도시와 노인
발제요약 T4-02

「도시와 노인: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10/19< >

제너레이션스 유나이티드(“GU”)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각 세
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적 
결속력, 상호이해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세대간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국제연합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통합되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세대간 솔루션 (Intergenerational 
solutions)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부담(burden)’에서 ‘편익(benefit)’ 바꾸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세대간 통합수준이 높아지고, 각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
중할 때에만 이 같은 편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인은 문화의 전통문화의 전수자였다. 노인은 다음 세대에게 지식, 전통, 그리고 사회
적 규범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반대로 노인은 상당한 편익을 누렸다. 예컨대,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
구에 따르면, 세대간 통합이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 노인은 자신을 더욱 잘 보살피고, 기억력 
시험 점수가 우수하며, 사회적 접촉이 많고, 지팡이를 덜 사용하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을 뿐만 아
니라 긍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DGs의 11번째 목표는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
으며, 지속 가능 한 도시와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세대가 공간과 장소
를 공유(intergenerational shared sites)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아동, 청년 그리고 노인이 같
은 장소에서 같은 서비스를 누리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세대간 접촉을 위한 
공간 10개소를 만들기로 발표하였다. 영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각지에 500개 이상의 공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페인 북부지역에서는 청년인구의 도회지 유출을 억제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노후화된 양로원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유럽연합은 청년과 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활동적 고령화와 
세대간 연대 강화의 해(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를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하여 세대간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과 그 실천은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GU가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인권운동가들이 세대간 통합 문제를 담당할 위원회(council) 또는 정부조직(ministry)과 같이 통
합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structure)를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더욱 
깊게 성찰하고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UN은 “세대간 
연대 위원회(Committee o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세심하게 준비된 세대간 통합 노력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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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노인
발제요약 T4-03 

「인권보호 관점에서 세대통합 방안」

노인의 인권은 노인차별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다. 노인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1) 현실적인 고령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연령규범의 잔존, 2) 젊음을 선호하는 가치관과 나이 들

어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3) 생산성의 관점에서 노인을 바라봄으로 인한 이한 노인에 대한 평

가절하, 4) 노인을 주제가 아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5) 노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존

재로 취급, 6) 노인들 스스로 연령주의 내재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차별을 세대통합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해결대안을 마련해 보

고자 한다.

 

  세대통합적 관점에서 노인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적 관점

은 존엄성, 참여, 세대간 상호부조의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세대통합적 시

각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존엄성의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언급될 

수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노화를 폄하하지 않고 아름답게 나이들어감에 대한 인정이 중

요할 것이다. 둘째, 참여의 측면에서 노인이 되면서 연령에 의한 사회참여의 제한을 해소하여 노

인의 사회적 배제를 막아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젊은이의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배려를 통해 통합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도

적으로도 노인의 고용을 연령을 기준으로 막는 법안의 단계적 철폐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세대

간 상호부조의 측면인데 연령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연령통합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통합적 사회의 구현을 통

해 세대간 상호부조를 통해 노인인권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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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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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이번 인권정책회의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확

인하고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초대된 대표들은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리고 또한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해의 충돌과 모든 이들이 반드시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견해를 공유할 것이다. EU 기본권기관(FRA) 대표단은 오늘날 

유럽에서의 인권 요구와 인권도시 개념이 왜 이 기관의 관심사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회의는 

광주, 광주광역시 인권평화재단,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한국의 토론자들에 의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바르셀로나의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회의는 바르셀로나 시에서 인권을 위해 일한 경험에서 비롯한다.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몇몇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인권 접근법을 사용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했다.바르셀로나 정부의 ‘도

시의 권리 측정’ 프로그램은, 그 도시의 보편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권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

이며, 평등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도시로부터 인정되고 보장받는 다양하고 다문화적이며 다면적인 도시를 촉

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도시는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공공 정책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렇기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공공 정책에 포함한다. 두 번째 목표는 실질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인권 정책을 수

립, 시행하는 인권에 관한 공공 정책과 관련이 있다. 또한, 도시는 인권 침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했을 때 각

각 반응을 하는 일련의 행동에 의해 보완되는 세 가지 주제의 우선 순위를 선택했다. 주제별 우선 순위는 다

음과 같다.

- 증오와 차별의 미사여구

- 공공 장소의 사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자유.

이 상황에 관한 완전한 시민권은, 난민과 같은 사람들은 도시의 보장된 모든 권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다.

해외인권정책회의 컨셉노트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인권정책회의에 대한 개념 정리」

55



해외인권정책회의
발제요약 L2-01 

「바르셀로나, 인권도시」

199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제1회 유럽 인권 도시 회의(European Conference Cities for Human 

Rights)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생드니(Saint-Denis)에서 도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the City)이 채택되었으며, 바르

셀로나는 최초에 서명한 도시들 중 한 곳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권 조약에 비준한 국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위반에 관해 끊임없

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다소 구속력 있는 수단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

족합니다. 실질적이고 완전한 공공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

니다.

첫 번째 회의 이후 20년 동안 바르셀로나 인권 도시 모델은 지속적으로 진화, 적응,  검토되는 과

정을 거쳐왔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다양한 지역 정부에서나 인권 보호는 언제나 우선 순위를 차지

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공공 정책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개념에 근거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상호문화적 관점(Interculturality perspective)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슬람 공포증 퇴치 계획(plan against islamophobia) 또는 차별 철

폐를 위한 사무국 설치(the office for non discrimination)와 같은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와 결

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개념들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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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회 
인권국장
아이다 길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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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기본권청
인식제고책임자

제랄딘 가일

해외인권정책회의
발제요약 L2-02

「인권과 재산의 조종자로서의 지역 활동」

10/19< >

인권 도시 계획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EU 기본권기관(FRA)과 비엔나 시

는 인권 도시의 실천을 이해하고 유럽에서 인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가와 

전문가 그룹을 소집했다.

유럽 연합 기본권리국(FRA)는@은 EU의 뛰어난 독립적인 기본권 센터다. 이는 유럽연합 기관과 

회원국들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그렇게 하

기 위해, FRA는 정보를 수집하고, 권고하고, 인권 단체와 정부와 협력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

양한다. 

이 발표는 인권 도시를 포함한 도시들과 FRA의 참여의 예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다. 2018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8년 FRA 기본권리포럼(FRA)에서 만난 인권 

활동가들의 주요 권고 사항도 강조할 예정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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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정 10/20< >

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4:00 S4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301

동시통역

주제

주관

세션 4

좌장

개회사

발표

세션 5

좌장

발표

점심

클로징 세션

좌장

보고

한국어, 영어

유엔 인권체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도시 논의

한국인권학회, 아시아개발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UCLG-CISDP, 한국국제협력단

인권도시 - 인도네시아

무기얀토 [인도네시아] INFID 선임프로그램담당관

우마르 하디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베카 울롱 합사라 [인도] 인간기본권리국가연합 위원

추스누니아 찰름 [인도네시아] 동람풍 시장

레미고 베르투 [인도네시아] 팍팍바랏 부시장

바구스 타쿠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

민주주의와 인권도시에 대한 다자간 대화

이성훈 [한국] 아시아발전연대 선임고문

첸 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회 의원

호세 스미스 [동티모르] 딜리 부시장

투르오디 카바하브 [몽골]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회

프레데리크 하노티어 [벨기에] 인권네트워크프로젝트 인권전문가

-

서창록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1. 그룹토론 발표(2, 3그룹)

2. 인권도시 광주를 위한 광주 아젠다 2030 초안 발표

3. 공개토론 

서수연 [한국] 아시아개발연대 팀장

유인례 [한국] 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 부장

09:00~12:00 T5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208 62쪽

공식언어

주제

주관

개회

인사말

좌장

발제

한국어, 영어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허창영

이원재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장휘국 [한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홍관표 [한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헨리 리드해드 [영국] 써머힐 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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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프로그램 ]

시간 회의명 장소 자세히

09:00~14:00 S4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301

동시통역

주제

주관

세션 4

좌장

개회사

발표

세션 5

좌장

발표

점심

클로징 세션

좌장

보고

한국어, 영어

유엔 인권체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도시 논의

한국인권학회, 아시아개발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UCLG-CISDP, 한국국제협력단

인권도시 - 인도네시아

무기얀토 [인도네시아] INFID 선임프로그램담당관

우마르 하디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베카 울롱 합사라 [인도] 인간기본권리국가연합 위원

추스누니아 찰름 [인도네시아] 동람풍 시장

레미고 베르투 [인도네시아] 팍팍바랏 부시장

바구스 타쿠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

민주주의와 인권도시에 대한 다자간 대화

이성훈 [한국] 아시아발전연대 선임고문

첸 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회 의원

호세 스미스 [동티모르] 딜리 부시장

투르오디 카바하브 [몽골]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회

프레데리크 하노티어 [벨기에] 인권네트워크프로젝트 인권전문가

-

서창록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1. 그룹토론 발표(2, 3그룹)

2. 인권도시 광주를 위한 광주 아젠다 2030 초안 발표

3. 공개토론 

서수연 [한국] 아시아개발연대 팀장

유인례 [한국] 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 부장

09:00~12:00 T5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208 62쪽

공식언어

주제

주관

개회

인사말

좌장

발제

한국어, 영어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허창영

이원재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장휘국 [한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홍관표 [한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헨리 리드해드 [영국] 써머힐 학교 교감

토론

질의응답

곽노현 [한국]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정현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관

김병일 [한국] 신용중학교 교사

김재황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장학사

김동혁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실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09:00~12:00 T6 이주민 난민과 인권 212+213 65쪽

동시통역

내용

주관

개회

인사말

발제

질의응답

종합토론

진행자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 이주민건강센터

좌장 박흥순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소장

이상옥 [한국] 이주민 복지회 이사장

간바야사가 가크 [몽골] 젠더평등센터 대표 

최영일 [한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허오영숙 [한국]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안드레아 자무르 [브라질] 상파울루 인권사무국 코디네이터

질의응답

사회 박흥순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소장

이철우 이사장, 오현선 대표. 이상옥 이사장, 권현희 센터장, 한신애 센터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9:00~12:00 T7 도시와 평화 302+303 71쪽

동시통역

내용

주관

개회

발제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광주인권지기 활짝

좌장 신강협 [한국] 제주평화인권연수고 왓 소장

리사 네티비다드 [미국] 반군사기지 평화활동가 

전세현 [한국] 피스모모 사무국장

송채원 [한국] 제주평화나비 활동가

박정주 [한국]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조백기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9:00~12:00 E4 인권논문발표 211

동시통역

주관

개회

발제

한국어, 영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광주국제교류센터

사회 로버트 데이비드 그롯잔 [미국] 전남대학교 교수

에드워드 탠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박사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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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발제

질의응답

엘리프 더머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박사 수료생

킴수 라스므슨 [덴마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질의응답

조슬린 롸잇 [캐나다] 목포대학교 부교수

윌슨 멜보스타드 [미국] 인권변호사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 ~14:00 E6 인권도시 주류화와 국가인권위 역할 303

주제

주관

국가인권기구에서 시행되는 모범적인 인권정책 및 사례 공유

South East Asi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um(SEANF)

13:00~16:00 T9 장애와 인권 212+213 72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수화, 속기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광주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좌장 김미숙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비상임위원

주 고슬링 [영국] 장애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REGARD 대표

기리하라 나오유키 [일본] 일본 정신 장애인그룹 대표

나영 [한국]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의제행동센터장

동루 [한국]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가

유동현 [한국]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민주 [한국] 요한 빌리지 장애인복지관 활동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16:00 T8 국가폭력과 인권 201+202 79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사

발제

토론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국가폭력과 정의 그리고 치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트라우마센터

좌장 송한용 [한국]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소장

게오르그 안드레아스 브록 [노르웨이] 홀로코스트 연구센터 특별자운위원 

한성훈 [한국] 연세대학교 역사와 공간연구소 연구교수

주정립 [한국]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최정기 [한국]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관표 [한국]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3:00~16:00 E5 광주세계인총회 214

언어

내용

주관

개회

주제발표

한국

이주민 인권 의제 논의, 정책제안 및 인권 선언문 채택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다누리콜 1577-1366 광주센터,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 엘리사벳, 

광주국제교류센터

좌장 박흥순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

윌슨 멜보스타드[미국] 광주국제교류센터 다나한 [벨라루시] V-day Gwa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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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선언문 채택

선언문 낭독

샤흘로 [우즈벡] 다누리콜센터

쿤두 [방글라데시] 광주 방글라데시 학생회 대표

일리마르도노브 딜쇼드 [우즈벡] 이주민 노동자

바수무쿨 [인도] 유니버셜 문화원

유수애 [몽골] 다누리콜센터

김해화 [중국] 다누리콜센터

좌장 박흥순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

한글: 다나한
영어: 윌슨
중국어: 박향란
베트남어: 레티난흥
필리핀어: 리셀
크메르어(캄보디아): 뚯잔다라
우즈베크어: 하미도브 잠쉬드
몽골어: 이미선
벵골어(방글라데시): 샤헤드 

16:00~17:00 폐회식 304~306

동시통역

내용

인사말

영상상영

종합보고

선언문 낭독

한국어, 영어, 수화, 문자

특별회의, 주제별 회의결과 종합보고 및 선언문 채택

신경구 [한국]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포럼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전체/정책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광주 이주민 인권 선언문 전달 및 기념촬영

폐회사

폐회선언

정종제 [한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폐회선언 및 주요인사/ 청중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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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비단 사회만의 몫이 아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고 실천되어야 사회 전

체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니,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를 학습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는 그동안 한 번도 민주적인 적이 없었다. 학교는 관리자와 교사들에 의해 통제

되고, 모든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배재된 채 결정되는 구조였다. 흔히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

고 하지만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있다. 그런데 이를 실질

화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교사들 역시 교실에서는 왕이지만, 교무실에서는 관리자들 앞에서 무

기력하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학교 담장 밖에 머물고 있다.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해야 하는 곳에서 오히

려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학교는 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행

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안 그래?”라고 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다. 학교에서 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오

래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분단과 보수/진보의 갈등이 여전한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교육적 원칙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왜곡된 시선들만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주의 또는 민주학교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우

리의 상황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 영국 <써머힐 학교

>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가능성,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취해

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또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주제회의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 컨셉노트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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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한 정치적 의제의 가능성 안

에서 종종 논의됩니다.

이 발표에서 나는 학교에서의 진정으로 살아있는 민주적인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

직 학생, 교사,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 민주주의인 A.S. 닐스 섬머힐 스쿨의 조교

로서, 여러분은 설립자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세 가지 기본 항목-’허가가 아닌 자유’, 평등과 민주주

의/자주적인 회의 절차- 이상의 것을 배울 것입니다. 특히, 30년 이상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의 핵심 근간으로서의 자유 구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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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써머힐 학교 교감

헨리 리드해드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발제요약 T5-01 

「써머힐의 민주주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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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발제요약 T5-02 

「민주학교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써머힐은 1921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교육가인 A. S. 니일(Neill)이 설립한 학교다.  이 학교에 대

해 우리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인상은 바로 ‘자유’다. 써머힐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되는 

표현이 바로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가 있는 학교’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설립자 A.S. 니일은 

이 학교가 어른의 권위나 사회적 요구에 기대 학생들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다듬어 내는 곳을 지

향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오히려 그는 이 학교를 학생들의 본성이 존중받음으로써 자연

스러운 욕구가 발현되는 장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것이 단순히 하고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을 자유를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사회사상가인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9~1997)의 『자유론』을 빌려올 필요가 있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를 구분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

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다. 써머힐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도 수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제재당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극적인 

자유의 전제에는 그 자유를 허용해주는 외부권위자가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통제

의 원천이 외부에 있지 않은 상태다. 통제력의 원천이 스스로에게 있는 자기지배의 자유를 의미한

다. 따라서 써머힐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자유(를 허락받은)’ 학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업

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갈 자유’볼 수 있다. 또한 써머힐은 자유를 타인의 자유와 어떻게 상충되

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민주주의의 과정이 바로 써머힐의 유명한 학교

회의(School Meeting)다.

교육에 있어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때 그 논의의 전제에는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들에게 어디까

지 자유를 ‘허락’할 것인가가 늘 깔려있다. 그리고 그 것을 논의하는 우리들은 ‘성숙한 존재’로서 그

것을 허락할만한 사고와 판단의 절대적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자유의 실현이란 주어짐으로써 당연

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건강한 주체의 회복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결과

다. 민주주의가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을 갖는 체제’라고 정

의한다면 써머힐의 학교회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논의의 안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하고 어린 학생도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써머힐이 지난 100년간 구현해옴으로써 단순한 이상이나 비현실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실천

으로서 보여준 내용들을 통해 학생인권과 민주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육은 

많은 시사점과 고민의 지점들을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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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신대학원 대학교 교수
하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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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는 것은 인권도

시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젠더, 장애, 출신국가, 체류 자격에 상

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광주에서 이주민·난민이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2.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과 사회라면 외모나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목소리를 통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자 합니다. 노동이주자, 혼인이주자,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이 성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 필요한 태도와 자격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경험과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 특히 인권도시 광주가 성평등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이주민과 난민이 선

주민과 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주제회의 이주민 난민과 인권 컨셉노트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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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난민과 인권
발제요약 T6-01 

「몽골 양성평등 환경, 여성권리」

몽골은 전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인권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여러가지 여성의 권리와 양

성평등에 관한 협약에 가입 및 비준했다. 2011년 몽고 의회는 양성평등법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부문 조정기구 형태의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법제도와 정부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제 이행속도는 더디고, 사회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정책 입안가들이 양성 평등 구현을 위

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몽골 국가통계청에서 만든 연구결과를 보면 몽골의 가정폭력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가정폭력 이외에 강간,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및 기타 여성에 관련한 폭력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비록 2004년 가정폭력퇴치법을 도입했지만 실제 그 법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 의회

는 법을 개정했다. 2016년 이후 가정폭력은 범죄로 인정되고 법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

루어진다. 

성폭력과 직장내 성추행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범법자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상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여 희생자들은 숨죽이고 있다. 이민 환경에 따라 몽골의 양성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분명

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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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젠더평등센터 대표
간바야사 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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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등이 나서 이

주여성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주민들과 난민들 사이에서 그에 부응하는 역

동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 이주자들과 난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사자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미투 운동이 아니라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으로 뉴스화되거나 그나마 다양

한 이주인권단체들의 지원으로 극히 일부의 사건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발생

한 미등록 태국이주여성의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희

롱과 성추행에 대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15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

답자375명중 278명인(22가지 성희롱 항목중 한 가지이상 첵크한 인원) 74.1%의 여성이주노동자

들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박선희 외, 2015) 박선희외(2015), 경기도 이주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

롱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38.1%는 참거나 일을 그만두었다. 이유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23.2%), 도

움을 받을 방법을 알지 못해(21.8%), 창피함, 내가 비난받을까봐(18.2%), 미등록 상태로 신고의 두

려움(16.8%) 등이 있었다. 나아가 말로 항의, 고용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는 응답이 32.1%, 피해자가 해고, 징계, 왕따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도 12.7%나 되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도 종종 성폭행, 성희롱 관련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이 방문한다. 2년

에 걸쳐 두 명의 이주 여성을 2년 간 성폭행한 농장 사업주, 제조업에서 종사하는데 3년 후 계약연장

을 해주겠다면서 성적인 거래를 원하는 사업주, 몸을 만지는 관리자, 미등록 체류 여성을 협박하며 강

간한 제3국 국적 남성들, 임신과 출산으로 퇴사하는 몽골여성(E-9)과 같은 상담들이다.  2018년 오

늘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이 땅의 이주여성들 혹은  남성 

노동자들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인 실질적인 사회문화와 정

책적 변화와 나아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회를 위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난민 역시 난민성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노동현장에서 성

희롱과 폭력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며 난민화되는 지역이나 국적국가에서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소수자, 피해자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살았던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다층적인 대응과 치유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무슬림이라는 집단정체성에 근거해 

잠재적 성폭행범이라는 혐오가 예멘 남성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성평등과 성폭력의 

문제는 비단 여성에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종교정체성과 이주자의 정체성 내지 체류자격과 얽혀 무

슬림남성난민들인 예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본다. 이제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의 유

입으로 가속화되어가는 다문화사회에서 2018년 한국정부와 지방자치 및 지역 시민사회는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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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
센터장

최영일

이주민 난민과 인권
발제요약 T6-02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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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외(2015)
경기도 이주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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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난민과 인권
발제요약 T6-03 

「이주여성 성평등의 한계와 전망」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2000년대 이후 급증했다.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남성+외국여성’간의 혼

인은 1995년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특히 2002년부터 1만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3년만인 

2005년에 30,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7년에 14,869건의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한국남성+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한 배경에는 정책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2006년 대통

령 국정과제로 “결혼이민자와 및 혼혈인 이주자 시회통합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때 결혼이

민자의 통합지원방안은 가족 유지와 아동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동을 출산한 결혼 이

민자는 국적 취득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등 다문화 사회 통합보다는 인구대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김희정, 2007:67). 한국 남성

과의 사이에 자녀 출생 유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서 지속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

성은 한국인 남편의 동등한 배우자라기보다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동남아

시아 출신 여성으로 상상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근간으로 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

은  한국어와 한국 (남성 가족) 문화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 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거 한국인으로 귀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체류, 귀화과정에서 한국계 혈

통 중심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결혼이민비자(F6)의 세분류는 가족 유지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협의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체류 자

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의 ‘혼인에 의한 간이 귀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족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사람은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되지만 사망이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

렇지 않다. 귀화 신청을 한 이후 귀화 허가 심사기간에서도 자녀 유무에 따라 심사 기간이 확연이 

달라진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은 시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구 국가 출신과 결혼한 한국인 가족은 글

로벌 가족이고, 아시아계 여성과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라 인식되고, 미디어에

서 공공연히 재현한다. 다문화는 ‘취약계층’과 동일시되며, 차별의 표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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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오영숙

68



역사적으로 상파울루 시는 수십 년에 걸쳐 이 도시에 도착한 여러 이민자 집단에 의해 건설되었

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 답게, 상파울로는 코스모폴리탄 도시

로서의 특성과 상호 문화간 정체성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반에는 유럽, 레바논, 일본에서 오

는 이민자가 주로 많았고 그 이후 남미와 심지어 한국에서 도시에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수

십년 동안 아프리카나 하이티, 중국과 시리아에서 유입되는 이민자가 늘어났다. 상파울루 시의 국

제 이주자를 위한 유인 요소로서 고용 기회, 확립된 이주 공동체 존재,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사회적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브라질에 도착하는 이민자 대부분 남성이지만, 대개 가족 중 남성이 먼저 이민오기 때문에 이민 

여성은 특수한 취약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2015~2016년 앙골라 여성들이 임신하거

나 자녀들과 함께 이민한 앙골라 여성들의 사례와 같이 최근 상파울루에 여성 이민자의 유입이 증

가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여성과 이주자로서의 이중 신분의 교차성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주여성은 여성으로서 새로 이주한  사회에서 성차별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이주자로서의 특수

한 정체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겪게 된다.  지원 네트워크 부족, 문화 및 언어 장벽, 경제적 자율성 

부족과 불법 이주 신분으로 인한 상황이 이주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된다. 

상파울로의 경우, 성별, 이민, 인신매매, 강제노동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이

민자가 섬유 분야의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이다. 특히 이주 여성이 이런 환경에서 일

하는 취약성에 노출된다.  불안정한 근무 여건과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생산성과 

여성의 임신 출산의 이중 역할이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서 발생하하게 되고 피곤한 이동 일정과 심

지어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주로 이주 여성에게 흔히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나리오

는 가정 폭력 혹은 성적 착취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이다.

이주여성이 직면한 이러한 취약성 상황을 해결하고 이들의 권리와 서비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 지방 정부의 현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 보건 및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보편적 사회 정

책에 이민자 인구를 효과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한편, 이주 여성의 사회적 통합은 특정 

현지 정책의 범위를 초과한다. 

브라질 상파울루 인권사무국 
코디네이터

안드레아 자무르

이주민 난민과 인권
발제요약 T6-04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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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가폭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

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가의 군사기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여전히 국가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

다. 그러한 시점에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광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 도시들의 현장 이야기들을 생

생하게 들어보고,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에서 평화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1998년 5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에서 ‘아시아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인권헌장’을 발표합니다. 

동헌장 4조는 평화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

민사회가 심하게 군사화 되고,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5항에서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음을 지

적합니다. 2항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폭력으

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3항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제반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들

이 요구되며,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인권선언은 이후 2010년 평화권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평화권 

보고서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더욱 구체화 됩니다. 비록 201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평화권에 관한 선언으로 

많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후퇴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기지가 있는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박하

게 평화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권 세션은 군사기지가 도시에 영향을 주는 폭력성과 폭력의 문화, 그리고 전쟁의 직접적 대상이 되

는 위협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군사주의에 도전하여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단초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담아 구체적인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평화권 선언

문으로 오늘 이야기의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주제회의 도시와 평화 컨셉노트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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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14 MINUTES)!” 잠에서 깨자마자 이런 속보를 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4분”은 북한
의 핵미사일이 태평양의 작은 섬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에는 ‘괌’이란 이
름으로 널리 알려진, 미크로네시아의 구아한(Guahan)섬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잇는 관문입
니다. 괌은 1899년 미국-스페인전쟁 후 체결된 파리조약(The Treaty of Paris)에 따라 미국령에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섬 면적의 약 31%가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괌을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까닭은 이곳의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괌의 한 일간지는 “14분(14 MINUTES)”이란 헤드라인의 기사를 통하여, 북한
이 쏜 핵미사일이 괌에 도달하기까지 단 14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필 괌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사시, 미군은 섬의 북쪽 끝
에 위치한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2-스텔스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 북한을 ‘선제타격(preemp-
tive strike)’하는 작전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2차세계대전 때처럼, 괌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저와 같은 차모로(CHamorus)사람들은 미
군과 일본군이 싸우는 전장의 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1941년부터 1944년 7월 
21일까지 괌을 점령했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회귀 
전략에서 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말해 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상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모로 사람들은 2차대전이란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의 군사기지화(mil-
itarization)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은 우리가 여전
히 전쟁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했던 노인들은 침묵 속에
서 고통을 감내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 심지어 DNA속에 남아있는 폭력과 죽음의 기억을 다음세
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면화된 분노와 고통은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정신질환, 그리고 높은 
수감자 비율이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
쟁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괌의 군사기지화는 사회 곳곳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군사기지 건설 명목으
로, 차모로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1/3을 수용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미군기지 확
장 속에서 민족자결주의원칙은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괌은 UN이 지정한 17곳의 식민지
(non-self-governing territorie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차모로 사람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군사시설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사기지화 유산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차모로 외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전쟁, 군사기지화 그리고 인권침해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향한 대전환을 위해 잠시 숨을 골라야 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과 같은 국제행사는 그러한 비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을 맞
이한 지금, 우리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또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얼마나 남았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여기 광주에
서 함께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
권이 존중되는 세계,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도시와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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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군사기지 평화 활동가

리사 네티비다드

도시와 평화
발제요약 T7-01 

「최후의 14분: 군사대국
  미국의 최전선, 괌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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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평화
발제요약 T7-02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평화교육,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것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평택에 들어서고,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국제 관함식이 강정마을에서 
개최되고,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 그렇게 삶의 터전들이 군사기지화 되는 것. 많은 사
람들은 뉴스를 보며 그것이 본인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비일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들여
다보면 우리 중 누구의 일상도 군 사주의/군사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에도 그렇다. 본 토론문은 
전통적 교육이 어떻게 군사주의를 우리 삶에 포섭하는지, 그리하여 공기처럼 스며든 군사주의를 
어떻게 비가시화하며 비판할 수 없게 하는지, 평화교육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 토론문에서는 하나의 정답 제시를 위한 질문제기가 아닌, 평화/교육을 위한 상상력과 지혜를 
서로 촉진하고 모아보는 시도로 세 가지 물음을 공유한다. 

첫째, 군사주의는 교육과 일상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어 작동하는가? 

“인간의 전역사를 통하여 전쟁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정교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커리큘럼에 대한 교육이 거의 모든 사회에서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인간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  - 쏜톤 무노즈

제한된 공간에서의 제한된 행동, 개별성 삭제, 통일성 강조, 줄맞추기와 급나누기, 지시와 복종, 위
계와 힘의 작동방식 등 학교는 여러 면에서 군대와 닮아있다. 이렇듯 교육의 공간 안에서 나타나
는 군사주의의 흔적과 패턴들을 찾아보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가 더욱 군사화되는 것에 기여하는
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거나 이해되는 다양한 교육 실천들은 군사
주의라는 구조적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통일교육, 회복적정의, 비폭력대화,  비판적 평
화교육 등의 다양한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며, 각각의 교육 실천들이 군사주의를 어떻게 담아내며 
도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평화교육은 군사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는 “평화가 과연 교육될 수 있는가?”와 
같은 보다 근원적 물음과도 연결될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생각을 촉진할 수 있는 예시로 피스모
모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실천과 발견, 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키워드 : 군사기지, 군사주의, 교육, 평화교육, 비판적 페다고지, 피스모모, P.E.A.C.E. 페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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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피스모모 사무국장
전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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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서 온 19살 송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는 적극적 평화를‘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

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써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합니

다. 여기서 제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지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앞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정 해군

기지에 대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오빠를 좋아

하고 따르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딱 한 개의 공군부대인 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포대였으나 최근 제2공항 바람에 힘입어 최고성능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성산 제2공항 공군기지 이전에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2014년 전 까지만 

해도 해군기지가 제주도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했으나, 5박 6일의 강정생명평화

대행진에 참가하며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진을 할 때나 해군기지 공사과정에 관한 영

상을 볼 때면 의경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도 기나긴 대치 과정에 지쳐 시민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인 있

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입대 전이었던 오빠에게 만약 저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느슨하게 막으면서 슬쩍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들을 보면 

모두 오빠 또래의 친구들인데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항상 슬프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과 닮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국가의 독재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들, 

그러나 국가는 그들을 폭동이라 칭하며 탄압하고, 그 논리에 물들고 이용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

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부,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처럼 국가가 주권을 빼앗길 때도 있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처럼 국가는 군사 독재를 일

으킬 수도 있고,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삶의 터전을 함부로 파괴하는 군사기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막아서던 의경이 시민편에서 함께 저항하던 의경과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저는 국가에 부당한 폭력에 맞서 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연대하여 저

항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

다. 그러나 대외적인 모습보다도 더 이상 제주도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너 건너 아는 ‘궨당’문화가, 올레길으로 불리지 않는 수많은 진짜‘올레’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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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주평화나비 활동가

송채원

도시와 평화
발제요약 T7-03 

「4.3을 통한 전쟁과 국가폭력 
 그리고 군사기지화와 제주의 평화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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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평화
발제요약 T7-04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것,
안보에 대한 다른 접근」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에 저항하며 그 지역이 군사화 되어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 또 전쟁
과 폭력에 반대하며 평화와 인권을 지켜가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본 글에는 11 년 간 기지반대
운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강정마을 사례를 통해 기지와 이웃하는 마을공동체가 처한 현실과 그
것을 헤쳐 나가는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어, 기지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과 
평화인권의 가치실현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몇 가지 다른 삶의 원리들을 정리
해보았다. 그리고 이런 원리들을 적용한 공동체가 어떻게 군사적 접근의 안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 안보에 대한 다른 접근을 통해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의 평화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급진적 상상력을 요청해본다.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오키나와섬의 사람들의 오랜 투쟁에서 나온 인간이 ‘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지혜의 말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평화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증거임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하고 싶다. 

“인간이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일은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
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군국주의의 참화
를 잊지 않고 그 죄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 중에서  

키워드: 사회변혁, Prefigurative Society(먼저 온 미래를 사는 사람들), 다른 삶의 원리들, 안보
의 재개념화, 평화의 문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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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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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제주4·3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인

권선언이 채택됐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특히 홀로코스트로 대

표되는 전쟁과 학살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1945년 유엔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인류가 내놓은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자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당시, 세계의 변방이

자 한반도의 변방인 제주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학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

시 한반도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으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급격히 늘어난 인구와 높은 실업률, 식량난과 콜레라 확산까지 겹친 사회경제적 불안과 미군정의 미곡수집 정책

의 실패로 인해 제주지역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은 급기야 제주4·3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반란의 섬’ 제주가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고 있다. 제70주년 제주4·3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동아시아지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인권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만 보인다. 일부 진상규명이 시작됐지만 과거는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지

배하고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방해하고 있다. 제주4·3의 비극이 제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듯 대만과 오키

나와 등 동아시아 민중의 비극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풀어야할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실현하고자 약속했던 보편적 인권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70

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시대의 산물로써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많은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리아, 

미얀마 등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학살은 물론 증대되는 빈곤과 불평등 앞에서 인간의 존엄

과 가치는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낙관적 믿음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하나가 바로 우리가 겪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개념을 나열

하며 소개하는 박제된 지식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건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쓰기 위함이다. 

강정의 구럼비를 폭파하고 마을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들어선 강정해군기지는 자연과 인간에 가해진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다. 최근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비롯해 제2공항 건설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의 군사화 등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한 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

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제주도민은 제주4·3의 역사를 통해 인

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온몸으로 기억

하고 있다. 이 땅 제주와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전 세계 인민의 인권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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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도시와 평화
발제요약 T7-05 

「도시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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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 소수자에게 ‘위협적인 사회’ 바꾸자! 지금부터~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와 인권> 세션은 ‘우리’로부터 배제되며 밀려나는 이들의 시각으로 현실을 

짚어보고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가 보장되기 위한 실천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의 장애인 인권운동에서 미처 조명되지 못했던 ‘장애인 성소수자’가 직면한 문제를 영국 장애인 성소수자 커

뮤니티 REGARD의 활동을 공유하며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성소수자인 이들의 고민과 장애인 성

소수자로 펼치는 인권 활동에 대한 공유는 퀴어문화축제 등을 통해 이제 막 함께 만나기 시작한 광주지역 장

애인 인권운동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활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강력 사건 피의자의 병력

(病歷)이 보도되며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는 요즈음의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환청망상

대회’와 같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일본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통

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상상력을 넓히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당사자로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민과 경험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더욱 의미를 가

질 수 있도록 <장애와 인권> 세션이 품은 물음표입니다.

주제회의 장애와 인권 컨셉노트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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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장애와 인권> 세션이 품은 물음표입니다.

장애와 인권 발제요약 T9-01
「문화 변화를 통한 LGBTQI+장애인의 인권과 포용 촉진」

주 고슬링 영국 장애인 성소수자 커뮤티니 REGARD 대표

유엔 장애인의 권리 협약 23조와 1948년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 16조에 명시된 가족생활권은 
장애인과 성소수자에게 적용할 때 가장 논란이 된다. 장애인은 성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고 부
모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LBGTQI+장애인 (성소수자이며 장애인)인 경우 이 모든 것
과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인식된다. 공공기관과 장애인조직은 고용에 대한 권리, 혜
택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고, LBGTQI+장애인은 대체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리가드 (Regard)는 영국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정체성 불확실, 인터섹스 등 소위 
‘LGBTQI+’ 장애인 조직이다. 1989년에 창립된 리가드의 목표는 네 가지이다. 성소수자 공동체 내 장애인 이슈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장애인 공동체 내에 성소수자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LGBTQI+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LGBTQI+장애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활동하는 것이다.

리가드는 기능의 손상(impairment)을 인간의  정상적인 조건의 일부로 파악하는 사회적 장애모델 (Social Model of Dis-
ability)에 기반한다. 사회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사회, 환경, 태도의 장벽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공평한 조건으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성과 젠더 성향의 사
회모델(Social Model of Sexual and Gender Orientation)은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정체
성 불확실,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를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 관점으로 사회를 보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
는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법적, 사고방식의 방해요인들이 생
긴다.

그러나 장애인과 성소수자의 권리투쟁의 유사성은 대체로 양측 모두에게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인구 전체적으로 성
소수자 그룹은 장애에 대해 당혹해하고 장애인을 의료모델의 관점에서 보아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인식했다. 동성
애가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리스트에서 제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성전환자들이 정신질환에서 신체질환 그룹에 재편성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것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장애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를 원한다는 점
을 보여준다. 남성 동성애자는 신체적 사회적 완벽함의 미와 영원한 청춘을 추구한다. LGBTQI+흑인처럼 상호교차적 정체
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성소수자에 비해 사회적 장애모델 관점을 채택하는 경우가 적다. 

이것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자신의 정신건강에 더 큰 부담을 주면서 가능한 자신의 조건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LGBTQI+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영국의 LGBTQI+인구 3분의 1이 장애인이고 LGBTQI+ 장애인
들이 상당부분 국가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나 LGBTQI+장애인이 영국의 장
애와 장애인 조직 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들은 정책과 실천 개발에 있어서도 눈에 띄
지 않는다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이 살아온 인생경험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잡성을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연극, 전시, 
공연, 영화 및 기타 문화활동은 어떠한 캠페인이나 교육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오직 LGBTQI+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인간이고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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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장애인 성소수자
커뮤티니 REGARD 대표

주 고슬링

장애와 인권
발제요약 T9-01 

「문화 변화를 통한 LGBTQI
  + 장애인의 인권과 포용 촉진」

10/20< >

77



장애와 인권
발제요약 T9-02 

「일본의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

1. 일본 사회에서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

신경정신과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인자

는 사건과 장애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종종 상징적인 

사건 직후에 범죄예방책으로 정신의학을 사용하는 정책개발을 시작했다. 그와 같은 사건 보고와 

정책 개발의 방법들은 정신 심리사회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2. 일본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

비자발적 입원 비율은 모든 정신과 입원의 약 70 %이고,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는 125만 개의 입

원 병상 중 35만 개의 정신과 병상이 있다. 1년 이상 머무른 18만 명의 입원 환자 중 5만 명이 20

년이 넘도록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2016년의 신체구속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의 (신체구속 

건수의) 두 배가 되었다.

3.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 소개:

* 일본 정신의학의 이용자와 생존자의 사회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74년 

국가기관이 설립되었다.

* 우리는 종종 비자발적 입원 환자가 퇴원하여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용자주

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2017년 4월부터 범죄예방 수단으로 정신의학 이용을 허용하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

자 복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며, 1년 이상동안 개정안 통과를 막는 것에 성공했다. 

4.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 보호시설 건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보장과 

개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정신의학의 이용자 및 생존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의학의 사

용자 및 생존자들이 정책입안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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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정신장애인그룹 대표
기리하라 나오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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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가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조직이다. 그런데 국

가는 강제력을 속성으로 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때론 국가에 의한 범죄로 폭력화할 수 있다. 국가범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

는 양대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억압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전환 중인 국가에서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이 ‘과거를 캐면 돈이 나

오냐’는 인식 수준에 머문다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요원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속

물성이 과거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거기에 침묵하였던 밑바탕이다. 결국 ‘소극적으로 부정의 했던 시민들’

의 부채의식을 주권적 의지로 고양할 때 이행기 정의는 구현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원칙, 즉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

계승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번 주제회의에서는 ‘국가범죄와 정의, 그리고 그 치유’라는 주제 하에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을 통한 정의실현방법,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과거청산의 과제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될 현재 우리의 과제이다.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사회로 나아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시길 제안한다.

주제회의 국가폭력과 인권 컨셉노트
「국가폭력과 정의 그리고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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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인권
발제요약 T8-01 

「국가폭력과 인권: 노르웨이 사례」

“홀로코스트종교적소수자연구센터(The Center for Studies of the Holocaust and Religious 
Minorities, CSHRM)”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유대계 노르웨이인에 대한 국외추방, 격리
수용 그리고 재산권 박탈 등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센터의 설립배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차세계대전기간 노르웨이 거주 유대인의 재산몰수에 관한 리젤/버란트보고서(The 
Reisel/Bruland Report on the Confiscation of Jewish property in Norway during World 
War II, 1997년 6월)”를 참고한다. 

2001년 설립된 CSHRM는 오슬로대학교(University of Oslo)와 연구협약을 맺었다. CSHRM는 
홀로코스트와 종교적 소수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그리고 전시 및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CSHRM는 노르웨이의 홀로코스트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르웨이의 유대인 탄압역사는 유럽본토에서 발
생했던 홀로코스트의 축소판과 같다. 따라서, CSHRM는 과거와 현재의 반-유대주의(anti-Sem-
itism) 그리고 인종청소와 인권유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과거와 현재의 소수
자 문제 그리고 다문화사회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11년 노르웨이 테러(The 2011 Norway attacks)”란 7월 22일, 노르웨이 노동당 정부청사
와 노동당청년하계캠프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른바 ‘외로운 늑대(lone wolf)’의 테러공
격을 말한다. 두 차례의 연쇄테러는 77명의 사망자와 300명 이상의 부상자 등 막대한 인명피해
를 낳았다. 이 사건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민간인 살상사건이었
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민 4명중 1명이 테러피해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8월 발표된 사건조사보고서(The Gjørv Report)는 “노르웨이 경찰은 오슬로 중심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와 우퇴아섬 총기난사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사건 당일인 7월 22일 추
가공격을 차단하고 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7.22센터(The 22 July Centre)”는 2011년 노르웨이 테러와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7.22센터는 테러공격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현장, 즉 정부청사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
다. 아직도 건물 안팎에서 그날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시장은 7월 22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사진과 해설, 영상물, 그리고 전시물을 통하여 시간순서대로 보여준다. 그 밖에
도 테러공격에 대한 노르웨이 시민사회의 반응과 이듬해 열린 재판결과 등을 전시하고 있다. 

“7. 22 추도프로젝트(July 22 and the Negotiation of Memory)”는 2011년 테러가 노르웨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다.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역사학과 문화유산프로그램과 팔스타트 센터(Falstad Centre)가 공동으로 추진한 
본 프로젝트는 공공장소에 남겨진 일시적, 영구적 표식이 비극적 사건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7.22추도프로젝트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이후에 테러피해자를 애도하
는 조형물과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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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홀로코스트 연구센터
특별자문위원
게오르그 안드레아스 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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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세대학교 역사와공간
연구소 연구교수

한성훈

국가폭력과 인권
발제요약 T8-02 

「이행기 정의와 국가 책임: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 용서의 정치학」

10/20< >

이 글은 이행기 정의에서 국가의 책임을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라고 하는 정치 행위에

서 밝히려고 한다. 이행기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자기 서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양측의 자기 서사는 서로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쌍방의 자기 서사가 ‘사건의 현실’을 구

성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현실이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그 이후에 지속된 사건이 피해자

와 가해자,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모두 일컫는다. 한국에서 이행기 정의는 사건에만 머물러 있었

고, 그 실현 과정은 철저하게 양측의 자기 서사가 분리된 체 진행되었다. 마치 무관한 것처럼 여겨

졌다. 민간인 학살과 고문조작간첩을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은 사

건 그 자체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언제나 국가 또는 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에만 존재했다. 사회적으로 피

해자는 피해자의 지위를 넘어설 때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다. 가해자 역시 가해자의 지위를 

넘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사과라는 행위가 가능하다. 가해자 대 피해자 관계

는 한 인격체 대 인격체의 관계가 되어야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가해자에게는 사과의 윤리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용서의 기억이 필요하다. 타자에 대한 윤리는 곧 관계에 대한 공동체의 책

임성이다. 이행기 정의에서 가해자의 윤리는 곧 국가 책임의 일부이다.   

 ※ 발표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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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518위원회 활동」

동아시아권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정도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진실규명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조치를 취하는 등 과거청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의문사위원회의 활동,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및 5.18 과거청산 

작업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이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적에 속한다. 전쟁과 학살, 인권 침해, 고문, 종족 갈등을 겪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장차 한국의 

사례를 배우려 할 것이다. 과거 청산은 오히려 국가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한국에서 과거청산의 원형이 된 광주 5ㆍ18의 경우 관련자들과 학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광주 문

제 해결 5원칙을 설정했다. 5원칙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정신계승기념사업이

다. 과거청산에는 정의 모델과 진실 모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의 모델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

자 보상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을 지향하며, 진실 모델은 주로 각종 명칭의 위원회를 통

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화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광주 5ㆍ

18의 경우 두 모델을 결합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자의 모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 5.18

의 경우 전자의 측면이 미흡한 채로 보상과 처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실규명 작업이 새롭게 시

작되었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특히 인권침해와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냉전 지배세력

의 계속되는 방해, 폄하, 무시, 무관심, 흠집잡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약과 방해 속에서 

진행된 국가 주도의 과거 청산 작업은 사회 여론,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즉 피해자 구제는 용인하나, 가해자 처벌은 감히 

거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새로 밝혀진 사실의 공개나 일반화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전쟁기 학살 문제의 경우에 그러하지만, 법 제도의 청산 문제보다는 사람에

게 과도한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정작 과거청산과 현재의 제도개혁과의 연결고리는 단절되고 말

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의 권고사항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사과와 당사자 간의 화해를 

명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제주 4ㆍ3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는 한 번도 조직의 대표로서 사과한 적이 없었

다. 따라서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압을 거론할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다. 광주5ㆍ18민주화 운동의 

경우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이루어졌고, 5.18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나 5.18 진

상규명은 여전히 미진하고, 가해자의 처벌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아직 진정한 화해도 이루

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두 위원회의 활동에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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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과 인권
발제요약 T8-03 

한국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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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홀리데이인 광주 1층 로비 집결

09:00-09:30 버스 이동 (홀리데이인 → 2018 광주비엔날레)

09:30-11:30

 <관람 순서>

1. 본전시1 / 사람과 사람간의 경계

2. 본전시2 / 조각과 건축의 경계

3. 본전시3 / 국가 간 경계

4. 본전시4 / 디지털정보와 현실적정보의 경계

5. 본전시5 / 기억과 현재의 경계

 <특이 사항> 

자유투어 *도슨트 안내 없음

11:30-11:40 버스 이동 (2018 광주비엔날레 → 중식)

11:40-12:30 중식식사

12:30-13:00 버스 이동(중식 → 홀리데이 인)

2018 광주비엔날레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미래사회의 
디자인 역할과 가치,  비전 제시 등 미래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

광주비엔날레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의 공동주최로  매회 
세계 인류 사회문화 현실과 주요 이슈, 미래의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주
제와 전시개념과 이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각이미지와 담론으로 펼쳐내
기 위한 국제현대미술전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와 특별 동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합니다.									

주        소  | 북구 비엔날레로 111(용봉동)   

연 락 처 | 062-611-5141

홈페이지 | http://www.gdb.or.kr/web/inc/main.asp

인권 탐방:
2018 광주 비엔날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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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01. 통번역

02. 질의 응답 시스템

03. 기타



1. 모든 회의에는 등록하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
2. 등록하신 분께는 ID카드 혹은 뱃지를 드립니다.
3.  등록하신 분은 1층에서 열리는 광주 국제 차문화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Only badge holders can attend all sessions.
2. We provide an ID card or badge for all registrants.
3. Registrants also have free access to the Gwangju International Tea Festival,
     happening concurrently on the 1st floor.

등록 안내 RegistrationO1

1. 동시통역 안내
제공언어: 한국어, 영어
수신기 제공: 등록 접수 시 제공
수신기 반납: 안내데스크 또는 등록데스크
채널안내: 1번 한국어, 2번 영어

2. 문자 통역 안내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 주제회의(장애와 인권), 폐회식

3. 수화 통역 안내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주제회의(장애와 인권), 폐회식

1. Simultaneous Interpretation
Languages: Korean, English
Receiver Rental: A receiver will be provided when registering.
Receiver Return: Registration Desk or Information Desk
Receiver Channel: No. 1 Korean, No. 2 English

2. Real Time Text Service
Opening Ceremony, Opening Roundtable, Plenary Session,
Thematic Sess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Closing Ceremony

통역 안내 Interpretatio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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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시스템 Q&A System

질문

Question

만족도

Satisfaction

O3
청중들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청중질의응답시스템인 Sli-do(www.sli.do)를 이
용합니다. 

Slido is an audience interaction tool for meetings, events and conferences.

1. Go to www.sli.do
2. Put in the event code #whrcf
3. Choose a session
4. Ask, Like it, Comment and Suggest
5. Fill out the corresponding polls
6. Fill out statisfaction survey

www.slido.com 접속①

② 코드입력: #whrcf

③ 참석 회의 선택

④ 질문하기/추천하기/댓글달기

⑤ 'Polls' 선택하기

⑥ 만족도 기입하기

1.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Wi-Fi 신호를 검색
2. ‘Public WiFi Free’ SSID를 선택하고 웹브라우저 실행 (단말기의 기본브라우저 사용권장)
3. Public WiFi 접속화면 중앙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이용하기’의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이용

1. Search for surrounding Wi-Fi signals in the wireless network setting
 2. Select 'Public WiFi Free' SSID and execute web browser

(Basic browser of the terminal is recommended)
3. Select the right button of '공공와이파이 이용하기‘ 

in the center of the Public WiFi connection screen to use the desired service.

※ 국내 참자가분들은 통신사 와이파이를 사용해주십시오

와이파이 안내 Wi-f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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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We would appreciate you if you could listen to the opinions of your audiences.

①	QR코드를통해접속하여설문지작성

②	작성해주신분께는등록데스크에서커피무료쿠폰을드립니다.

① Access the questionnaire through using the QR code below

② For those who have created an Qualitative evaluation, Free coffee coupons will                    

설문 SurveyO5

be provided at the registration desk for those who complete the questionnaire. 
We will offer free coffee coupons at the registration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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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쇄물(회의자료집, 프로그램북) 줄이기

2. 행사 폐기물(현수막, 엑스배너) 줄이기

3.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1. 회의자료 다운받아 보기

   ·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whrcf.org) 또는 행사장 내 QR코드

2. 개인 머그컵 및 텀블러 사용

   · 종이컵은 제공하지 않으며, 텀블러 지참시 무료 커피제공

3. 재사용을 위한 ID카드 목줄 반납 

   · 반납장소 : 등록데스크 옆 회수대

1. Reduce printing of full papers

2. Reduce printing of promotional materials (i.e. banners/flyers)

3. Reduce use of disposable products

1. Download forum materials

   · How to Download : Use the relevant QR Codes or visit our website (whrcf.org)

2. Use Mugs or Tumblers

· We will not provide the paper cups. 
If you bring your own tumbler, you will be provided a free cup of coffee

3. Return ID card strap in order to reuse at a later date

   · Drop-off point : Next to the registration desk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친환경을 위한 약속 3가지
Three Eco-Friendly Promises for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제안하는 친환경 행동 3가지
3 Tips for Remaining Eco-Friendly During th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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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 

국내협력

후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아시아개
발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스페인대사관, 광주전남연구원, 한국인
권학회, 한국인권재단,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지역공공정
책플랫폼 광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광주남구시
니어클럽,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광주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 엘리사벳, 다누
리콜 1577-1366 광주센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광주전남여
성단체연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트라우마센터,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왓, 광주인권지기 활짝, (사)광주여성인권지원
센터, 국제기후환경센터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