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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발간사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란 비전아래, ‘정의롭고 풍요
로운 광주’를 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가 이제 반 년이 지
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가슴벅찬 시
간이었습니다.
80년 5월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한 광주에서 인권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고 실천적입니다. 광주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
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시민사회협약인 광주인권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
다. 민선7기는 앞으로도 광주다움의 발굴과 실천, 광주정신의 전국화ㆍ세계화
를 통해 민주ㆍ인권ㆍ평화가 꽃을 피우는 ‘정의로운 광주’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16~17년은 인권의 일상화와 국제적 연대에 힘을 쏟은 시기였습니다. 행
정의 실질적 인권화를 도모하는 인권영향평가와, 민ㆍ관 거버넌스를 통한 6
대 핵심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전문가ㆍ활동가 등과 함께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보호
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
호 및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을 강화하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과 인권단체협력사업, 시민인권실천단을 통해 인권문화의 확산에 주력
해왔습니다.
UNㆍUCLG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개최한 세계인권도시포럼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포럼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 인권도시와 인권기관 전
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광주의 인권정책ㆍ경험ㆍ가치를 공유하고 네트
워킹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의료지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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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적 인권연대사업을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5ㆍ18은 광주 인권행정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기
본계획’을 수립추진해 5ㆍ18정신계승과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립의 로드맵
을 마련했습니다. 5ㆍ18기념행사는 기념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
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기획하는데 주력해, 오월정신 확산에 기여하도록 했
습니다.
또한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으로 보이는 탄흔이 발견되고, 성폭력ㆍ성추행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는 등 5ㆍ18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
습니다. 이런 추가적 상흔들이 묻히지 않도록 광주시는 진실규명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해 ‘5ㆍ18의 완전한 진상규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하는 민주ㆍ인권기념
파크사업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근거한 정부
사업으로서 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정의와 민주의 성
지, 세계인권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5ㆍ18정신이 시민들의 인권의식함양
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간되는 <2016~2017 광주광역시 인권백서>에는, 이처럼 광주시
와 시민, 인권단체들이 ‘인권공동체 광주’를 위해 걸어온 2년간의 발자취
와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권백서가 인권도시 광주를 이해하는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시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인권행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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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1. 제47회 시민의 날 ‘시민대표 21명’에 의해 선포되다.

광주인권헌장
전 문
우리 광주 시민은 동학 농민 혁명, 3ㆍ1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4ㆍ19 혁명과 5ㆍ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헌장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지를 천명한 광주인권헌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제1조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특히 지연, 학연이나 언어, 연령, 성별, 학력,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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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2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① 모든

시민은 광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시 정책과 운영에 시
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이 더 쉽게 행정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① 모든

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학습을 통해 인간화된 도시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는 광주 공동체와 인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간 활동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는다.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제4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 기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공동
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는 시민의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정한
노동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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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와 의료 기관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③ 시는 경제적 이유로 시민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는 민간 기구들과 함께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도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나 차별 없이 제공한다.
④ 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 수용과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제7조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①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등과 같은 법 집행 기구와 함께 가정, 학교, 직장, 보호 시설
이나 사회 복지 시설에서 학대, 폭력,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
독한다.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 집행 기구가 시민에게 폭력이나 차별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③ 시는 학대, 폭력, 방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제8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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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③ 시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영향 평가, 성별 분리 통계 등을 실시
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한다.
④ 시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보장한다.
④ 시는 취약한 가정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
로서 존중한다.

제11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
서 살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③ 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①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
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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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제13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공 여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진다.
② 시는 수질과 대기질의 개선, 소음과 악취 방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녹지
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③ 시는 시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 시설 및 공공 여가 시설을 제공한다.

제14조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① 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
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③ 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제15조
① 모든

시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ㆍ약품 등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다른 시민의 안전
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는 관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범죄, 교통사고, 재난 재해,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범죄와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시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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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제16조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① 모든

시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시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시와 학부모는 과도한 학습 강요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④ 시는 공공 도서관, 주민 강좌 등 시민의 사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17조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광주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는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ㆍ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18조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① 모든

시민과 시민 사회, 시는 5ㆍ18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식민주의와 국가폭
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협력한다.
② 시는 시민 사회와 함께 국내외 인권 증진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
을 통하여 지구촌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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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의 이행
제1조 헌장의 실천 주체와 범위
①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시 공무원, 법 집행 공직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헌장을 항상 기억하여 헌장의 정신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② 시민의 권리는 이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또한
이 헌장을 해석할 때에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와 결정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이 헌장에 명시된 ‘시’라 함은 광주광역시청과 구청 및 산하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① 시는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한다.
②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공표
한다.
③ 시는 헌장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인권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증진에 활용한다.
⑤ 시는 의회, 교육청, 국가 인권 기관 및 인권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⑥ 시는 국내외의 도시, 그리고 국제연합(유엔)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
스코) 등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제3조 헌장의 개정
헌장은 시민적 합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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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구변동 및 사무

Ⅰ

기구변동 및 사무

1. 인권평화협력관실 기구변동 연혁
광주광역시는 1988년 4월 11일 광주민주화운동 치유ㆍ보상 등 업무를 전담
하기 위해 기획관리실 내에 지원협의담당관(지원1계, 지원2계, 지원3계)을 설
치하였다. 1988년 7월 5일 내무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지원협의담당관 아래
지원과(지원1계, 지원2계, 지원3계)를 신설하였다. 1988년 7월 20일 지원과에
지원 4계를 보강하였으며, 1990년 3월 7일 직제를 개편ㆍ보강하였다. 당초 지
원협의담당관 아래 지원과에 지원1계, 지원2계, 지원3계, 지원4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지원협의담당관 아래 지원1담당관에는 지원1계, 지원2계, 지원3계
를 두고, 지원2담당관에는 보상1계, 보상2계, 보상3계를 두었다.
1993년 1월 1일에는 기구를 축소하여 당초 지원협의담당관 아래 지원1담당
관과 지원2담당관을 지원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관리계와 지원계를 두었다.
1995년 1월 1일 지원담당관제를 폐지하고 지원담당관 아래 있던 관리계와
지원계를 지원협의담당관 아래 관리계와 지원계를 두었다. 1996년 2월 17일
기구를 보강하여 당초 지원협의담당관 아래 관리계와 지원계를 두던 것을 5
ㆍ18지원협력관으로 변경하고 지원계, 정신선양계, 기념사업계, 자료관리계를
두었다. 1998년 8월 20일 당초 내무국 소속이었던 5ㆍ18지원협력관을 시장 직
속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 9월 3일 5ㆍ18지원협력관 아래에 있던 지원계, 정신선양계, 기념사업
계를 남겨두고 자료관리계를 폐지하였다. 2002년 10월 1일 시장 소속으로 있
던 5ㆍ18지원협력관을 5ㆍ18선양과로 변경 정신선양계와 기념사업계를 두어
문화관광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004년 3월 25일 5ㆍ18선양과 보상지원팀
을 보강하여 정신선양팀, 기념사업팀, 보상지원팀을 두었다. 200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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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선양과 소속을 문화관광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월 1일 당초 관광체육국 소속 5ㆍ18선양과에 정신선양팀, 기념사업
팀, 보상지원팀을 두었던 것을 민주정신선양과에 민주화지원팀, 보상지원팀을
두어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그러다 2010년 8월 12일 전국 최초로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행정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ㆍ신설하였다. 인권담당관실내(기원건 인권담당관)에 민
주인권정책팀, 인권평화교류팀, 5ㆍ18선양팀을 두었고 이북5도사무소를 운영하
였다. 2011년 6월 23일 개방형(전임 계약직 가급)으로 이경률 인권담당관을
채용하였다. 2013년 1월 11일 인권옴부즈맨팀을 보강하여 민주인권정책팀, 인
권평화교류팀, 5ㆍ18선양팀, 인권옴부즈맨팀 등 4개팀이 이루어졌다.
2013년 5월 16일에는 안종철 인권옴부즈맨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인권담당관실은 2010년 8월 신설 이후 정원은 당
초 12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민선6기 조직개편(14. 9. 1.)에 따라 인권담당관실을 인권평화협력관실로 명
칭을 변경하고 인권정책, 국제협력, 인권평화교류, 5ㆍ18민주선양, 인권옴부즈맨
지원 5개 팀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3월 1일자로 국제협력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고 인권정책팀, 인권평화교류팀, 5ㆍ18민주선양팀, 5ㆍ18시설팀, 5ㆍ18보상
팀, 인권옴부즈맨 지원팀 등 6개 팀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7차
보상업무 추진 및 5ㆍ18민주정신 선양 기념사업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5ㆍ18
관련 조직을 확대하게 되었다.
안종철 인권옴부즈맨 임기 만료에 따라 2015년 7월 8일자로 시는 상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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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옴부즈맨에 홍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을 임용, 시 관계 행
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개선권고 기능
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5년 8월에는 변호사이면서 국제 인권운동가인 김
수아를 인권평화협력관으로 채용해 광주시 인권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5ㆍ18진실규명지원단을 임시기구로 신설 후 7월에 정식기구
로 개편 후 진실규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기구 변동ㆍ연혁은 아래와 같다.

□ 인권평화협력관실 기구변동 연혁
일 자
88.04.11.
88.07.05.
88.07.20.

사
▶

▶

▶

유


광주민주화운동
치
유 전담기구 신설

소속변경 및 기구
보강
기구보강

변 천 내 역
▶

▶
▶

▶

소 속

지원협의담당관 : 지원1ㆍ지원2ㆍ지원3계

기 획
관리실


소속변경
: 기획관리실 → 내무국
지원협의담당관 밑에 지원과 신설

내무국

지원4계 증설

〃

당 초 : 지원협의담당관
·지원과 : 지원1ㆍ지원2ㆍ지원3ㆍ지원4계
▶

90.03.07.

▶

직제 개편ㆍ보강

 정 : 지원협의담당관
조
·지원1담당관 : 지원1ㆍ지원2ㆍ지원3계
·지원2담당관 : 보상1ㆍ보상2ㆍ보상3계
▶

 초 : 지원협의담당관
당
· 지원1담당관 : 지원1ㆍ지원2ㆍ지원3계
·
 지원2담당관 : 보상1ㆍ보상2ㆍ보상3계

〃

▶

93.01.01.

▶

기구축소

〃

조 정 : 지원협의담당관
·지원담당관 : 관리ㆍ지원계
▶

95.01.01.

▶

기구축소

▶

지원담당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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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사

유

변 천 내 역

소 속

〃

96.02.17.

▶

기구보강

 초
당
·지원협의담당관 : 관리ㆍ지원계
▶ 
변경
· 5ㆍ18지원협력관 : 지원ㆍ정신선양ㆍ기념
사업ㆍ자료관리계

98.08.20.

▶

소속변경

▶

98.09.03.

▶

기구축소

▶

02.10.01.

소속변경 및 기구
축소

▶ 

소속변경 : 내무국 → 시장직속

▶
▶

시 장
직 속


자료관리계
폐지
5ㆍ18지원협력관:지원ㆍ정신선양ㆍ기념사업

〃

5ㆍ18지원협력관(시장직속) → 5ㆍ18선양
과 : 정신선양ㆍ기념사업

문 화
관광국

▶ 

보상지원담당 신설
※ 5ㆍ18선양과:정신선양ㆍ기념사업ㆍ보상
지원

▶

04.03.25.

▶

05.01.01.

▶

기구보강

소속변경

▶

소속변경 : 문화관광국 → 관광체육국

〃

관 광
체육국

당초 : 관광체육국
· 5ㆍ18선양과:정신선양ㆍ기념사업ㆍ보상
자 치
지원
행정국
▶ 
변경 : 자치행정국
·민주정신선양과 : 민주화지원ㆍ보상지원
▶

07.01.01.

소속변경 및 기구
축소

▶ 


인권담당관
(기원건, 4급 준국장)
· 민주인권정책담당 (4명)
·인권평화교류담당 (3명)
·5ㆍ18선양담당 (4명)
10.08.12. ▶ 인권전담부서 신설
·이북5도사무소 운영 (1명)
▶

5ㆍ18기념문화센터를 사업소로 운영
· 2011.6.23. 개방형 인권담당관(이경률)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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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사

유

11.12.05.

▶

업무이관

13.01.11.

▶

기구보강

13.05.16.

▶

인권옴부즈맨

13.06.23.

▶

인권담당관

14.09.01

▶

부서 명칭변경

변 천 내 역

소 속

이북5도사무소 운영(1명) 시민협력관
이관

▶ 

▶

인권옴부즈맨팀 신설(4개팀, 19명)
안종철 상임옴부즈맨 채용
(2년, 지방시간제계약직 가급)

▶ 

이경률 인권담당관 재계약
(2년, 지방계약직 개방형 4호)

▶ 

인권평화협력관실로 변경
(5개팀, 국제협력업무 추가)

▶ 

5ㆍ18업무 기능 강화
5ㆍ18민주선양→5ㆍ18민주선양,
5ㆍ18시설, 5ㆍ18보상)

▶ 

15.03.01.

▶

기구보강

15.07.08.

▶

인권옴부즈맨

15.08.11.

▶

인권평화협력관

17.07.01.

▶ 

기구보강

홍세현 상임옴부즈맨(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채용

▶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채용
(2년, 개방형 직위 4급)

▶ 

5ㆍ18진실규명 기능 강화
5ㆍ18진실규명지원단 신설

▶ 

2. 인권평화협력관실 사무(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는 인권정책팀은 인권증진 기본계획 실행, 인권실태
조사, 인권헌장,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헌장시민실
천사업, 인권지표, 인권교육, 인권단체협력사업, 인권마을만들기사업, 민주화운
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민주인권포털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인권평화교
류팀은 세계인권도시포럼, 아시아광주진료소 운영, 아시아재해긴급구호 대응
및 지원, 국제인권교류 협력 등을, 5ㆍ18선양팀은 5ㆍ18정신계승, 5ㆍ18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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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수립 추진, 5ㆍ18역사왜곡 대책, 5ㆍ18관련단체 지원 등을, 5ㆍ18시설
팀은 오월길 조성사업, 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 조성사업 추진, 5ㆍ18사적지
관리 등을, 5ㆍ18보상팀은 제7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 추진 업무
를, 인권옴부즈맨지원팀은 인권옴부즈맨 지원 등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전일빌딩 헬기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 등 5ㆍ18에 관련한
새로운 사실과 증언이 속출하는 시기에 5ㆍ18의 진실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
로 규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5ㆍ18진실규명 업무를 신설하
였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인권평화협력관) ① 인권평화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평화협력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인권평화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국제 인권ㆍ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2.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3. 광주 인권지수 개발 및 UN지정 인권도시 추진
4. 광주인권ㆍ평화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6.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교류사업 총괄
7.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추진
8.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9. 5ㆍ18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협조ㆍ지원
10.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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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ㆍ18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5ㆍ18관련 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지원
1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
15. 6ㆍ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인권지수 관련지표 평가ㆍ환류
17. 광주정신 확산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
18. 사회적 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사각지대 권리보장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19.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등 해외지역 재해 대응과
지원
20. 해외지역 광주진료소 설립 지원
21. 인권옴브즈맨 지원에 관한 사항
22.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도ㆍ감독
23. 5ㆍ18민주광장 운영(총괄)
24. 5ㆍ18진실규명 및 관련 지원 <신설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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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장치

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에 인권 명칭이 들어간 것은 2007년 5월 ‘광주광역시 민
주인권평화도시육성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이 처음이다. 위 조례 목적
(제1조)은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기본계획수립(제6조), 평화도시 선언(제7조), 국제협력 사업(제9조), 학습체
계 구축(제10조), 인권ㆍ평화센터 등 조성(제11조), 위원회설치(광주광역시평화
도시시민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시장,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조례(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이하 "평화도시”라 한다)라 함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며 이
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전형을 말한다.
2. "평화도시

학습체계”라 함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
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말한
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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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로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2008년 5월부터 광주인권사무소,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활동가 중심으로 ‘조례연구모임’을 구성하여 2년
간에 걸쳐 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는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하고 2009년 11월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
화도시 육성조례’를 의원발의로 전부 개정하였다.
위 조례 목적(제1조)은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제2조)에서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제3조), 기본계획
의 수립(제6조), 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제10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제11조),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시민위원회 설치(제16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조례
는 전국 최초의 인권기본조례이다.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제 37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육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
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2.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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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
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
계를 말한다.~~이하생략~~

2010년 8월 광주광역시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2010년 11월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광주시 원탁회의(T/F)를 가동하였고, 2011
년 3월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인권사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4월 12일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인권도시추진원탁회
의와 광주인권위조례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고 이경률 원탁회의 위원과 조상
균 전남대 교수가 조례개정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이정강 광주인권사무소장
의 진행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회에서는 ①5ㆍ18 등 광주정신의 확장과
민선 5기 핵심정책이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설이므로 조례에 민주ㆍ평화 개
념을 포함하는 방안 강구 필요 ②개정안에 전문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추
진 중인 인권도시헌장을 축약하여 설치 필요 ③‘인권’과 ‘도시육성’개념
을 상호 분리했을 경우, 유기적 연계가 어렵고 인권증진 실천력 저하와 선언
적 수준에 그치게 되므로 인권증진 효율화를 위해 통합이 바람직함 ④인권(
기본)조례는 인권증진 보호 측면을, 도시육성조례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을 강조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한 후 별도 제정 필요 ⑤시민위원회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시, 평가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위원장제 운영 ⑥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인권증진 실천력 제고와
민ㆍ관 협치 차원에서 공무원 참여와 공동위원장제(시장, 민간인)운영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1년 8월 3일 광주광역시 주최 공청회에서는 서정훈 NGO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이정강 광주인권사무소장의 진행으로 홍인화 시의원, 채숙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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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전화 대표,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은우근 광주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청회에서는 ①인권기본조례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등 개별 조례
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가 되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②인권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센터 위상과 성격 규명이 선행되어야 함 ③국제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부분에 ‘인권도시 간 국제인권도시네트워
크 구축사업 추진’ 조항 신설 필요 ④인권교육 중요성을 감안, 실시 횟수
를 연 1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강제화 필요 ⑤인권영향평가 제도 시행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평가결과 정책 중단 등을 강제할 수 없더라도 평가 과
정 및 절차 자체가 시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⑥인권증진
시민위원회 업무영역 확대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1년 8월 9일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시민위원회 보고와 2011
년 8월 24일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정현애 시의원, 이정강 국가인권위원

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조상균 전남대 법학과 교수, 市 인권담당관 등이 참여
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조례안을 2011년 10월 의회에 제출하였다.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 목적(제1
조)은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
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인권지수의 개
발ㆍ시행(제10조), 인권교육 체계 구축(제11조), 인권지원센터 설치(제12조), 인
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제14조), 인권도시 광주헌장(제19조), 국제협력
강화(제20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24조), 인권영향평가(제30
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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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전부개정) 2012-01-01 조례
(일부개정) 2013-04-01 조례
(일부개정) 2014-09-01 조례 제 4414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전부개정) 2017-02-23 조례
(일부개정) 2017-07-01 조례

제 3491호
제 3756호
제 4032호
제 4234호
설치 조례
제 4853호
제 4904호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1>
1. 조례ㆍ규칙
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20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시민위원
회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ㆍ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
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인권
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
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
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2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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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에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 인권구제
기구인 인권옴부즈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뒤 인권
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을 미리 예측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행정의 실질적 인권화 도모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시
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담아야 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7월 일부개
정하였다. (제20조~제20조의3, 제25조, 26조, 27조의 2)

2.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2018~2022)
2011년 수립된 제1기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2016년 7
월 8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광주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5번의 분야별
집담회와 3회의 보고회를 거치면서 제2기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광주시 인
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기 계획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계승해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
효성 있는 정책과 ‘인권도시 광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운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확산, 분야별 계획 추
진,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 인권지표 효율화, 인권도시의 역사성에 기반한 인
권도시 비전과 방향,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제1기 계획을 인권제도, 인권정책, 인권문화, 인권연대 등의 측면에서 성찰
하고 인권의 미래 환경과 광주의 인권지형을 고려한 ‘인권증진과 인권도
시’의 통합 계획 수립하는 한편 제1기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이후 인
권증진 정책과 인권도시 운영 계획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역단위 인권보호체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4

Ⅱ. 제도와 장치

제2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
의 인권공동체 광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①사회적약자 중심의 인권도시 구
축 ②인권제도와 인권행정 역량강화 ③인권공동체 문화확산 ④인권행정 협
력체게 구축 ⑤인권도시 광주위상강화를 5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1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론적 근거와 추진전략을
갖춘 광주 인권도시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면 2기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권정책을 가속화하고 2018년부터 2기 기본계획을 바탕
으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
이다.

가. 제2기 인권기본 수립 관련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 사업 추진
광주시는 제2기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를 통해 14세 이상 광주시 거주 성인남녀 838명과 사회적 약자 집단을 장
애인,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4개 집단 363명, 총1,201명에
대하여 인권의식, 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도시, 인권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하
여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 결과 인권의식 수준은 65.4%로 사회권과 문화
권영역이 높았고 자유권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안전권이 평균보다 낮은
인권의식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초점집
단에서 높게 나타나 이들이 인권 문제의식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어 인
권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별과 인권침해는 51.8%로 중립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비정규직과 장애인
에 대한 인권행정의 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서비스에서의 인권증진 노력
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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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낮아 긍정적이였으나 장애인ㆍ 비정규직이 인권침해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도시 인권도시 광주에 대한 인식은 57.9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영역별
로 자유권의 점수가 60.5점으로 조금 긍정적이였으며, 안전권의 평균점수가
53.7점으로 가장 낮았고, 결혼이주여성ㆍ외국인노동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점수가 높아 긍정적이였으나 장애인ㆍ비정규직 점수는 낮아 장애인ㆍ비정
규직 인권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었다.
인권교육 경험은 응답자 51%가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ㆍ북한이탈주민 인권
교육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교육
율이 낮아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실질적
인 인권증진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과 계층
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설계하여 실시해야 하며 인권침해나 차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다.

나.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작성
제2기 인권기본계획은 2016. 7월부터 2017. 5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맡
아 책임연구원인 김기곤 박사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착수보고회(’16.7.20일),
제1차 중간보고회(’16.10.20일, ’17.4.24일), 최종보고회(’17.5.30일)를 개최하여
2017년 6월에 완료되었다.
용역기간 중 2017년 2월부터 4월에 집단 심층면접 FGI를 실시하고 2017년
3월에는 장애인ㆍ이주민ㆍ노인ㆍ아동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별에 대
하여 5차례 집담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권활동가, 일반시민, 당사자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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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기 인권기본계획에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5.22일
부터 26일까지 김기곤박사외 1명, 인권평화협력관, 인권정책담당, 인권기본계
획 담당자가 함께 사회적 약자 분야 7개 사업 부서를 방문하여 제2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할 인권과제에 대해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보고서를 수
정ㆍ보완하여 최종 완료되었다.
제2기 인권기본계획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
공동체 광주’라는 비전으로, 제1기 인권기본계획에서 시민이 실감할 수 있
는 인권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세
부적인 인권정책 추진방행을 제시하고,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ㆍ인권공동
체 문화형성ㆍ인권행정 협치 체계 구축ㆍ인권도시 등 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
였다.
시민 을 품고 세 계 와 연대 하 는

비전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

정책
목표

시민의 인권 증 진, 인권의 기반 확 대, 인권행정 협치 강 화

추진
전략

인권행정
고도화

핵심
분야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없애기
■ 노인이 주체가

되는 인권 실천

중점
과제

■ 여성참여 확대·

안전한 환경
■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인권의
주체화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인권지표 효율

성 제고
■ 인권 부서

위상 강화
■ 행정정보

공개 확대

인권의
협력화
인권공동체
문화
형성
■ 인권마을사업

로드맵 작성

인권행정
협치체계
구축
■ 인권 행정협력

체계 강화

■ 시민참여형

■ 인권연구·인권

인권사업
활성화

활동 동아리
지원

■ 지역 인권경영

문화 형성
■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

■ 공무원·집단별

시민역량 참여
강화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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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책

온라인 시민
플랫폼 구축
■ 인권행정 지원

기구 설립

인권도시
국제화
인권도시
광주
위상 강화
■ 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운영
■ 국내외

인권도시정책
워크숍
■ 인권도시

국제 담론 확산
■ 5·18기록물

공간 기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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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서 작성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인권현장 활동가 전문가, 관련부서와 협의
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가 완성되었기는 하였으나 용역보고서가 단순히 보
고서로 사장되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가 낸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되, 광주
시 차원의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2017.4.27.일 인권증진시민위원
회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시는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제1기 인권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 실질적인 인권 기본계획이 되도록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 현
장 활동가,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분야별 TF팀 구성ㆍ운영 및 위원회 자
문심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
그 과정은, 2017.7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소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제2기
광주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 방식 및 TF 참여자 등을 논의하고, ’2017. 7.24.
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하여 최종 결의를 하
였다. 2017.8.8일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ㆍ청소년, 인권도시 등에 대
해 인권증진시민위원ㆍ전문가ㆍ인권활동가 등으로 6개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총14회 회의를 통해 분야별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를, 핵심과제 등
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제2기 광주시 인권기본계획에 대하여 2017.9.1일에는 실질적 인권증진
실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권도시 광주 제도를 넘어 삶속으로’라는 주제
로 시ㆍ구의회 의원, 시ㆍ구 인권부서 담당,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
인권활동가,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생생한 목
소리를 들었으며, 제2기 광주시 인권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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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광주시 인권기본계획은 토론회 이후 2017.10.12일 인권증진시민위원
회 소위원회에서 최종검토하고 2017.10.3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
하여 2017.11.13.일 확정되었다.
용역보고서로 대체하지 않고 TF회의, 토론회,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등
을 통해 완성한 결과 제2기 기본계획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권 증진 정책인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분야에 대해 분야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어린이ㆍ청소년) 비전과 목표를 정할 수 있었으
며, 어떤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하는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사회적 약자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분야는 비전을 ‘자신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도시’
로 정하고, 차별과 인권침해 없는 지역사회 조성 및 자신의 삶을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핵심정책과제를 일상생활 속
차별요소 없애기 등 7개로 정했다.
- 노인분야는 비전을 ‘당당하게 누리는 광주’로 정하고 노인당사자의 인
권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이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핵심과
제를 노인 인권교육 확대 등 10개로 정했다.
- 여성분야는 비전을 ‘성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인권도시’로 정하
고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과 고용차별 해소, 여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핵
심과제를 지역여성 대표성 제고 등 11개로 정했다.
- 이주민분야는 비전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정하
고 이주민의 참여의식 및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공존실현을
위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하여 핵심과제를 선주민의 다문화 민감성 교
육 등 8개 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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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ㆍ청소년분야는 비전을 ‘어린이ㆍ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
주공동체’로 정하고 당사자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조성, 일상
속에서 일반 아동ㆍ청소년 및 아동ㆍ청소년 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하여 핵심과제를 어린이ㆍ청소는 참여시스템 정비 등 8개로 정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분야 외에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핵심과제: 3), 인권
공동체 문화형성(핵심과제: 5), 인권행정 협치 체계 구축(핵심과제: 4), 인권도
시 광주 위상강화(핵심과제: 4)를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 확대실시 등 16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정했다.
제2기 인권도시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과정

광주인권
실태조사
(시민모니터링)
시,광주전남연구원

실행계 획수립
모니터링
지표(평가), 공표

사회적약자분야
전문가 집담회
(4회)
시,광주전남연구원

최종결재
(시장님)
인권평화협력관실

사회적약자분야
사업부서 협의
(6회)

인권위원회
소위,전체위
(2회/1회)

시,광주전남연구원

시,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위,전체위
(1회/1회)

분과별
TF 구성, 실무
(14회)

시,인권위원회

시,분과별TF

라. 제2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행계획 작성
제2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행계획은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인권공동체문화형성, 인권협력체계구축, 인권도시 광주 위상강화, 광주인권헌
장실천 등 6개 분야 123개 과제이다.
연차별 실행계획은 제2기 인권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된 5개 분야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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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핵심과제, 6대 핵심인권정책, 광주인권헌장실천과제 등을 포함하여 앞으
로 5년 동안 광주시민을 위한 실천해야 할 실천과제이다.
사회적약자
구 분
장 노 여
(계) 애
인 인 성
123

36

9

3

인권증진

인권제도 인권 인권협력 인권도시 광주인권
이 어린이
와
공동체
광주위상
주
인권행정 문화형성 체계구축 강화 헌장실천
민 청소년
23

9

3

2

3

3

32

3. 광주인권헌장(홍보)
광주는 이 도시가 가진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시민의 일상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마련하여 모든 시
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권도
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중 「광주인권헌장」은 ‘인권의 가치가 도시의 근본적 운영원리’가 되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 공동체의 인권적 지향점을 명문화한 것으로 인
권도시로서의 가치와 철학 및 실천 비전을 담고 있는 선언문이다.

□ 광주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광주인권헌장」은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권리
와 의무를 담기 위해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NGO, 법조계, 노동계, 경제
계, 언론계, 인권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헌장 제정위원회(공동위원장 고은, 정근식)와 기초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중
심이 되어 초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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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부터 초안 작성을 시
작한 기초위원회는 십여 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종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문구 하나 하나
작성에 깊은 의미를 담아 심혈을
기울였고, 분야별 대표 53인으로
이루어진 제정위원회는 네 번의 회의를 통해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이를 보
다 정교화 하였다.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와 수차례의 NGO단체 방문 간담회, 1,300여 곳에
달하는 기관ㆍ단체 우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인권헌장 제
정 작업에 동참하며 인권도시를 향해 첫 발을 내 딛는 광주의 희망찬 서막
의 불씨를 함께 지폈다.
그리고 마침내 제정위원장인 고은 시인의 문학적 감수까지 거쳐 518자로
이루어진 ‘전문’과 5장 18개 조항의 ‘본문’, 실천의지를 담은 ‘헌장의 이
행’ 등의 체계를 갖춘 역사적인 광주인권헌장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광주인권헌장」은 2012년 5월 21일 ‘제47회 광주시민의
날’에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제정과 시민 모두의 자발적 실천의지의 참뜻을
담아 시장을 포함한 시민대표 총 21명이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하였다.

□ 광주인권헌장 제정의 의의
광주인권헌장은 그 제정과정에 있어 시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중점을
둔 상향식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동체 내 소통과 합의의 모델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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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여에 걸쳐 일반시민, NGO 활동가, 학자, 전문
가,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등 40여 차례 회의와
1,300여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시민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반영하였다.
또한 광주인권헌장은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5ㆍ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우리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미래의 도시 가치
로 승화시키기 위한 철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광주인권헌장은 인권 구현을
위한 광주 공동체의 실천규범이자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으로써 광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한편 광주인권헌장은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규정한 선언으로 광주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
권을 실현하는데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헌장의 제정과정, 구성내용 등에 있어 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충
남ㆍ강원 등의 국내 타 도시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어 인권의 가치 확
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광주인권헌장을 통해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안됨으로써 행정
과 제도 내에 인권의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여성주간 행사시 광주여성 인권
실천결의 등 각종 시(市) 행정을 추진 할 때 광주인권헌장에 근거를 두고 정
책이 입안, 시행되고 있다.

□ 광주인권헌장 실천과 확산을 위한 노력
광주인권헌장이 활자로 된 ‘선언문’으로 사문화되지 않고 그 의의와 철
학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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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인식하여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접점을 넓히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매년 5월 21일 시민의 날에는 「광주인권헌장 선포 기념 인권문화제」를 개
최하고 있으며, 2016년 선포 4주년 행사는 광주광역시청 시민광장에서 시민
대표의 광주인권헌장 낭독이 있었고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인권놀이터를 운
영하여 인권헌장에 담긴 기본이념과 실천사항을 유쾌한 체험을 통해, 미래세
대들이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 광주인권헌장 선포 5주년 행사는 금남로 일대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이주민, 장애인이 참여한 헌장 낭독, 인권다트맞추기, 인권가훈 함께
쓰기, 인권가족 사진 찍기, 인권인형만들기, 인권문화 전시관 운영 등 어린이
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단순 홍보
성 행사와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헌장과 인권도시에 대한 생활
속 인권의식 및 인권확산에 이바지 하였다.



▲ 2016년 4주년 행사

▲ 2017년 5주년 행사

또한, 「인권작품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2017년까지 총 5번에 걸쳐 진행
된 공모전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광주인권헌장을 널리 읽고, 실천을 고민
하며,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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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4회째 인 2016년도에는 경력이나 시상금을 목적으로 한 준전문가
들의 참여보다 본 공모전의 본래 취지에 공감하는 비전문가들의 참여가 늘
어나 인권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자 한 본 공모전의 목적 달성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7년도는 5회째를 맞이하여 처음 시도
한 공모분야인 인권신문에 과년도 전체 응모편수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상
대적으로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포스터ㆍUCC 응모편수(23편) 대비 많은
작품을 응모하였다.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은 전시회와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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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광주광역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부문

구분

작 품 명

꽃말을 알면 꽃의 의미를 알고,
최우수상 인권을 알면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됩니
다.

너와나
인권동아리

편견과 차별을 비울 때, 인권은 채워집
니다!

전연화

사람이 빛나는 인권도시,
내일을 밝히는 문화도시

최정우

자유, 평등, 연대의 하모니가
인권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김영서

〃

차별에 찍은 마침표,
아름다운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이경희

〃

가정마다 인권존중 사라지는 학대폭력

전대진

〃

차별을 끄세요, 인권이 밝게 켜집니다

황선례

우수상

-

강수연

장려상

인권나무, 시들지 않게!

정유림

관심이 모여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연경

아빠! 저는 인권도 작아요?

이해걸

우수상
〃
표어
장려상

포스터
아동ㆍ
청소년

출품자
성명(팀명)

〃

포스터
일반

우수상

UCC
아동ㆍ청소년
일반 통합

최우수상

희망을 춤추는 내 친구 도영이를 소개
합니다

안다미로

우수상

곡성 학교인권편 "반성문 쓰는 아이들”

전주초등학교

장려상

인권 무시 No No!! 인권 존중 OK!!

산정 5대천왕

우수상

인권Song

장려상

학교폭력은 안돼요!

UCC
아동ㆍ청소년

UCC
일반

〃

무지개
가족합창단

다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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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수상작
[ 최우수상 ]

너와나 인권동아리 작

꽃말을 알면 꽃의 의미를 알고,
인권을 알면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 우수상 ]

전연화 작

편견과 차별을 비울 때, 인권은 채워집니다!
[ 우수상 ]

최정우 작

사람이 빛나는 인권도시, 내일을 밝히는 문화도시
[ 장려상 ]

김영서 작

자유, 평등, 연대의 하모니가
인권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 장려상 ]

이경희 작

차별에 찍은 마침표,
아름다운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 장려상 ]

전대진 작

가정마다 인권존중 사라지는 학대폭력
[ 장려상 ]

황선례 작

차별을 끄세요, 인권이 밝게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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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수상작
[아동·청소년부]
[ 우수상 ]

강수연 작

[ 장려상 ]
유림 작
인권나무, 시들지 않게!

[ 장려상 ]
오연경 작
관심이 모여 빛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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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 우수상 ]
이해걸 작
아빠! 저는 인권도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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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수상작
[아동·청소년부, 일반부 통합]
최우수상

서요한
작

희망을 춤추는 내 친구 도영이를 소개합니다

광주인권헌장 제11조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2항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는 차이일뿐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장애인
이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꿈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부]
우수상

전주
초등학교
작

곡성 학교인권편 “반성문 쓰는 아이들”

학생 인권이 무너진 학교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고자 하였습
니다.
학생 인권이 무너진 학교는 학생들에게 넋이 나가는 공포의
공간임을 전달하기 위해 최신 인기 공포영화를 패러디하였습
니다.
곡성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체적
인 줄거리와 인물의 설명을 듣고 학급 친구들과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인권보호 메시지 전달을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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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인권 무시 NO NO!! 인권 존중 OK!!

산정
5대천왕
작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들이 역할극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자유로운 의사 표현 침해, 성추행, 다문화 학생 등 학교
에서 충분히 발생하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권
의 예시를 알아보고 우리가 초등학생으로써 실천해야 할 내
용을 담았습니다..

우수상

인권Song

무지개
가족합창단
작

남자와 여자의 차별ㆍ문화와 인종에 따른 차별과 어린이들의
놀 권리ㆍ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지켜야 할 인권에 대해 노래를 만들고, 사람
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장려상

학교폭력은 안돼요!

김가현
작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다양한 상황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친구들을 이해하
고 함께 배려하는 태도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려상

다리를 다쳤다

PROJECT
BE
작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앞으
로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학교를 열심히
다녀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남의 도움 없이 학교를 다녀보고
자 노력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다닐 수 없는
학교의 구조와 허술한 복지 서비스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한
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미안함을 자아내게
만드는 현실임을 보여주고자 한 U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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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광주광역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부 문

구 분

작

품

명

출품자
성명 또는 팀명

인권을 지키는 우리들의 이야기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수호하
최우수상 (-우리들의 최종목적지는 민주인
는 시간탐험대 돈데크만
권평화입니다.-)
초등부
(4)

우수상

장려상
(2)

최우수상

중ㆍ고등부
(6)

우리 모두 더불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권리

소녀시대

인권신문

성진초등학교
5학년 6모둠

우리가 만드는 인권신문

광덕고등학교 인권동아리
HEART

까지

우수상

가족부

맑고 밝은 선광

광주인권헌장으로 바라본 인권사
례
우수상
(2)
우리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그 날

장려상
(3)

일반부
(3)

빛나는 인권

장려상
(2)
우수상

빛뫼지기
청학자치법정A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함예린

세계신문

박참이

가온누리 인권 신문

촛불을 든 사람들

베트남 사람이라 커피 내리는 것
도 느리냐구요?

조선주

초.인.종.(초등학생에게 인권을 알
리는 종소리)

오선경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최광현

정겸가족신문

정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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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 초등 최우수상 ]

[ 초등 우수상 ]

돈데크만

밝고 맑은 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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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 최우수상 ]

인권동아리-HEART

[ 중·고등 우수상 ]

청학자치법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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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 우수상 ]

빛뫼지기

[ 중고등 우수상 ]

빛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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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광주인권
헌장을 자주 접하고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광주인권헌장 달력」
을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달력은 「만화
로 보는 광주인권헌장」에 기반하여
광주인권헌장을 상세 수록하고 인권작
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광주인권헌장 주요 실천주체를 비
롯하여 시민, 학생 등이 광주인권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널리 배부 하고
있다. 「만화로 보는 광주인권헌장」제작 당시, 만화 헌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일관된 흐름을 갖기 위해 개발하였던 인권헌장 캐릭터 메이, 풀잎, 빛이, 무
등이는 광주인권헌장을 널리 알리고 인권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5ㆍ18민주화운동, 무등산 등 광주를 상징하면서 동시
에 이주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를 대표하고 있다.

메이

풀잎

빛이

무등이

또한, 광주시는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존엄
성과 자유ㆍ평등ㆍ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도시로서 인권을 매개로
민ㆍ관ㆍ학이 함께 소통하고 인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공간
을 확보하고자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민주인권포털 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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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2013년 3월부터 민주인권포털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는 각종 인권자료 게시는 물론 국내인권소식, 세계 인
권소식 등 국내외 인권의 흐름이나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보화 환
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맞게 우리 시의 인권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정책을 국내ㆍ외에 총괄 홍보, 시민의 인권감수성 증진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Cyber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인권정
보에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시부
터 웹 접근성 기능을 강화 하였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마이피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시민과 쌍방형 의사소통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민주인권포털웹주소는인권도시광주의영문을줄여서“gjhr.go.kr”이다.
gj(gwangju)는 “광주”의 영문 이니셜이고, hr(human rights)는 “인권”의 영
문 이니셜로 우리시가 지방도시 차원에서 최초로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 쉬
는 세계 속의 인권ㆍ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홈페이지로 설정 하였다.
민주인권포털 메뉴 구성은, 인권활동, 인권도시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인
권정보실, 인권상담ㆍ참여, 인권포털을 소개하는 기본 메뉴 구성과 인권도시
시민으로서의 행동수칙 및 행동요령, 인권증진모범사례, 인권침해사례, 인권침
해구제요령 등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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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권포털 메인화면

이처럼 광주시는 인권도시를 대표하는 인권포털을 토대로 인권시책에 대한
국ㆍ내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으로 시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
해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는 물론 웹서비스를
통한 대민 서비스 채널 다각화로 시민의 인권감수성 및 참여도 향상을 위
해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청, 구청 민원실 등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광주인권헌장 터치스크린」을 설치하
여 헌장을 상시 홍보하고 있다. 시청사 로비,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청사 민원실 등에 총 6대가
설치된 터치스크린에는 광주인권헌장(국문ㆍ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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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헌장 제정과정 영상, 카툰으로 보는 헌장, 5ㆍ18민주화운동 영상
등이 탑재되어 시민들에게 인권헌장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4. 인권지표
광주광역시는 100대 인권지표를 2012년 5월에 인권헌장과 함께 발표하였
다. 인권지표는 광주 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
과 평가를 통해 광주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인권지표는 시민을 중시하는 인권행정을 촉진
하고, 광주의 인권현황을 파악하며,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
며, 구체적 인권증진 실천 항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인권행
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권지표는 5대 18장으로 구성된 인권헌장을 토대로 5대 영역 18개 실천
과제에 100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시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증진을 실천하
도록 하였다.
2010년 11월 15일 시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광주 인권도시 만들기의 도
구로 활용하고자 인권지표 개발 방침을 세운 후, 부서별로 제공하는 공공(행
정)서비스 지표를 토대로 TF침과 원탁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市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소관 부서(기관)의 업무와 행정(공공)서비스 지표 등을 참고하였고,
아동ㆍ장애인ㆍ여성ㆍ다문화 등 인권 관련 주요부서 담당 유관기관(시경찰
청ㆍ시교육청ㆍ광주고용노동청 등) 인권 관계자 등이 포함된 TF팀을(15명) 구
성하여 부서에서 발굴한 지표의 관련성ㆍ적합성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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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도시 추진 원탁회의를 인권 전문가ㆍ활동가, 시민단체 등 18명으
로 구성하여 의견을 구했으며, 광주발전연구원과 담당부서가 함께 496개의
예비지표를 발굴ㆍ조정해 나갔다. 이후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100대 인권
지표 선정을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의 자문, 시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 전문가 감수회
의 등을 통해, 마침내 2012년 5월 21일 제47회 시민의 날에 인권헌장과 함
께 100대 인권지표를 발표하였다.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연계체계
광주인권헌장
(2012.5.21.)


기본 이념과
실천규범 표방
권리와 책임 실현의
실천 영역
민·관 세부
실천항목

목표값 설정 및
계획수립 추진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 100개 인권지표 발굴
(2012.5.21)

❖ 전년도

실적, 중앙부처 권장수준,
설문조사 결과 등 감안 목표 설정
❖ 세부실행 계획 수립 추진


실적 산출

❖ 정량지표 : 추진실적 산출
❖ 정성지표 : 설문조사


평 가
평가결과 보고
보완·개발
취 합

시민사회협약

❖ 자체평가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보고

❖ 평가결과 보완ㆍ개발 실천

❖ 인권지표 실천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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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지표 2016 실천계획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6 인권헌장 5
대 영역 18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인 인권지표
100개를 대상으로, 지표별 2016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그 결과를
「2015 대비 변화량 또는 개선율」로 환산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하고, 인권증
진시민위원회를 통한 인권지표 값의 의미 및 2016년 추진실적 검증 및 평가
보고를 실시하였다.
2016년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지표수 조정 및 정성평가 미실시로 개선율 비
교가 어려우나 개선된(41개/82%) 비율은 2015년 82.2%와 비슷한 수준이였다.
5대 영역별 개선율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분야가 10.6%로 개선율
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분야
8.41%,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분야 8.4% 평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문
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분야 6.27%,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
시」분야 2.48%의 개선률은 낮게 평가되었다.
2016년도 100대 지표 평가결과(개선율)
분야별 개선율(%)
12.00
10.60
10.00
8.41

8.40

8.00
6.27
6.00

4.00
2.48
2.00

0.00

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분야별 개선율(%)

2.48

2장 행복한 삶을

3장 사회적 약자와

4장 쾌적한 환경과

5장 문화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도시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연대하는 도시

10.60

8.41

8.40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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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지표 개선 및 부진 지표 수 >
50
50
45

41

40
35
30
25
20

16

15

9

10

11
6

4

5
0
합 계

14

9

2

9
2

8

8

2

6
2

1

1장 자유롭게

2장 행복한

3장 사회적

4장 쾌적한

소통하고

삶을 실현하는

약자와

환경과 안전한

5장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는 도시

도시

함께하는

도시

연대하는 도시

따뜻한 도시
계

50

6

11

16

9

8

개선 지표수

41

4

9

14

8

6

부진 지표수

9

2

2

2

1

2

합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분야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
여하는 도시구현을 위해서는 의사(사상)표현과 소통의 기회가 보장되고, 행
정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정책 결정 참여가 보장되는 도시인가를 평가했는데,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6개 지표 중 4개는 개선, 2개지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2.48% 개선율을 보였다.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인권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학
교ㆍ공무원ㆍ시민 인권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시민 인
권교육확대 및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보였고,
※ 인권교육 현황 : 학교(97.15%), 공무원(100%), 시민(18.12%)

정보공유와 정책 참여현황을 볼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율은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 및 청구건수 증가에 따라 공개율이 하락하고, 위원회의 당연직(공
무원)규정에 따라 시민위원 참여에 한계가 발생하였으나 시민 사회단체 조
직율이 증가하면서 시민활동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 시민사회단체 수 : 563개 → 5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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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분야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질병으로부
터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는 도시인가를 평가하
는 것으로,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1개 지표 중 9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
진으로 나타나 8.41%의 개선율을 보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년대비 3%가 감소되었으며 공공분야 직접고용 및 공
무직 전환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16.8.29일 광주사회
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 공공분야 직접고용 전환 : 772명, 공무직 전환 : 66명
※ 사회적 일자리수 : 3,200개 (전년대비 202개 증가)

우리 시는 자살률이 전국 시ㆍ도중 최저도시이며 영유야ㆍ노인 건강검진율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16.10.26일 조선대학교가 광역치매센터
로 선정되어 ’17년부터 3년간 26억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건강한 삶 구
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 영유아 검진율(62.62%), 노인 검진율(108.29%)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분야는 저소득층, 남ㆍ여, 장
애인ㆍ청소년ㆍ노인ㆍ외국인 등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6개 지표
중 14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으로 평가됐고 10.6%의 개선율을 보여 크
게 향상되었는데 공공기관 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으로 설치대상 11곳 중 9
곳이 설치완료 되었으며, 가정돌봄(공동생활가정, 입양 등) 수혜아동수가 증
가하여 사회적인 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었고 장애인 공
무원이 전체공무원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를 상회하고 있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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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차별없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범죄ㆍ재해ㆍ유
해식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9개 지표 중
8개는 개선, 1개 지표는 부진으로 나타났으며 8.40%의 개선율을 보였다. 통
합환경지수는 광역시 중 공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이며 1인당 공원조성 면적
이 전년대비 0.04% 증가되고, 탄소은행 가입자 및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있었고 차별 없는 편
리한 교통도시 건설을 위하여 212대 지상버스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까지
전 차량에 대하여 교체할 예정이나 대ㆍ폐차 수량부족 및 중형 저상버스 미
개발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분야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창의
적인 교육ㆍ문화환경 조성 및 시민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환경을 평
가하고 국내외 인권증진 교류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8개 지표 중 6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으로 나타났으며 6.27%의
개선율을 보였다., 학급당 학생수가 22.26명으로 전년대비 0.54%가 감소하였
으며, ’16년도에 청소년 시설 2곳이 신규 설치되어 교육ㆍ문화 환경이 개선
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소폭 하락하여 도서관서비
스 개선 노력 및 독서인구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소외계층 문화
활동 지원사업중 문화기획 사업이 종료되어 문화전용카드 발급이 감소하였
고, 5.18피해자 중 등록자가 증가하고,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 홍보강화 및
치유인문학 등 프로그램 개발로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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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0대 인권지표 개선율 현황
인권지표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개선율
(지표)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도시 - 6개
1-1
시민사생활 보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지수

95.19

95.20

0.01

1-2
시민의 행정 참여도

·시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시민위원 수

80.00

79.00

-1.25

1-2
행정정보 공개율

·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97.98

97.50

-0.49

1-2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 인구

만명당 시민사회단체
수

3.80

3.99

5.00

· 자원봉사자 수

9.40

9.00

-4.2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자 수

1.86

2.14

15.05

·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17.77

18.12

1.97

· 전체공무원수대비인권교육이

수자수

88.04

100.00

13.58

·초
 ㆍ중ㆍ고교 인권교육실시
학교 비율

94.27

97.15

3.06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
직수

35.56

33.70

5.23

· 공공기관(출연,

지방공기업
한정) 비정규직 비율

17.78

14.93

16.03

· 정규직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률

54.41

53.45

-1.76

1-3
기부 참여율

1-3
인권교육 참여율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도시 - 11개

2-4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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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개선율
(지표)

2-4
체불임금 해소율

· 체불임금

발생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

97.80

98.72

0.94

2-4
사회적 일자리수

· 사회적기업 일자리 수

29.98

32.00

6.74

2-4
이주노동자 노동 조건 · 이주노동자노동관련상담건수
개선

12.63

25.30 100.32

2-5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22.50

21.40

4.89

2-5
스트레스인지율

· 스트레스인지율

27.00

27.70

-2.59

2-5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취약계
층 수검자 수

42.80

47.31

10.54

2-5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9.30

11.10

19.35

2-6
공공임대 주택비율

·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
주택 수

9.90

10.07

1.72

2-7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률

· 장애인인권침해

상담건수대
비 구제건수

91.80

92.20

0.44

· 학생 천명당 피해 건수

3.80

4.70

-23.68

· 학생 천명당 상담 건수

2.91

1.72 -40.89

4.87

4.66

2-7
학교내 폭력발생 및
구제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 16개
3-8
빈곤율

· 수급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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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3-8
국민연금 납입자율

측정방법
·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자 수

· 전체 선출직수 대비 여성
3-9
당선자 수
여성대표성
(선출직 여성 정치인
· 시 5급이상 공무원 대비
비율, 5급이상 여성 공
5급이상 공무원
무원 비율, 초중고 교
· 초중고 교장수 대비 여성
장 성비)
초중고 교장수
· 15세이상 여성 인구대비
3-9
여성취업자수
여성노동격차
(고용률성비, 정규직성 · 여성경제활동인구대비 여성
비-여성실업율)
실업자
3-9
· 국공립 직장수 대비 국공립
돌봄, 양육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수
(국공립, 직장내 아동보
육시설 수, 성별 육아 · 전체 육아휴직자수 대비
남/여육아휴직자수(남자)
휴직 이용률)

2015년

2016년

개선율
(지표)

71.81

75.19

4.71

29.40

29.40

0.00

13.10

13.76

5.04

50.21

57.74

15.00

48.30

48.12

-0.37

3.00

2.96

1.33

54.50

81.80

50.09

19.40

14.29 -26.34

3-10
보호대상 아동가정형

·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돌봄
을 받은 아동수

1.24

1.55

25.00

3-10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18세

이하 전체아동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수

2.56

2.45

-4.30

3-10
· 전체청소년수 대비 지원해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청소년수

16.90

20.49

21.24

3-10
결식아동지원율

· 결식아동

수 대비 결식아동
지원 수

82.22

96.60

17.49

3-10
노인요양및돌봄서비스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수 대비 시설, 재가 급여
수혜자 수

15.93

16.84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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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측정방법

3-11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1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 3급이하 장애인수 대비 직업
3-11
재활시설 정원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수
· 정원대비 대기자 수(추가)

2015년

2016년

개선율
(지표)

4.60

5.03

9.35

19.20

19.30

0.52

1.41

1.45

2.84

0.00

0.00

0.00

3-11
여성장애인 출산

· 장애여성 출산율

0.50

0.40

-20.00

· 출산후 돌봄 지원비율

6.25

6.38

2.08

3-11
장애인 대학 진학률

· 장애인 대학 진학률

0.27

0.27

0.00

41.48

46.20

11.38

30.00

40.00

33.33

33.06

32.22

2.54

5.82

5.86

0.69

· 도시공원

지정면적 대비
조성 면적

43.53

44.22

1.59

· 탄소은행

가입자수
(가입자세대수)

34.68

35.02

0.98

· 탄소은행 지원금액(백만원)

54.60

70.50

29.12

26.32

26.67

1.33

· 여성장애인 대학 진학률

3-12
· 언어통역서비스 이용안내 및
이주민(외국인) 이동권
공공시설 수
과 언어소통권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 9개
4-13
대기오염도 저감
4-1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4-13
녹색에너지 자립도

· 통합대기환경지수
· 1인당 공원조성 면적

4-13
·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
공공체육 시설수 확대
적목표대비 우리시 확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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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측정방법

· 저상버스 수
4-1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 1.2급등록장애인수(기준

200
수단 도입률
명당 1대)대비 전용택시수

2015년

2016년

개선율
(지표)

17.85

22.80

27.73

110.50

127.63

15.50

4-14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율

96.50

100.00

3.63

4-15
치안안전도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수
및 범죄 검거율

77.18

82.06

6.32

4-15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111.53

109.34

-1.96

4-15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 부적합 식품 검사율

0.27

0.20

25.93

·초
 ㆍ중ㆍ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

22.80

22.26

2.37

· 중고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
자 수(중단율)

0.91

0.94

-3.30

· 학교밖청소년예산지원액

9.31

10.85

16.54

· 무상급식비 1인당 지원액

3.51

3.65

3.70

(제5장) 문화를창조하는연대하는도시 - 8개
5-16
학급당학생수
5-16
학교밖청소년지원
5-16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5-16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 청소년 시설 설치 수

12.00

12.00

0.00

· 청소년 시설 지원예산액

46.30

54.80

18.36

5-17
공공도서관 접근도와
이용율

·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수

21.00

22.00

4.76

564.40

524.30

-7.10

·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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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5-17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2015년

2016년

개선율
(지표)

· 통합문화이용권수혜

총 대상
자 대비 통합 문화이용권
수혜자수

68.30

57.31

-16.09

·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단체가입건수

1.00

1.00

0.00

0.00

0.00

0.00

39.00

65.00

66.67

8.20

10.30

25.61

24.63

29.80

20.99

측정방법

5-18
국내외 인권교류 협력
· 인권도시 정책 협약 체결건수
건수
· 인권도시 정책 교류건수
· 5.18피해자등록관리율
5-18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 국가폭력피해자 치유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수

나. 인권지표 2017 실천계획 평가결과
평가방법은 인권지표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50개 지표 및 72개 하위지
표)에 대한 개선도를 평가하였다. 2017년 인권지표 개선율은 하위지표별 측
정산신에 따라 전년대비 개선율 산출 후, 각 지표의 하위지표 개선율을 평
균한 값으로 각각의 인권지표 개선율 결과 값에 대해 원인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보고 및 토론, 인권정책 연석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결과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광주인권헌장(제5장 제18조)의 실천도구인 인권지표에 대하여 ’17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전년대비 지표개선율 등을 평가한 결과 2017년 인권지표 5
대 영역 개선율은 전년대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문
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등 2개 영역이 높았고, 나머지 3개 영역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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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은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6개 지
표 중 2개는 개선, 4개 지표는 부진하여 개선율이 -1.09%를 나타냈다.
인권교육 제도화로 인권감수성 함양과 인권문화 확산의 성과로 인권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개선율이 6.2%증가하였고, 매년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설
명회 개최 등으로 비영리단체 수가 37개 증가하여 시민사회단체 조직율은
전년대비 0.25%증가를 보였으나, 시민사생활보호 만족도는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지수가 94.1%로 전년대비 1.1% 낮아져 개선율이 1.16%감소, 시민의 행정
참여도는 위원회의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
고 있으나 전년대비 4% 감소하여 개선율은 5.06%감소, 행정정보 공개율
0.7%, 기부 참여율은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기부혐오현상 발생 참여율이
1.66%로 하락 12.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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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은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1개 지표 중
8개는 개선, 3개 지표는 부진하였다.
- 주요 지표 분석
▶ 자살률 : ’14~’16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
저였으나 ’17년 15위로 개선율이 7.48% 감소
▶ 비정규직 비율 : 공공부문 비정규직(시, 공사ㆍ공단 등 859명) 100%
정규직 전환 5.18% 개선
▶ 사회적 일자리수 : 총 3,750명으로 전녀대비 5.5%증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 12곳, 마을기업 10곳, 협동조합 71개가 신규로 지정되어 개선율
17.19%보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8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광주시 공공부문 정
규직 전환 완료하였으나,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대비
3.2%증가한 36.9로 개선율은 9.5% 감소하였다. 2017년도 자살률은 광역자치단
체 15위로 낮아져 자살증가 원인분석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의식이 높아져 상담률이 26.14% 증가
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영역은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23개
지표 중 18개는 개선, 5개 지표는 부진하였다.
- 주요 지표 분석
▶ 돌봄ㆍ양육 : 공공기관 보육시설 11개소에 모두 설치되어 11.12%개선,
남성육아휴직율 22.95%로 60.6%개선으로 지표 개선율은 41.43%
▶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돌봄률(65.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16.64%),지
역아동센터 이용률(16.33%),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5.88%) 등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이 적절한 돌봄 받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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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개선
▶ 장애인 고용률 : 광주시 장애인공무원은 4.1%로 의무고용률 3%를 초
과했지만 전년대비 0.3% 감소하여 개선율 6.82% 감소, 광주시는 6%정

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나 자치구 소속 장애인공무원 市전입 기
피로 장애인공무원 채용율 감소, 향후 신규자 시 본청 배치 등 고려
전체 수급자 중 기초수긎바수가 6,704로 감소로 수급자율 0.38% 감소한
4.28%로 개선율은 8.15%증가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아난 것인지
복지 사각지대에 행당하는 소외계층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외국인 이동권과 언어소통권은 통역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수가 전년
도와 동일한 40개로 좀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은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9개 지표 중 8개는
개선, 1개 지표는 부진하였다.
- 주요 지표 분석
▶ 대기오염도 저감 : 통합환경지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아파트의 참여아파트 신청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2% 감소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 저상버스는 239대로 전년대비
2.9% 증가해 도입율은 25.27%이며, 장애인 콜택시 수는 76대로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 개선율 11.1%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과 시각장애인보행시설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시민모두에게 장벽없는 편리한 도시조성에 앞장서
고 있으며, 인구 만명당 범죄검거율은 전년대비 2.64% 증가한 84.7%로 전국
1위에 올라 3.22%의 개선율을 보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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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은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8개 지표
중 7개는 개선, 1개 지표는 부진하였다.
- 주요 지표 분석
▶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 청소년시설은 12개소로 증감 없으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70백만원 195.26%증가, 청소년의 삶 디자인센터는
광주시 우수시책으로 균형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표 :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443원 증가로 개
선율 12.15%
※ 지원대상자 : 143,791명, 1인당 지원액 3,647원 → 4,090원

▶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소외계층 문화카드 63,328명 발급으로
1,135명 증가, 문화소외계층 대상자 2,880명 증가로 개선율 0.82% 감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2.07명으로 전년대비 0.19명이 감소하였
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율도 8.81%개선되었다. 국내외 인권교류협력건수도 5
건이 증가하여 개선율은 2.82%증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지원도 1.01%개선
율을 보이며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지표

측정방법

1-1-③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시민사생활 보호 지수
준수 지수

16년

17년

개선율
(지표)

95.2

94.1

-1.16

1-2-①
시민의 행정 참여율

·시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
비 시민위원 비율

79

75

-5.06

1-2-②
행정정보 공개율

·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정보공개율

97.5

96.8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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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1-2-④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측정방법
· 인구수

대비 시민사회단체
조직율

16년

17년

개선율
(지표)

3.98

4.23

6.28

9

8.84

-12.1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율

2.14

1.66

0

·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율

17.77

18.12

6.21

· 전체

공무원수 대비 인권교
육 이수자율

100

114.36

0

·초
 ㆍ중ㆍ고교 인권교육실시
학교 비율

97.15

99.37

0

2-4-③
비정규직 비율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
규직 비율

33.7

36.9

5.18

2-4-③
비정규직 비율

· 공공기관

(출연, 지방공기업한정) 비정
규직 비율

14.93

10.3

0

2-4-③
비정규직 비율

· 정규직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률

53.5

50.3

0

2-4-⑥
체불임금해소율

· 체불임금발생건수

대비
처리 비율

98.72

96.3

-2.45

2-4-⑦
사회적일자리수

· 사회적기업

일자리 수
(백개)

32

37.5

17.19

2-4-⑧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상담건수/백건)

· 이주노동자노동관련상담건수

(백건)

15.3

19.3

26.14

2-5-②
자살률(명/10만명당)

· 인구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10만명당 자살자수)

21.4

23

-7.48

1-3-②
기부 참여율

1-3-③
인권교육 참여율

· 자원봉사자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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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2-5-④
스트레스인지율

측정방법
· 스트레스인지율

16년

17년

개선율
(지표)

27.7

27.7

0

2-5-⑥
·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취약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
계층 수검율
검률

47.31

45.59

-3.64

2-5-⑦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검률

11.1

11.7

5.41

2-6-③
공공임대주택비율

·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
대주택 비율

10.07

10.2

1.29

2-7-③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 및 구제비율

· 장애인인권침해

상담건수대
비 구제건수

92.2

93

0.87

· 학생 천명당 피해 건수(명)

4.7

4.7

5.24

· 학생

천명당 상담 건수
(백명)

1.72

1.9

0

3-8-①
빈곤율

· 수급자율

4.66

4.28

8.15

3-8-④
국민연금 납입자율

·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률

75.19

76.14

1.26

· 전체

선출직수 대비 여성
당선자 비율

29.4

29.7

13.19

·시
 5급이상 공무원 대비
5급이상 공무원

13.76

18.05

0

· 초중고

교장수 대비 여성
초중고 교장비율

57.74

62

0

2-7-⑤
학교내 폭력발생 및
구제

3-9-①
여성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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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개선율
(지표)

측정방법

16년

· 15세이상여성

인구대비 여성
취업비율(고용률)

48.12

50.4

11.83

· 여성경제활동인구대비

여성
실업비율

2.96

2.4

0

81.8

100

41.43

14.29

22.95

0

26

43

65.38

· 18세

이하 전체아동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율

2.45

2.85

16.33

3-10-④
· 전체 청소년수 대비 위기청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소년 지원율

20.49

23.9

16.64

96.6

100

3.52

3-10-⑦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
수 대비 시설, 재가 급여
스 수혜율
수혜율

17

18

5.88

3-11-①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4.4

4.1

-6.82

3-11-③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19.3

20.2

4.66

· 3급이하

장애인수 대비
직업재활시설정원 비율

1.45

1.5

1.73

0

0

0

3-9-②
여성노동격차

3-9-③
· 국공립 직장수 대비 국공립
돌봄, 양육 (국공립, 직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장내 아동보육 시설수)
설치율
3-9-③
· 전체 육아휴직자수 대비
돌봄, 양육 (성별 육아
남자 육아휴직자 비율
휴직 이용률)
3-10-①
·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
보호대상 아동 가정형
돌봄율
3-10-②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3-10-⑤
결식아동지원율

3-11-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 결식아동

수 대비 결식아동
지원율

· 정원대비 대기자 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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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측정방법

3-11-⑥
여성장애인 출산

· 장애여성 출산율

3-11-⑦
장애인 대학 진학률

16년

개선율
(지표)

17년

0.4

0.49

23.95

· 출산후 돌봄 지원비율

6.38

8

0

· 장애인 대학 진학률

0.27

0.28

2.83

· 여성장애인 대학 진학률

46.2

47.1

0

3-12-③
· 언어통역서비스 이용안내
이주민(외국인) 이동권
및 공공시설 수
과 언어 소통권

40

40

0

4-13-①
대기오염도 저감

33

33.8

-2.42

5.86

5.93

0.16

44.22

43.83

0

35.17

35.1494

0.47

· 탄소은행

가입자수 및 지원
금액(천만원)

70.5

71.2

0

· 국민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목표대비 우리시 확보비율

26.14

26.32

0.69

22.8

25.7

11.01

127.63

139.5

0

120

130

8.33

82.06

84.7

3.22

· 통합대기환경지수

· 1인당 공원조성 면적(㎡)
4-13-③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 · 도시공원 지정면적 대비
적
조성 면적(㎡)
4-13-⑥
녹색에너지 자립도
4-13-⑦
공공체육시설수확대

· 탄소은행 가입자수(만명)

· 저상버스 도입율
4-14-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 1, 2급 등록장애인 수(기준
200명당 1대)대비 전용택시
수단 도입률
도입율
4-14-③
시각장애인 보행시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수(개소)

4-15-①
치안안전도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수
및 범죄 검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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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개선율
(지표)

16년

17년

109.34

121.31

10.95

0.2

0.16

20

·초
 ㆍ중ㆍ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

22.26

22.07

0.85

· 중고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율

0.94

0.997

8.66

1,085

1,342

0

3.64

4.09

12.15

12

12

97.63

548

1618

0

·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수와
해당시설 이용률

22

23

3.1

·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수와
해당시설 이용율

524.3

532.9

0

5-17-④
·통합문화이용권수혜 총 대상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 자 대비 통합 문화이용권
혜율
수혜율

57.31

56.84

-0.82

4-15-③
화재 및 자연재해 취
약가구 해소율

측정방법

·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4-15-④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 부적합 식품 검사율
율
5-16-①
학급당학생수

5-16-③
학교밖청소년지원

· 학교밖청소년예산지원액

(백만원)

5-16-⑥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무상급식비

1인당 지원액
(천원)

5-16-⑧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 청소년 시설 설치 수

5-16-⑧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 청소년

시설 지원예산액
(백만원)

5-17-②
공공도서관접근도와
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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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측정방법

16년

17년

개선율
(지표)

5-18-①
·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국내외 인권교류 협력
단체가입건수
건수

1

1

2.82

5-18-①
· 인권도시 정책 협약 체결
국내외 인권교류 협력
건수
건수

0

0

0

5-18-①
국내외 인권교류 협력 · 인권도시 정책 교류건수
건수

59

64

0

5-18-③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 5.18피해자등록관리율
지원

10.3

11.7

1.01

5-18-③
· 국가폭력피해자 치유 프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그램 참여자수(백명)
지원

29.8

26.35

0

5. 핵심인권지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시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으로 이
어지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는 인권약자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인권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보
호ㆍ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으로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① 학교밖 청소년, ② 이주민, ③ 생명권(자살문제), ④ 빈곤 ⑤
교통약자, ⑥ 비정규직이 6대 핵심인권지표로 선정되었고 핵심인권지표 실무
TF팀이 운영되어 인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현장토론회와 분야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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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탁토론을 통해 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실행 아이디어를 추
가 반영하여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 제안서’를 최종 작성하였다.
6대 분야(학교밖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자살문제), 빈곤, 교통약자, 비정규
직) 핵심인권지표 61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분야
(대상)

쟁점 및 핵심사항

· 매년

1400여명 발생
학 교 밖
·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이
청 소 년
핵심

· 24,500여명(다문화가족

42%, 외국인노동자 28%)
· 동화주의, 차별ㆍ편견
심화
이 주 민
· 이주민도 광주시민이라는
관점의 전환
·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

주요정책과제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 청소년증을

활용한 생활지원 정책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 대안 마련
- 청소년 권리매뉴얼 개발 및 교육
-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자료 제공
이주민 지원 종합 연계망 구축
이주민 관련 실태파악 및 정책대안
마련
- 한국어교육

등 이주노동자 교육기회
확대

- 자살

없는 생명도시를 위한 통합행정
· 자살은

복잡한 사회적ㆍ
체계 구축
구조적 모순의 결과
- 관계 회복 및 사회연결망 구축사업
· 통합행정 차원에서 예방
생 명 권
추진
사업 필요
(자살문제)
- 자살예방

캠페인 및 생명존중
·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
교육강화
한 공동체문화 확산 필요
- 자살원인에 대한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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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상)

쟁점 및 핵심사항

주요정책과제

· 기초수급자비율

특광역시
중 전국최고(광주 : 4%,
전국 : 2.6%)
· 개인능력의 문제 → 분배
빈곤문제
정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전환
· 시혜적 관점→권리적
관점

- 기초생활보장

위한 시민권리옹호센터
운영
- 사회복지행정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교육 실시
- 동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발굴

· 이동권의

문제는 생존권
문제
· 특별교통수단의 확충과
교통약자
이용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핵심
· 시각장애인 이동권 관심
필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개선
- 저상버스 운영 환경 개선
- 교통약자 운송수단 운전원 인권교육
-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 마련
- 이동권

제약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층연구

· 지자체

차원의 접근
제한적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노동인권
· 사회서비스 노동자, 아파
가이드라인 제정
트 경비노동자 중심 정책
- 아파트

등 경비ㆍ청소노동자 인권보호
비정규직
실행
활동 강화
· 노동인권가이드라인 마련
- 노동인권

친화적 공공조달ㆍ계약 업체
등 노동인권 친화적 지역
지원
사회 실현 환경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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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분과 정책토론회

▲ 이주민분과 정책토론회



▲ 핵심인권지표 TF팀 회의

▲ 시민원탁토론회

가. 6대 인권핵심정책 2016년 추진실적
6대 분야 핵심인권정책 45개 과제는 2016.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6. 9월 민ㆍ관협의 실무지원단 전체회의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6. 12월에는 6대 핵심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하여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분과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최우수 분과는 교통약자분과이며, 장애인 등 교
통약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객이 많은 야간운행 차량을 확대하고 교통약
자 전용차량을 26대 도입을 확대하여 하루 평균 대기시간을 50분에서 30분
으로 줄이고 전국최초로 시내버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에서 큰 점
수를 받았다.
학교밖 청소년분과 천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알바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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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 및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청소년작업장 개설사업은 여성가족부 우
수시책으로 선정되어 17년도 전국 7개 지자체로 확산 추진되었으며, 비정규
직 분과는 공동주택 관련 광주시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인권실
천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비정규직(1,16개 단지 6,198명) 사실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각각 우수분과로 선정
되었다.

나. 6대 인권핵심정책 2017년 추진실적
인권지표중 시급하게 인권증진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이주민, 생명(자
살), 빈곤, 교통약자, 비정규직 등 6분야에 대하여 45개 정책과제를 추진함
※ 추진과제(45) : 정상추진(36), 통합추진(4), 완료(4), 추진불가(1)

6대 핵심인권정책 주요 추진상활을 살펴보면 청소년 작업장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이주민생활 인권수첩 제작ㆍ배부 등 이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하였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동주택 비정규직 인권의식 제고에 노력
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하였으며 자살예방사
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6대 핵심인권지표 정상추진 중인 35개 과제는
’18년부터 시행되는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6. 인권행정 실천도
광주는 실질적인 인권정책 실현을 통한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
설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지표인 「인권행정 실천도」를 발굴하여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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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공직자에
게 ‘인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가치가 되고, 세계적인 민
주ㆍ인권ㆍ평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인권시책 발굴ㆍ시행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 행정 영역에 인권존중 가치관 반영과 인권교육을 통한 공직자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함이다.
「인권행정 실천도」평가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전부서를 대상으로 평
가지표에 의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정성ㆍ정량평가하며 평가항목은 크게 인권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인권교육 이수 실적 등 2가지로 구분된다. 1월
부터 11월 달까지 각 부서에서 평가지표에 의해 추진된 실적들에 대해 12월
중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성과평
가에 반영하게 된다.

가. 평가 흐름도
1월 ~ 11월

11월 중순

12월

12월

부서별
실적 관리

부서별
실적 제출

인권행정실천도
평가

평가결과
반영

① 인권개선과제
① 인권개선과제
① 인권개선과제
*성과관리부서에
발굴 및
발굴ㆍ추진
발굴ㆍ추진
평가결과 제출
▶
추진
결과 보고서 ▶
결과 → 평가 ▶
제출
단 구성 평
가
② 인권교육
② 인권교육 이
② 인권교육 이
이수
수 실적은 인
수 실적 →
권평화협력관
평가 산식에
실에서 관리
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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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인권개선과제’는 부서별 전문 업무와 관계 유무를 떠나 인권증진을 위
해 1년간 부서에서 발굴ㆍ추진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권증진 기여도
가 높고, 창의성이 있는 신규 사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 인권교육 이수 실적 평가
‘인권교육 이수 실적 평가’는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주관한 수요
인권강좌를 비롯한 교육부서에서 주관한 인권교육(공무원교육원에 편성ㆍ운
영 중인 인권전문과정 및 일반과정에 개설된 ‘인권’관련 교과목 이수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등)과 인권관련 행사, 워크
숍, 공청회, 간담회, 발표회 등으로 부서별 현원의 인권교육 이수 인원 누계
를 평가한다. 이것은 나아가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 마인드 제고와 함께 생
명의 존엄성과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큰 의미를 둔다.

7.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인권도시 광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단위에서 인권
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지는 ‘인권의 실질화’에 있
으며,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것이 시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정책과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인권행정의
실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인권영향평가는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과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행정행
위로 인한 인권침해나 사회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질적 수
준 향상과 시민의 인권보호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旣 시행중인 자치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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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우리시의 실정에 맞춰 추진하되 시의 주요정책 중 상징적이고 인권영
향평가의 시정전반 파급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별 추
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시는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

: ’16. 2. 25.~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지자체나 유사 영향평가제 자료 수집 : ’16. 2.~3.
-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지자체(서울 성북구)방문, 벤치마킹

: ’16. 5. 27.

- 인권영향평가제 관련 인권정책연석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 ’16. 6. ~
- 인권영향평가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 ’16. 10.

- 인권영향평가제 대상, 절차 등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자문

: ’16. 10.

- 인권영향평가도입 관련 광주인권정책시민토론회 개최

: ’16.12.16

- 인권영향평가 도입, 절차를 담은 인권조례 개정추진/공포

: ’17.3.~ 6./’17.7.

- 인권영향평가지원을 받기위해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와 협약체결 : ’17. 10.
의 과정을 거치는 등 16, 17년도에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노
력했다.
인권영향평가의 기관별 역할로는
- (인권평화협력관실) 평가주관부
서로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지
원을 받아 사업부서가 작성한
평가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결
과 통보, 개선권고 결과를 모니
터링하게 된다.

▲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와

협약체결
(’17. 10.)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평가대상

시책 등을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 (평가대상 사업관련 실ㆍ국ㆍ사업소)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평가결
과 반영한 정책 및 사업추진 등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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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등
(17.7.1. 시행)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
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
한 시책 등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
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중인 조례와 규칙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인권
증진시민위원회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
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
서 또는 조례·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추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ㆍ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
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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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버넌스

1.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현 조례 개정 전에는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육성
조례」에 의거 민주인권평화시민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2009년 12월 29
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5차례 운영하였으며, 현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5월 15일 시장
과 민간인 공동위원장 포함 20명의 위원(임기2년)으로 구성했다.
시장과 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
은 ①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인) ②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인) ③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④인권침해 관련 권리구제 국가기관
에서 추천한 사람(4인) ⑤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
람(4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임무는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례」 제2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
에 관하여 ①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②인권도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③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④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
항을 심의ㆍ자문한다.
2017. 7월 1일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하여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시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여 개선ㆍ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키
고 시장ㆍ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민간위원으로 단일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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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는 위치와 권고받는 위치를 명확히 했다.
2016년부터 2017년도 까지 위원회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제3기 1차(’16.10.28)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 주경미, 이소영 위원님을 추가시
켜 박종민, 박종희, 바수무쿨, 최완욱 등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논의사항은 인권교육대상
에 노인요양ㆍ노인복지시설 가능 여부,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 인권증
진시민위원회에 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인권담당국장을 추가시키는 사항이다.
제3기 2차(’17.4.24)회의에서는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추천에 관한 사항 및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추진상황에 대한 의
견수렴이다.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은 최완욱, 신명근, 김경례, 김미숙 4명은 연
임되고 공익변호사단체 동행 이소아변호사, 전남대 법학과 안진교수가 신규
로 추천되었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하고있는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에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기 제2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제3기 제2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제3기 3차(’17.7.24)회의에서는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추진상황 보고시에는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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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광주광역시 제2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유하였다.
제3기 4차(’17.10.30)회의에서는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ㆍ확정하였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추진에 대해 인권영향평
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박영진 공원과 공원조성2팀장, 최지현 광
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참석시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으나
결정은 다음회의때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3기 제4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제3기 제4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제3기 5차(’17.12.1)회의에서는 새로운 인권패러다임 설계를 위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워크숍 및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심의안건은 도시근린공원 일몰
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대
상 선정이였으며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근린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권고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권행정지원기구 설립 및 인권교육활성화 등 2018년 인권정책에 대
하여 공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특강으로는 여순항쟁에 대하여 주철희
박사를 모시고 이론교육 및 제14연대 병영 등 현장을 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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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제5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인권정책 공유 및 토론



여순사건 특강(주철희 박사)

여순사건 현장답사(이순신광장/인민대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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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소위원회 개최현황
일 자

안

건

명

’16.04.05.

· 비상임옴부즈맨 후보 추천 : 김미숙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논의
· 100대 인권지표 및 핵심인권지표

’16.05.02.

· 시 노조 투표총회 관련 의견표명 논의 등

’16.06.13.

· 제2기 위원회 평가 및 제3기 운영방향 논의
- 소위원회에서 내부 정리 후 추후 위원회 상정 키로 전차
위원회(‘16. 5. 11)결정 의거

’17. 6.16.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의안건 공유
·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과제 체계 논의

’17. 6.21.

·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TF 구성안
논의

’17.10.12.

· 2017 서울 인권컨퍼런스 참석자 및 보고자료
· 2017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워크숍 개최(안) 논의
·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 기본계획(안) 논의

’18.2.22.

· 6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심의 안건 논의
· 위원장 사임에 따른 위원장 선출 관련 논의
·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임시회 및 토론회 보고

’18.8.17

· 7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안건 논의
· 제4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발전방향 의견 토의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장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최영애)
면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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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위원회 개최현황
일 자

안

건

명

’16.04.08.

·
·
·
·
·


공동위원장
선임 / 채숙희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추천(여성, 노인ㆍ장애인 분야)/ 김미숙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기본계획 과업자문
2015년 100대 인권지표 평가결과 보고ㆍ자문
시 노조 투표총회 관련 인권침해 논의

’16.05.11.

·시
 노조 투표총회 관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차원 의견 표명 여
부 논의
· 제2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제3기 발전방향 논의
* 핵심인권지표 실천과제 수립 결과 공유 등

’16.07.15.

· 제2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제3기 발전방향 논의

’16.10.28

· 소위원회 위원 선임, 인권조례 개정 논의

’17.04.24

· 비상임옴부즈맨 추천
· 인권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
· 100대 인권지표평가보고

’17.07.24

· 6대 핵심인권정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 기본계획 자문

’17.10.30

·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 기본계획 심의
· 도시공원일몰제 논의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 2017년 인권증진심의위원회 워크숍 추진계획 논의

’17.12.01.

· 도시공원일몰제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인권영향평가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2018년 인권정책 공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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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남10, 여8)

구분
시
(2)

시의회

시민단체

인권
단체
추천

인권침해구
제국가기관
추천

학심과경험
이 있는자

(2016.12.기준)

연번

소

속

1

광주광역시

시

장 윤 장 현

남

2

광주광역시

복 지 건 강
박 남 언
국
장

남

3

시의회 (교육문화)

의

원 김 옥 자

여

4

시의회 (교육문화)

심 철 의

남

5

광주진보연대

공 동 대 표 정 형 택

남

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공 동 대 표
임 진 희
지
부
장

여

7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박 종 민

남

8

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 임 대 표 주 경 미

여

9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 임 대 표 김 대 근

남

10

광주여성의 전화

대

표 박 종 희

여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활

가 이 소 영

여

12

광주인권운동센터

집행위원장 최 완 욱

남

13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센

장 윤 난 실

여

14

전남대 법대

교

수 정

훈

남

15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지원직원 이 향 란

여

16

이주민 인권활동가
유니버설문회원

대

표 바수무쿨

남

17

“교육공간오름”대안학교

교

사 박 은 영

여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 무 차 장 김 정 우
광주전남지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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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남8, 여9)

(2017.12.기준)

구분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시

1

인권평화협력관

국

장 김 수 아

여

2

시의회 (교육문화)

의

원 김 옥 자

여

3

시의회 (교육문화)

심 철 의

남

4

광주진보연대

공 동 대 표 정 형 택

남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공 동 대 표
임 진 희
지
부
장

여

6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박 종 민

남

7

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 임 대 표 주 경 미

여

8

광주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상 임 대 표 김 대 근

남

9

광주여성의 전화

대

표 박 종 희

여

10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활
시민모임

가 이 소 영

여

11

광주인권운동센터

집행위원장 최 완 욱

남

12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센터

센

장 윤 난 실

여

13

전남대 법대

교

수 정

훈

남

14

북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지원직원 이 향 란

여

15

이주민 인권활동가
유니버설문회원

대

표 바수무쿨

남

16

“교육공간오름“대안학교

교

사 박 은 영

여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 무 차 장 김 정 우
광주전남지부

남

시의회

시민단체

인권
단체 추천

인권침해구
제국가기관
추천

학심과경험
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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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정책 연석회의
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연구원 등 인권관련
유관기관 공무원과 광주인권회의(인권 NGO 단체 연석회의) 등 민간활동가로
구성된 「인권정책연석회의」는, 6개 기관/단체별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
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 인권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로
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2.3.29.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1
차 모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모임을 가졌고, 2017.12월까지 58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라운드테이블 강의내용 논의, 인권지표 평가결과 의견수렴, 기
업의 인권경영문화 확산 추진 계획 등 각 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
였으며 지역 인권거버넌스의 모범으로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권정책연석회의 참여기관
(2017.12.기준)

연번

구 분

소 속

1

연

구

기

관

광주전남연구원

2

인

권

단

체

광주인권NGO
(광주인권지기 ‘활짝’)

3

국

가

기

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4

시

교

육

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5

시

청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인권정책팀)

6

옴

맨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지원팀)

부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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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연석회의 회의현황
일 자

안

건

명

’17. 2. 3.

· 반재신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내용 검토
· 인권지표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17. 3.30.

·
·
·
·

’17. 4.26.

· 인권정책 라운드케이블 주제 논의
· 2016년 인권지표 평가결과 공유

’17. 5.29.

·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홍보
· 인권골든벨 개최 홍보
·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종합상담창구 필요성 논의

’17. 6.26.

· 2017 인권교육 직무연수 개최 홍보 : 민주인권교육센터
· 인권정책토론회 협의

’17. 8.31.

·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주제선정(9월~11월)
·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홍보
· 인권작품 공모전 홍보 및 협조 요청

’17.10.18.

· 제69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대상 논의(조례)

’17.11.30.

· 지역기업과 인권경영문화 확산사업 논의
· 공익인권법센터 인권포럼 개최(매월1회)
· 2018년 교육청 역점사업 : 민주인권친화학교 실현


인권골든벨
공동개최 제안
장차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운영안 검토
인권조례 개정 반대에 따른 동향 공유

100

Ⅲ. 거버넌스

3.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국내외 인권전문가 및 분야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권의 흐름과 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민ㆍ관ㆍ학의 공동학습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1
년 하반기부터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 진행 방식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
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참여하고 회차별로 예산과 실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회 주제는 참여자들의 의사와 업무관련성을 전제로 선정하되, 인권에 관
한 담론과 세부 현안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마인드
를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운영 총평
지역 내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호 협력관계
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인권관련 학습과 토론의 경험이
없어 인권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이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호 갈
등요소를 해소하고 상호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
고 있다.
다른 기관들도 예산을 배정하고 분담함으로써 명실공히 공동의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지역 내에 효과적인 협력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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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개요
연번

일 정

주 제

1

2016.03.31.

인권마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박필순

2

2016.04.29.

학교협동조합, 참여와 자치로 그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주수원

3

2016.05.27.

청소년 참여권과 청소년의회

박석진

4

2016.06.30.

인권의 지평 :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조효제

5

2016.07.28.

세월호, 인간의 존엄을 묻다

6

2016.08.2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

심상돈

7

2016.09.29.

국민의 안전과 인권,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 할 수 있는가?

김덕진

8

2016.10.27.

생활속 인권 모니터링

9

2016.11.24.

광주는 원전에서 안전한가?

오하라
츠나키

10

2017.03.30.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도전과 성찰

권혁태

11

2017.04.26.

혐오표현의 실태와 규제방안

홍성수

12

2017.05.25.

국민을 위한 개헌의 방향

한상희

13

2017.06.29.

학교 공간, 민주주의, 인권

심유미
김정순

14

2017.07.26.

직장내 괴롭힘(일터 괴롭힘)

김동현

15

2017.08.31.

장애등급제 폐지

16

2017.09.28.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대안

김은종

17

2017.10.26.

광주시 이주민 인권정책;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

박흥순

18

2017.11.30.

‘내가 나를 대표한다.’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

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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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사진
제41차

제42차



제44차

제45차



제46차

제48차



제54차

제5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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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권교육

모든 시민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하는 인권교육 도시 광주!
‘인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이 된다. 때문에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무지를 내
버려 두는 것, 나아가 무지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UN은 이러한 연
유로 인권교육을 인권의 주춧돌이자 엔진으로 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추진
을 위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2차에 걸쳐 제안하고 있다.
우리 시(市)도 인권도시의 출발점을 인권교육으로 보고, 모든 시민이 인권
을 배우고 익혀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지향점
이자, 한편으로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최소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인권교육 추진원칙
◈ 인권교육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지역 내 인권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권의 핵심적 실천주체에 대한 인권교육은 市가 의지
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은 민간단체가 세심하고 촘촘하게 대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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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의 3요소 실현을 통한 목표 달성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인권침해의 예 등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여 모든 사안을 인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 실제로 인권
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행동기술을 몸에 익히
는 ‘인권을 위한 교육’,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이가
존중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하는 ‘인권을 통
한 교육’으로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
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인권친화적 시민 행동을 유도
하고 있다.

◈ 인권교육의 기회 확대
시민, 학생,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일상생활이나 직
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대규모 강의식 교
육을 탈피하여 교육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강좌를
운영하며, 연령별, 직업별, 관심분야별로 인권교육 내용, 교육기법 등을 세분
화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도 및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2. 2016년 인권교육 추진결과
2016년에는 우리 시 전체 인구대비 18.12%인 269,772명이 인권교육을 받았
다.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여 201,198명에 이르며, 공무원이 11,231명,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25,853명, 시민 24,496명 등이다.
2016년에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질 높은 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ㆍ체험형 인권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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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문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간부공무원(4급 이상) 인권교육
을 실시하여 공무원 조직 내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내버스 종사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ㆍ부녀회 등 인권교육 영역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진하
였고 이와 같은 맞춤형 강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만날 수 있
는 기회와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했다.

◈ 2016년 인권교육 추진결과
구분

교육분류

주관

계

공무원

269,772
수요인권강좌

시

4,241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시

84

공무원교육원

시

1,045

소방공무원 인권교육

시

46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시

1,698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행사
자치구 공무원

아동ㆍ청소년

교육인원

시, 자치구

877

자치구

1,690

찾아가는 인권교육

찾아가는

1,128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협력사업

1,213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상
담사업

협력사업

85

권익옹호

협력사업

348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협력사업

340

"장애, 인권의 날개를 달다"

협력사업

785

"청소년인권체험 프로그램"

협력사업

80

아동ㆍ청소년 분야

자치구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시

109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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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분류

주관

시민분야

시민

인권취약계층

강사양성

교육인원

자치구

2,193

인권문화공동체

인권마을

1,207

시민인권강좌<인권을말하다>

협력사업

110

2016청년인권캠프

협력사업

40

"시민 인권의식화 교육"

협력사업

186

"5.18외국인 교육 연수"

협력사업

78

찾아가는 인권교육

찾아가는

223

스포츠 인권교육

시체육회

1,270

2016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

시

13,530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행사

시

38

인권영화상영

시

200

시내버스종사자 등 인권교육

시

3,731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 인권
교육

시

1,690

다같이 즐기자 인권

협력사업

311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인권강좌

협력사업

250

"장애, 인권의 날개를 달다"

협력사업

80

"가장 개인적이되, 정치적인
여성장애인 이야기"

협력사업

140

발달장애인 동료 인권
상담가 양성과정

협력사업

372

사회복무요원 인권교육

자치구

50

사회복무요원 교육

찾아가는

156

"장애, 인권의 날개를 달다"

협력사업

28

청소년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협력사업

14

청소년 인권교육강사 학습모임

협력사업

10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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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복지

교육분류

주관

교육인원

어린이집(보육교사)

찾아가는

6,950

노인

찾아가는

1,150

장애인

찾아가는

1,657

아동

찾아가는

1,021

기타 일반

찾아가는

91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역량
강화 교육

보조사업

1,341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인권교육

협력사업

373

사회복지시설별 자율 인권교육

복지시설

12,449

비고

*찾아가는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동 자생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인권교육 진행


▲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 공무원 대상 수요인권강좌


▲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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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인권교육 추진결과
2017년에는 우리 시 전체 인구대비 18.52%인 275,079명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학생 203,323명, 공무원 9,518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618명, 시민 15,693
명 등이다.
2017년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에 직렬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동화작가, 음악
치료상담사 등을 초빙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킬 수 있
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인권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활동가 역량강화사업을 강의식 교육이 아닌 강의기법 토론 등 참여형 교육
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4급 이상) 인
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 주민 반상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인권취
약계층(다문화가정, 비정규직노동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을
인권교육관련 단체와 함께 보조사업, 협력사업으로 지속 추진했다.

◈ 2017년 인권교육 추진결과
구분

교육분류

주관

계

공무원

교육인원
275,079

수요인권강좌

시

3,679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시

124

공무원교육원

시

1,815

소방공무원 인권교육

시

359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시

1,762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행사

시+자치구

309

자치구 공무원

자치구

1,402

공무원분야

찾아가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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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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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동ㆍ
청소년

시민

인권취약
계층
강사양성

사회복지

교육분류

주관

교육인원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협력사업

1,230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상담사업

협력사업

428

권익옹호

협력사업

455

아동ㆍ청소년 분야(학생)

자치구

3,012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시

시민분야

자치구

2,889

인권문화공동체

인권마을

3,272

시민분야

찾아가는

371

스포츠 인권교육

시체육회

1,450

2017 시민의 날(인권부스)

시

2,000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행사

시

974

세계인권선언 기념

시

438

시내버스종사자 등 인권교육

시

3,447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 인권교육

시

852

다문화 인권 감수성 교육활동

협력사업

314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인권강좌

협력사업

180

사회복무요원 인권교육

자치구

202

청소년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협력사업

16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시

28

어린이집(보육교사)

찾아가는

2,614

노인

찾아가는

1,427

장애인

찾아가는

1,320

아동

찾아가는

1,731

기타 일반

찾아가는

56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

1,325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인권교육

협력사업

372

사회복지시설별 자율 인권교육

복지시설

31,268

비고

62

*찾아가는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동 자생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인권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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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 공무원 대상 수요인권강좌


▲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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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권문화확산사업
1. 인권단체 협력사업

118

2.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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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권단체 협력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로 모두가 존중받아야할 보편적인 것
으로 이야기 되지만, 이를 실천할 것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
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인권문화를 조성하고
실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방향을 제시하
는 전문가 집단과 이를 확산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시는 시민과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를 구
축하여 생활 속에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인권단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적 사
업을 공모,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매년 2~3월 단체들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후에는 성과를 공유
하는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사업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역량 있는 단체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 인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프로그램의 운
영하면서 민ㆍ관의 협력을 통한 참여, 돌봄, 연대의 인권 공동체 문화를 조성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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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단체 협력사업
□ 2016년도
2016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90,000,000원이 지원되었다.
NO

사 업 명

단 체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주요 내용
- 인권교육강사역량

강화
- 실무자 인권교실
-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1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2

학교밖 청소년 노동
광주청소년
인권교육 및 상담
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

- 강사단 워크숍 실시
- 학교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상담활동

3

공공후견인제도
운영실태

광주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 문헌조사

설계 및 실태조사
사업
-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발표회

4

인권교육을 통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인권 의식향상
프로그램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5

다같이 즐기자
인권

무지개다문화가족

- 인권감수성활동
- 어울림인권나들이

6

장애, 인권의 날개
를 달다

실로암사람들

- 장애인인권교육강사심화워크숍
- 장애인당사자인권교육
- 특수학급대상장애인교육

7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인권강좌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비정규직노동인권강좌
- 찾아가는 노동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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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 업 명

단 체

8

5ㆍ18 외국인 교육
연수

들불열사기념사업회

- 일본 노동조합원 5ㆍ18연수

9

2016청년인권캠프

광주푸른청년회

- 인권강좌
- 인권놀이

10

민주시민인권의식화
알암인권작은도서관
교육

11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업 주요 내용

- 민주시민인권 의식화 교육
- 장애인및청소년인권교육실시
- 인권독서회 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센터

- 주민인권교실 운영
- 소외계층아동인권교실
- 학교부적응청소년 인권교실

한국여성장애인
연합광주지부연대단

- 여성장애인 자서전 쓰기
- 인권유적지 탐방 및 문화체험

12

가장개인적이되,
정치적인 여성
장애인 이야기

13

시민인권강좌(인권
을 말하다)

광주인권평화재단

- 시민인권강좌
난민을말하다
청년실업어디까지인가?

14

권익옹호

빛고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학생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인권문화사진전

15

청소년인권체험
프로그램

윤상원기념사업회

- 5ㆍ18바르게 알기
- 민주
 ㆍ인권ㆍ평화ㆍ정의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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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2017년에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인권증진사업,
인권실태조사 등 민간 인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총 11개)에
9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NO

사 업 명

단 체

사업 주요 내용

1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 인권교육강사역량 강화
- 실무자 인권교실
-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2

정보접근권 보장 실
태 모니터링 ‘살려보
자! 장차법 21조'

(사)광주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

- 광주시 주요행사 모니터링
-웬
 접근성 파악을 위한 ‘복지정
보 검색대회'

3

권익옹호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초중학생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지역사회 캠페인
- 장애인인권사진

공모 및 사진전
시회 실시

4

발달장애인자조모임
- 소원을 말해봐

광주장애인
부모연대

-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5

다문화인권 감수성
교육과 페스티벌

(사)무지개
다문화가족

- 다문화 인권 감수성 교육 등

6

인권, 문화예술로
공감한다.

광주민중의집

- 문화예술작품을

통해서 인권의
감수성 확장

7

비정규직노동자 노동 광주노동자
인권 강좌
교육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근로조건
등 노동인권 강의

8

학교 밖 청소년 노동 광주청소년
인권교육 및 캠페인 노동인권
운영
네트워크

- 강사단 워크숍
- 학교

밖 청소년대상 근로계약서
작성, 생활임금 관련 교육 프로
그램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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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 업 명

단 체

사업 주요 내용

9

이주민 법률지원 및
법률인권 매뉴얼
발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교육
- 법률인권 상담 매뉴얼 제작

10

이주민 인권 생활수
첩 제작

광주외국인
노동자센터

- 이주민 인권 생활수첩 제작

11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광주인권지기
프로그램
활짝

- 인권활동가

실무 역량강화 교육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2012년 처음 도입하여 인권도시문화 확산과 인권도
시 광주 구현을 위해 인권단체와 의미있는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동
안 장애인 차별 철폐, 이주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시민인권강의, 인권문
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시민의 인권역량 강화를 통해 인
권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방안
을 모색한 결과,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
분야 외에 시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권취약 분야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획 공
모를 최초 추진하여 2017년도에이주민 인권 생활수첩 제작, 이주민 법률지원
및 법률인권 매뉴얼 발간,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
였다. 이러한 민간 인권단체의 활동 지원 강화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
해 시민의 참여와 의지로 민ㆍ관협력 인권공동체 문화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인 시민의식 함양과 인권도시 광주 구현에 적극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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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마을 만들기
광주시가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밑바탕은 1980년 5월 국가폭력에 맞서 민
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했던 10일 동안의 치열한 항쟁이고, 따
라서 광주 인권도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광주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
등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치 중심으로 연대하
는 행복공동체 형성이다.
집성촌 부락의 공동체 문화가 강한 농촌마을과 달리 도시에서는 고립된
개인의 경험과 학습이 표현되는 공간이 주로 직장과 학교이나, 최근에는 주
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과 관련된 도시개발이나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공동체를 형성하여 행정기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을공동
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인류최고의 가치
인 인권이 마을에서부터 보호되고 확대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 인권마을 조성 전략
2013년

2014년

2015년

·규모 : 3개
·규모 : 6개
·사업비 :
·사업비 :
50백만원
100백만원
·참여마을
·참여마을
밤실, 일곡,
밤실, 일곡,
 운남, 노대,
운남
금호, 수완

기 반 구 축

·규모 : 8개
·사업비 :
126백만원
·참여마을
밤실, 일곡,
운남, 노대,
금호, 수완,
문산, 풍암

정 착

2016년

2017년

·규모 : 12개 ·규모 : 13개
·사업비 :
·사업비 :
108백만원
120백만원
·참여마을
·참여마을
밤실, 일곡,
밤실, 주남,
 운남, 노대,
금호, 품암,
금호, 수완
노대, 월산,
문산, 풍암,
일곡, 문산,
주남, 월산,
중흥, 용봉,
하남, 월곡
운남, 수완,
하남
활 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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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인권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현황
매년 1월부터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마을을 선정
하였는데, 2016년에는 기존 8개 마을에서 주남, 월산, 하남, 월곡마을이 추가
로 선정했고, 2017년에는 용봉, 중흥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을
했다.

연번

단체명
(대상마을)

1

광주YMCA
(동구 주남마을)

· 녹두밭

웃머리
이야기

- 녹두밭 웃머리 이야기
- 사람사는세상-인권교육
- 기역이 니은이 축제

2

월산4동주민자치
위원회
(남구 월산마을)

· 수박등

달뫼마을
· 안전하고 살기좋은
인권마을만들기

- 인권학습하기
- 인권활동가 동아리 만들기
- 수박등

달뫼마을 인권지도
만들기
- 마을인권이야기 나누기

· 우애와

존중으로
서로를 살피는
하남 인권마을

- 정면으로

마주하기 인권마을
교육
- 과거와

미래여행으로 인권
동료 되기
- 마을

인권 찾기, 마을 인권
그리기
- 인권 친구들 한마당

· 월곡다문화

인권
마을

- 인권협의회 구성 및 회의
- 인권교육(주민, 외국이주민)
- 인권

블로그 기자단 교육 및
동아리 활동
- 이주인권 거리축제

3

4

5

하남종합사회
복지관
(광산 하남마을)

(사)무지개
다문화가족
(광산 월곡마을)

사업명

광주전남인드라망
· 밤실마을 인권문화
생명공동체
공동체만들기
(동구 밤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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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밤실마을돌봄, 나눔네트워크
- 청소년 인권캠프
- 인권을 위한 밤실마을 걷기

2016-2017 광주광역시 인권백서

연번

단체명
(대상마을)

사업명

6

소꿉놀이
작은도서관
(서구 풍암마을)

· 반짝반짝

빛나는
풍암마을 STEP
TWO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찾아가는 풍암동 주민회의
- 풍암동

인권과 사랑에
빠지다
- 풍암동

인권문화제와 나눔
장터

· 금호마을에

꽃이
피다

-

· 인권을

다독하자
사람을 다독하자

- 인권스쿨
- 주민인권학교
- 프리마켓,

차없는날,
인권콘서트
- 우리마을 인권약속
- 주민회의

· 마을, 사람을 잇다

- 마을학교
- 토닥 토닥 사랑방
- 人, 人 어울마당

7

다락
(서구 금호마을)

사업내용

금호마을 인권지기단 모임
인권아카데미
어린이 놀이공간 만들기
금호마을 인권문화마당
인권마을 일꾼모임

8

책문화공간 봄
(남구 노대마을)

9

문산마을공동체
(북구 문산마을)

10

빛고을아이쿱
생활협동조합
(북구 일곡마을)

· 삶을

가꾸는 일곡
인권마을

-

11

마을두레
(광산 수완마을)

· 따스한

관심 존중
하는 마을

-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수완품앗이
- 인권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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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마을회의 운영
일곡마을 주민원탁 회의
일곡마을 인권문화제
일곡마을 인권약속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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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대상마을)

12

광산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광산 운남마을)

13

하남종합사회
복지관
(광산 하남마을)

사업명

사업내용

· 삶터에

뿌리내리는
인권

-

· 우애와

존중으로
서로 살피는 하남
인권마을 Part Ⅱ

- 서로의 인권존중 캠프
- 인권마을교육 Step2
- 직접실천하는

우리마을 인권
보장
- 마을의제 이슈화
- 인권친구들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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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인형극단
인권씨앗방, 인권지기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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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마을캠프
우리마을 인권약속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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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산마을

▲ 문산마을



▲ 일곡마을

▲ 밤실마을



▲ 풍암마을

▲ 수완마을



▲ 운남마을

▲ 중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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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계인권도시포럼

1. 추진배경
광주는 역사적으로 의병운동, 학생독립운동,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을
통해 자유, 정의, 민주주의, 인권존중, 평화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으
며, 이러한 가치들은 그동안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가 되어왔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끊임없이 확장, 재해석 되었으며 광주
는 이렇게 재조명된 5ㆍ18정신의 가치들을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5ㆍ18정신의 확장된 개념인 인권이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정당성을 강
화시켜 주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운영의 주요한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인권도시 광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사회
의 여론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미래의 인류는 공존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가치지향의 사회발전을
이뤄야 하며, 인권은 이러한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도시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인권거버넌스 구축하고
인권도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5ㆍ18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 그리고 광주공
동체 정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광주가 세계평화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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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도시 개념
현재 전세계 인구의 6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1차
적인 역할이 강조되지만, 전지구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권도시’라는 개념은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12. 9월)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세계인권전문가, 국제기구, 정책담당자, 시민단체와 인권단
체들이 이를 도시차원에서의 공동체 건설과 민주 거버넌스 향상의 방안으
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국내에는 지난 몇
년 간 학교 교육, 장애인, 다문화 및 이민자 문제 등 이 주제와 연관된 자치
법규가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다.
‘인권도시’는 ‘인권이 근본적 가치이자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도시 차원의 사회 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도시공동체’로 정
의할 수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 받는
소수집단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민족적 배경, 사
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비차별, 참여, 자력화, 투명성, 책임감 등과 같
은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삶을 누리며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및 정책이행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도시’는 또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인권 규준에 입각한 파트너십 정신으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도시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시민사회 또한 이 ‘인권도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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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회운동과 인권 관련 NGO들이 도시 차원에서의 인권담론과 실행에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고 부여한 ‘도시권(都市權)’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더
욱 참여적인 방법으로 ‘인권도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위한
대중운동(PDHRE)’과 같은 인권 관련 NGO단체는 바로 ‘인권도시’의 개념을
인권문화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인권교육 강화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인권(Rights in the City)’이라는 하향적 접근법과 ‘도시권
(Rights to the City)’이라는 상향식 접근법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시너
지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상호보완적
이고 서로를 강화하는 두 접근방식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3. 세계인권도시포럼(2016~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 건설과 추진경험을 다른 인권
도시들과 서로 나누고 배움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시작하였다. 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시에 대한 광주의 주도적
인 노력과 결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인권전문가
들로부터 광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인권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개선하는 방
안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가.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2016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 UCLG-CISDP가 공동주
관하며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
코 아ㆍ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한국문학번역원,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
터가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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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의 ‘인권도시’ 대표단과 UN인권 전문
가, 시민단체, 인권관련 NGO, 국내외 학술 관계자 및 언론 관계자 등 국
내ㆍ외 1,000여명이 참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다.
포럼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도시발전, 주거, 환경’이라는 주제
로 개최되었다. 주제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ㆍ주거, 해비타트 Ⅲ 신도시
의제와 우리 도시의 과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가는 길, 도시에 대한 권
리 그리고 포용도시 등을 논의하였다.
포럼은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 특별회의, 주제회의, 특별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을 폐막식에 채택하였다.
2016년 행사의 주요성과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ㆍ참여민주주의ㆍ인권
위원회(UCLG-CISDP) 회의를 포럼과 연계 개최했으며, 10월에 열리는 UCLG
총회 및 UN HABITATⅢ 회의에서 포럼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논의결과에 대
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포럼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의와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국내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여성, 어린이ㆍ청소년, 장애, 노인, 이주
민, 환경, 사회적경제, 교육정책 등 인권 핵심 8개 분야별 주제회의를 운영했
다. 이런 노력으로 광주가 인권도시로서의 인지도가 확산되어 자발적 참가자
가 증가했다.
일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포럼 인지도를 더욱 확대하고 포럼 결
과를 광주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개최시
기를 무더위와 극성수기인 7월을 피해 9~10월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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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일

시

행 사 명

09:00-12:00 특별회의 :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
13:00-16:00
라인」 전문가 워크숍

21
(목)

22
(금)

장

소

ACC
문화정보원 강의실1

10:00-12:00

특별회의 :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회의」

5ㆍ18기록관
세미나실(7층)

10:00-12:00

특별회의 :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
크 회의」

5ㆍ18기록관
다목적강당(7층)

13:00-16:00 전체회의 : 「전문가 회의」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16:00-19:00 개회식 및 오프닝라운드테이블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09:00-12:00 주제회의 : 「도시와 여성」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A

09:00-12:00
특별회의 : 「자치단체 인권 사례」
13:00-15:00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B,
강의실1

09:30-12:00 주제회의 : 「도시와 환경」

ACC
문화정보원 극장 3

10:00-12:00
주제회의 : 「장애와 인권」
13:00-15:30

5ㆍ18기록관
다목적강당(7층)

13:00-16:00 주제회의 : 「노인과 주거」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A

13:00-16:00 특별회의 : 「UCLG-CISDP 회의」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B

14:00-17:00

주제회의 :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7:00-19:00

특별회의 :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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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행 사 명

장

5ㆍ18기록관
다목적강당(7층)

09:00-12:00 주제회의 : 「도시와 어린이ㆍ청소년」
09:00-12:00 특별회의 : 「인권논문발표」

23
(토)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B
5ㆍ18기록관
세미나실(7층)

09:00-12:00 특별회의 : 「NGO인권정책평가」
13:00-16:00 주제회의 : 「이주민ㆍ난민과 인권」
13:30-16:30

주제회의 : 「교육정책과 학교자치」

16:30-18:00

종합보고 및 폐회식

소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B
5ㆍ18기록관
다목적강당(7층)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

□ 국외 주요 참석자
연번

성명(영문)

국 적

직

위

1

Jyoti SANGHERA

캐나다

유엔인권고등판무소 사회경제부서장

2

Morten Kjaerum

덴마크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

3

Karen Lucia S.
GOMEZ-DUMPIT

필리핀

필리핀 인권위원회 위원

4

Magali Fricaudet

프랑스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ㆍ참여민주주
의ㆍ인권위원회 사무국장

5

Bachir Kanouté

세네갈

참여민주주의(OIDP) 연합 아프리카
대표

6

José Antonio TÉLLEZ
스페인
OLIVIA

바달로나시의회 행정재정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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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국 적

직

위

7

Stefany Campins Pinto 과테말라

멕시코시티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원

8

Guillem RAMÍREZ
CHICO

스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ㆍ참여민주주
의ㆍ인권위원회 간사

9

Antonio Aniesa

프랑스

플렌느 코뮌 국제관계 국장

10

Núria Martínez
Mozas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회 시민권국장

11

BipinKumarRai

인도

델리 도심주거지역 증진위원회
전문위원

12

Heinz Jurgen
ROSEMANN

독일

싱가폴국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3

KIM Young Gyoung

미국

펜실베니아 클라리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4

Tomohiko OKABE

일본

코토라보 연구실 대표

15

SHIN Myoungjik

한국

구마모토가쿠엔 대학교 교수

16

Kazuoki OHARA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7

Charles Christopher
MERCOGLIANO

미국

대안교육자원기구 학교 스터디 프로그
램 공동 관리자

18

Akito KITA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대표

19

Julie THORPE

영국

협동조합대학 학교 프로그램 관리자

20

Kamarudin Bin
ISMAIL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전국연합회 앙카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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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국 적

직

위

21

Aaron Hernandez
CERADOY

중국

아시아 태평양 이주민 단체 프로그램
담당자

22

Yiombi Thona
PATRICK

콩고

광주대학교 자율ㆍ융복합전공학부 교수

23

Charlie CLEMENTS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인권정책센터 겸임
교수

24

Rosemarie Del
Rosario TRAJANO

필리핀

인권 옹호 필리핀 연합 사무총장

25

Jefferson Ronan
PLANTILLA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인권정보센터 대표연구
위원

26

Mugiyanto
MUGIYANT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NGO포럼 상임
담당자

27

Robert GROTJOHN

미국

전남대학교 영문학부 교수

28

Jonathan Brenner

미국

윌리엄 리차드슨 법대 학생

29

Jessica Keralis

미국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학생

30

Chusnunia Abdul
Halim Chusnunia
Chalim

인도네시아 동 람풍 섭정

31

Suyoto Ngarteb
MUSTAJAB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 시장

32

Alexander Cahyo
SURYANTO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대학교 푸스다코타 총장

33

Beka Ulung
HAPSARA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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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국 적

직

위

34

Evi Darwati

인도네시아

Head of Health Office, Government of
East Lampung

35

Indah Puspita Sari

인도네시아

Aide of the Regent, Government of
East Lampung

36

Rafidah Hanina Ashil

인도네시아

Daughter of the Head of Medical Office of East Lampung

37

Farida Norma

Head of Women Empowerment and
인도네시아 Family Planning Office, Government
of East Lampung

38

Benedito Eduardo
Guimino

모잠비크

이얌바네 지방자치 의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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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도시포럼선언문】
2016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도시발전, 주거, 환경
2016년 7월 21일-23일
대한민국 광주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는,
1.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와 7월 22일 독일 뮌헨에서 일어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테러와 폭력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연
대를 표하며, 인류를 공포로 내모는 그 어떤 테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특히,

종교나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적대, 분리와 배제로 나아
가지 않도록 하고, 「세계인권선언」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참혹한
아픔을 딛고 일구어낸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넓은 포용과 보다 강력한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인권을 위한 국가 간 연대를 넘어 도시 간 연
대의 강력한 뿌리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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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제안된 인권도시의 의미와
실천약속을 재확인하고, 2015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제기된 “모두를 위
한 인권도시들의 전지구적 연대”의 절실함을 상기한다.
4. 2015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확인한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이행과 실천으로 이번 포럼에 참가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민주주의와 인권도시 네트
워크 (Asia Local Democracy and Human Rights Cities Network (Asia
LDC Net)가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
5.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게적으로 인권 관련 회의가 활성화되고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 및 시민인권위원회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시작
한 점을 환영한다.
6.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의 권고
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지방정부와 인권 이행원칙’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제3회 전문가 워크샵의 결과를 환영한다.
7.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산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위원회 (CISDP,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의무 주체임을 강조하며, 특히 부패척
결과 투명한 예산운영,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균형적 재분배가
인권실현의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8.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도시발전, 주거, 환경으로 구체화되는 의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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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권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논
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
9. 도시는 성장 위주의 개발과 인간의 삶을 배제하는 발전으로는 지속가능
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권도시의 비전임을 확
인한다.
10.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 의 효과적 이행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11.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진 ‘도시권과 Habitat Ⅲ’를 주요 의제로 받아들이
며, 2016년 10월에 열리는 UCLG 총회와 UN Habitat Ⅲ 회의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2. 인권도시의 실천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된 8개 주제회의의 모든 결과들
을 존중하면서, 도시와 여성,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장애와 인권, 노인과
주거 문제의 당사자들이 인권도시의 주체이며, 도시와 환경, 사회적 경제
와 도시재생, 교육정책과 학교자치가 인권도시를 강화시키는 실천 의제
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13. 특히 ‘이주민ㆍ난민과 인권’은 인류사회가 분쟁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내
몰리지 않기 위해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구시민사회
의 강력한 연대와 포용을 위해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가 더 강한 민주주
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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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권도시, 인권제도화는 시민사회와 인권운동
의 건강한 비판과 견제를 디딤돌로 해서 가능하고 상호 협력과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15.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만났던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대를
기억하며, 광주에서의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을 약
속한다.

<실천약속>
(1) 인류가 종교와 인종갈등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획
득하기 위해 인권도시들이 앞장서서 강력한 연대와 포용을 실천한다.
(2) 도시에서의 발전은 모든 시민들의 참여와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
고, 사람 가치가 중시되는 인간다운 도시 공동체를 미래의 도시비전으로 지향한다.
(3)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이 모든 도시에서의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확산에 기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등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
가 올해 9월 회기에서 2015년 보고서의 후속으로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이행원
칙을 준비하는 연구를 착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4)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인권도시 정책과 제도화를 심화하되, 구체적인 실천사례
가 발굴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한다.
(5)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결과와 과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
한 평가가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구성하는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나. 2017 세계인권도시 포럼
2017 세계인권도시 포럼(영어명칭 : 2017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
터, UCLG-CISDP가 주관하고,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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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포럼은 해외 31개국 67개 도시에서 인권도시 및 국제기구 관계자, 인
권활동가, 시민 등 국내ㆍ외 1,300여명이 참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다.
2017년 포럼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
리고 실천’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회식과 오프닝라운드테
이블, 전체회의 2개, 마을분야를 신설한 주제회의 9개, 특별회의 4개, 특별행
사 4개,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 포럼에서는 국내 및 세계적 이슈인 ‘평화’ 및 ‘참여’ 관련 다
양한 담론을 토론했으며, 한 국가의 인권정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전체회의로 ‘스웨덴 인권정책세션’을 운영하였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국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및 전국광역단체 인권
위원회 회의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요 시장단이 5년째 대
규모로 방문하였으며, 해외 초청인사들과 지역전문가들이 함께 디사이드 마
드리드 사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와 ‘아시아 인권헌장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인 인
권 흐름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이 부족하였던 점이 아쉬웠으
며, 인권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여 행사장 내에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 제공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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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일

시

행 사 명

09:00-12:00 특별회의 : 아시아인권헌장워크숍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09:00-12:00 인권문화탐방 Ⅰ

14
(목)

15
(금)

10:30-12:30 특별회의 : 국내인권도시 공무원 회의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11:00-12:30 특별회의 : 광역인권위원회의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13:00-13:30 개회식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13:30-16:00 오프닝라운드테이블

〃

16:30-18:30 전체회의Ⅰ: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

19:00~20:30 환영만찬

시청 잔디광장

07:00-08:00 국내외 시장단 조찬

홀리데이인호텔

09:00-12:00 전체회의Ⅱ : 「스웨덴 인권 정책」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213호

09:00-12:00 특별회의 : 아시아인권헌장워크숍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13:00-16:00 특별회의 : 아시아인권도시네트워크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13:00-16:00 특별회의 : 지방정부와인권도시가이드라인

〃

13:00-16:00 주제회의 : 「도시와 여성」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13:00-16:00 주제회의 : 「사회적 경제」

김대중컨벤션센터
212호~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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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행 사 명

13:00-16:00 주제회의 : 「도시와 노인」
15
(금)

ACC 하늘마당

09:00-12:00 주제회의 : 「어린이ㆍ청소년교육」

김대중컨벤션센터
209호~210호

09:00-12:00 주제회의 : 「민주주의와 마을」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09:00-12:00 특별행사 : 인권논문발표

김대중컨벤션센터
213호

12:00~13:00 환송오찬

김대중컨벤션센터
303+306호

13:00-16:00 주제회의 : 「장애와 인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호~213호

13:00-16:00 주제회의 : 「도시와 환경」

김대중컨벤션센터
209호~210호

13:00-16:00 주제회의 : 「국가 폭력과 인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13:00-16:00 주제회의 : 「이주민ㆍ난민과 인권」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202호

16:00-17:00 종합보고 및 폐회식

김대중컨벤션센터
301호~305호

16
(토)

17
(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9호~210호

16:30-19:00 인권문화탐방 Ⅱ
19:00-20:30 네트워크 만찬

16
(토)

장 소

09:00-13:00 인권문화탐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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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참석자
연번

성명(영문)

직

위

국 적

1

Mauricio Valiente

마드리드시 부시장

스페인

2

Anton Salman

베들레헴 시장

팔레스타인

3

Chito GASCON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필리핀

4

Basil FERNANDO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스리랑카

5

Irene Escorihuela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감시단 법
스페인
률팀 이사

6

Emmanuel Carroz

그르노블시 부시장

프랑스

7

Remigo Y. Berutu

팍팍바랏(Pakpak Bharat) 시장

인도네시아

8

H.E. Anne Höglund

주한 스웨덴 대사관 대사

스웨덴

9

Elin Gustafsson

룬드시 인권국장

스웨덴

10

Therese Backman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스웨덴

11

Lotta LIJELUND

주중 스웨덴 대사관 대사

스웨덴

12

Gabriella Fredriksson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연구소 통합사
회팀장

스웨덴

13

Takeo OGAWA

일본 아시아노년사업센터회장

일본

14

Stefany Michelle
CAMPINS PINTO

멕시코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
원

멕시코

15

Radek Hála

슬라막인포 건축가

체코

16

AN Ae-kyung

쏘노안 전시기획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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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직

위

국 적

17

`AranaCataniaMIGUEL

마드리드시 디지털전략 디렉터

스페인

18

Kjell Stjernholm

Studieforbundet Vuxenskolan 프로
그램 개발자

스웨덴

19

Andreas Wieg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독일

20

Medoruma Shun

작가

일본

21

Shahlo ABDULLAEVA

다누리 콜센터 상담원

우즈베키스
탄

22

Bernard Macret

그르노블시 부시장

프랑스

23

Chakma Nani Ronel

재한줌머인연대 활동가

한국

24

MUGIYANTO MUGIYANTO

인도네시아개발국제NGO포럼 인권
인도네시아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선임 담당자

25

Ankhmaa Shijirbaatar

울란바토르 부시장

몽골

26

Kaori OTA CABRERA

코타키타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인도네시아

27

Jacqueline Ann DE
GUIA

필리핀 인권위원회 이사

필리핀

28

Anshuman KAROL

Society for Participatory in Asia
프로그램 관리자

인도

29

Parshuram UPADHYAY

지방정부ㆍ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 연
합통치 전문가

네팔

30

Chime Paden WANGDI

타라야나 재단 사무총장

부탄

31

Norleen OLIVER

미크로네시아 정부 여성발전과 인권 미크로네시
부서 주무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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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직

위

국 적

32

Magali Fricaudet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
주의 인권위원회(UCLG-CISDP) 사무 프랑스
국장

33

Michael P. Scott

미국인권도시연합

미국

34

FatouCamaraHouel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자문위원회 사무관

프랑스

35

Soares SANTINA

정책지도자 그룹(Policy Leaders
Group) 운영위원

동티모르

36

Jaume Puigpinos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
주의
스페인
인권위원회(UCLG-CISDP)실무자

37

Robert Grotzan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미국

38

Shahed Kayes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생

방글라데시

39

Kim-Su Rassmussen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베트남

40

Nguyen Huong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생

덴마크

41

Joel Keralis

미국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인턴

미국

42

Silverio Pinto Baptista

동티모르 인권옴부즈맨

동티모르

43

Shiju M. V

테리대학교 교수

인도

44

Nur Kholis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도네시아

45

Bijo Francis

아시아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중국

46

Dato’ Sri M Ramachelvam

말레이시안 바 대표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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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직

위

국 적

47

Anup Raj Sharma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네팔

48

Sushil Pyakurel

전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네팔

49

Dharmasiri Bandaranayake

대통령 문화수석비서관

스리랑카

50

MD. SHARIFUL ISLAM

다카대학교 교수

방글라데시

51

Sofie Viborg Jensen

발렌베리 연구소 학술보조 연구원

스웨덴

52

Agus SUBAGIYO

워너소보 부시장

인도네시아

53

Yolandri SIMANJUNTAK

인도네시아개발국제NGO포럼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담당자

인도네시아

54

Chusnunia Abdul Halim
동 람풍 섭정
Chusnunia Chalim

인도네시아

55

Komang Audina PERMANA PUTRI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56

Fairuz Eko PURNOMO

워너소보 섭정

인도네시아

57

Eko SUTRISNO WIBOWO

워너소보 섭정 비서관

인도네시아

58

Rahmawati ARYANI

워너소보 섭정 부의장

인도네시아

59

Made TIRTA KUSUMA
DEWI

팍팍바랏 시

인도네시아

60

Kastro MANIK

팍팍바랏 시

인도네시아

61

Romian SITOPUI

팍팍바랏 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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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영문)

직

위

국 적

62

Robincem HABEAHAN

팍팍바랏 시

인도네시아

63

Jufri SIMANJUNTAK

팍팍바랏 시

인도네시아

64

Muhammad ARIF SETIAWAN

워너소보 섭정

인도네시아

65

Andrew Wolman

한국외대 국제법과 인권학과 교수

미국

78

Michel Bauwens

P2P Foundation 설립자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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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도시포럼선언문】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
2017. 9.14-17
대한민국 광주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제 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는,
1. 2011년 제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한 인권도시 비전과 2014년 제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한 광주 인권도시 이행원칙을 확인한다.
2.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과 평화,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 간 상호의존성을 확인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보완성 원칙에 근거한 인권이행의 경계로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인식한다.
4. 한국과

전지구적으로 여러 인권ㆍ민주 옹호자들을 끊임없이 고무하는 광
주정신에 깊은 격려를 받는다.
5. 인권도시 성과, 과제 및 기회를 공유, 학습, 논의하는 연례의 장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를 주최해 온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광
주광역시와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6. 인권도시의

새로운 선구자 및 혁신자들, 특히 아태지역 작은 섬으로 이뤄
진 개발도상국처럼 분쟁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기 쉬운 국가, 사회 출
신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150

Ⅵ. 세계인권도시포럼

7.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
들이 대화와 평화적 수단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8. 고조되는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한 효
과적인 대책과 중재를 요청한다.
9.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중 계속되는 인권침해에서 보이는 인권위기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필리핀 인권위원회(CHR) 등 희생자 및
인권옹호자들과 연대를 표명한다.
10.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에서 현재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
려를 표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한다.
11. 19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에 열린 촛불시민혁명 정신과 대한민국의 인
권 및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결과에 고무 받는다.
12. 인도네시아, 스웨덴과 같은 세계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도시운동
및 계획에 관해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사례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13. 2017년

9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지방정부 및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제1회 회기단 패널의 결과에 주목한다.
14. 2015년 7월에 열린 지방정부 및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최초 보
고서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진행사항을
평가하는 후속보고서 준비를 지시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
정부 및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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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와

여성,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도시와 노인,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마을 민주주의, 도시와 환경, 국가폭력과 인권, 장애와 인
권, 이주민ㆍ난민과 인권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주제회의의 결과
및 권고사항을 환영한다.
16. 대한민국 인권도시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특별회의의 긍정적인 결과
를 환영한다.
17. 1998년 광주 아시아인권헌장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518기념재단의 계
획을 환영한다.
18. 제4회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에서 논의된 지방정부 및 인권에
관한 광주 이행원칙의 초안을 환영한다.
19.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와 광주광역시과 주최한 지방민주주의 인권도
시 네트워크의 제2회 연례회의 결과를 환영한다.
20. 인권도시의 세계인권운동의 새로운 기회로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 70주
년과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25주년을 기념하는 2018년을 기대
한다.
21. 대한민국의

인권도시운동의 새로운 기회로서 36년간 일제치하로부터 독
립 후 1948년 헌법 제정과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2018년을 기대하며
이를 대한민국 인권도시운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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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속
(1)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다양한 회의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실천하며, 분쟁의
변화를 통한 더 평화적, 포용적, 안전한 사회 및 사람 대 사람, 아래에서 위로의 연
대행동을 통한 중재를 위해 힘쓴다.
(2) 세계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와 같은 지방정부와 도시들
과 협력하며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장으로서 인권도시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촉진
하기 위해 힘쓴다.
(3) 인권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을 통한 지방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지속가능
한 발전 목표를 국한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어젠다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힘쓴다.
(4) 도시권 증진을 통해 2016년 10월 키토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 어젠다를 충분
히 이행하기 위해 힘쓴다.
(5) 지방정부 및 인권 이행원칙 수립 등 2015년 7월 지방정부 및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
위원회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힘쓴다.

우리는 위에 나온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도시의 비전 증진에 있어 새
로운 과제와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광주에서 열릴 제8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서 다시 만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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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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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권기구·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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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국제인권 교류

1. 필요성
국제적인 인권기구, 인권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진 인권도시 사
례를 공유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2. 국제인권기구·단체 가입
국제적인 인권기구인 UCLG-CISDP 회원도시 가입 및 공동의장 활동으로
인권의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가. 「UCLG-CISDP, 사회통합ㆍ참여민주주의ㆍ인권위원회」공동의장 가입
- 가입시기 : 2015.4월
- 가입배경 : UCLG의

도시들을 위해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분
야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수립에 조언을 제공
- 회원도시 : 100개 도시(아시아7, 유럽47, 아메리카42, 아프리카4)
- 조직구성 : UCLG산하 인권관련 위원회로 2006년 결성
- 공동의장 : 한국(광주광역시장), 프랑스(센 생드니 의회 부의장, 플레인
코뮌 도시연합 회장), 멕시코(멕시코시티 시장)
- 회비납입 : 1만 유로(1,300만원) / 년
- 지도부 기능
· 위원회 참여 도시들의 전략적 우선승인 책임을 갖는 총회 조직
·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책임으로 재정적 실행가능성 보장
· 의장단에게 Working group의 실무를 책임지는 실무단장 역할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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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업무계획 실행 및 조정, 위원회 회의조직 및 후속조치
- 회의 운영
· 총회 : 년1~2회 개최, 전략목표의 진행사항 모니터링
· UCLG나 위원회의 회원도시가 조직한 행사ㆍ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가능
· 우리시가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여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
개최

나. 「UCLG-CISDP, 사회통합ㆍ참여민주주의ㆍ인권위원회」활동
- 2016. 7월 UCLG-CISDP 회의를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 개최
- 2016. 10월 UCLG 총회(보고타) 및 UN Habitat Ⅲ 참가(키토)
- 2017. 4월 UCLG 회의 및 마드리드 평화포럼 참석
- 2017. 10월 UN OHCHR 주최 방콕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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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우리 시와 세계 인권도시 간 인권 관련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인권 의제
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내외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2. 국제인권기구,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인권관련 국제기구, NGO, 인권도시들과 교류를 강화하여 선진 인권정책을
경험하고 인권도시들의 협의체 가입 및 주도적 활동을 전개하여 시의 국제
적 위상을 증대하고 인권도시로서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였다.
◦ UCLG인권위원회사무국방문,교류확대협의

: 2014.9.

◦ 브라질 상파울로 회의 참석 및 포럼 홍보

: 2014.11.

◦ UCLG-CISDP 회원도시(공동지도부) 가입

: 2015. 4. 22.

- 가입배경 : UCLG 인권위원회가 2011년부터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지속
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포럼 홍보 및 인권관련 정책 교류확대를 위하
여 회원 도시에 가입
◦ 2015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 2015. 5.

◦ 파리 UCLG-World Council 참가

: 2015. 12.

◦ 2016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 2016. 7.

◦ UCLG 총회참석(보고타) 및 광주인권 정책 공유

: 2016. 10. 14.

◦ UN HabitatⅢ 회의(키토)에서 광주사례 발표

: 2016. 10. 16.

◦ UCLG 회의 및 마드리드 평화포럼 참석

: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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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OHCHR 주최 방콕 회의 참석

: 2017. 10.

◦ 인도네시아 인권 NGO INFID 주최 인권회의 참석

: 2017. 12.

3. 아시아 광주진료소 건립 및 운영 지원
아시아 저개발국가 대다수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관련 국제개발원조나 NGO, 종교단체의 봉사는
일회성 혹은 단기적 지원에 그쳐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광
주광역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캄보디아(2014년), 네팔(2016년)에 『광주진료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제정한 『광주광역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으로 나눔과 배려, 봉사의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 실천한
좋은 시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를 가장 먼저 선정한 이유 또한 광주에 5ㆍ18의
아픔이 있듯이 캄보디아에도 킬링필드라는 국가 폭력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
에 이제는 이런 아픔을 승화하여 진정한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개소 이후 현지 의료진 구성 및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으로 전문성과 지속
성이 담보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상설 의료서
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를 잇는 문화교류 거점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또한, 캄보디아의 희망을 아시아 또 다른 곳으로 넓혀나가기 위하여 2015
년 네팔 대지진 발생시 ‘광주’라는 도시 이름을 걸고 현지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한 인연을 계기로 네팔에 광주진료소 건립을 지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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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8년에는 몽골에 차량이동식진료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유목생
활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특수성과 주민의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점을 감안, 치과용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치과질환을
진료하게 된다.
광주는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곳, 아픔이 있는 곳에 민
주ㆍ인권ㆍ평화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5ㆍ18정신을 올
곧게 이어받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현황
◦ 개 소 일 : 2014. 6. 20.
◦ 위

치 : 캄보디아 캄퐁스퓨주 트라패잉 마을
(수도 프놈펜에서 66km지점)

◦ 부지/시설규모 : 660㎡ / 231㎡(1층)
◦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희망나무
◦ 운영인원 : 4명(의사 1, 간호사 1, 관리인 1, 경비원 1)
◦ 진료시설 : 진료실 4, 회복실 1, 수술실 1, 약국 1
◦ 진료과목 : 9개
 과목
(안과ㆍ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이비인후과ㆍ산부인과, 피부과, 치
과, 한방)
◦ 진료시간 : 평일 09:00~16:00
◦ 1일 평균 진료객수 : 30여명
◦ 기타 사업내용
- 캄보디아 방문 한국의료진 및 봉사단체 의료봉사 장소 제공
· 제공횟수 : 연 6회이상
· 진료객수 : 1회 방문시 약 1,000∼2,000여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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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호시설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 일

시 : 2017. 11. 19. ~ 11. 24.

· 참

여 : 요보호시설 청소년 13명, (사)희망나무 의료진 3명 등

· 주요내용 : 의료봉사, 마을 인근 방역활동 및 헌 옷 제공 등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앞

▲ 의료봉사

◦ 광주광역시 현지 방문 주요활동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행사 등
· 출장기간 : 2016.6.16.~6.19.
· 주요 활동내용 : 축사, 진료소 봉사활동 지원 등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2주년 기념식

▲ 의료봉사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소 3주년 기념행사 등
· 출장기간 : 2017.7.19.~7.22.

164

Ⅷ. 인권평화교류

· 주요 활동내용 : 진료소 봉사활동 지원 등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3주년 기념식

▲ 의료봉사

◈ 네팔 광주진료소 현황
◦ 개 소 일 : 2016. 12. 10.
◦ 위

치 : 네팔 파르밧 디무와 마을(포카라 북서쪽 50km 지역)

◦ 부지/시설규모 : 363㎡ / 231㎡(2층)
◦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광주국제협력단
◦ 운영인원 : 6명(의사 1, 간호사 1, 방사선사 1, 임상병리사 1, 사무원 2)
◦ 진료시설
- 1층 : 접수ㆍ대기실, 일반 진료실(내과, 소아과), 치과, X-ray실, 임상병리실
- 2층 : 한방진료실
◦ 진료시간 : 평일 09:00~16:00
◦ 평균 진료객수 : 월 평균 250여명
◦ 광주광역시 현지 방문 주요활동
-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 등
· 출장기간 : 2017.2.24.~2.28.
· 주요 활동내용 : 네팔 정부관계자 면담, 진료소 봉사활동 지원ㆍ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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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

▲ 의료봉사

-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등
· 출장기간 : 2017.12.1.~12.6.
· 주요 활동내용 : 진료소 봉사활동 지원ㆍ참여 등



▲ 네팔 광주진료소 1주년 기념식

▲ 의료봉사

4. 아시아지역 재해대응과 지원
아시아 저개발국의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하여 인권ㆍ평화ㆍ나눔의 5ㆍ18정
신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 활동을 펼쳐 인류애를 국제 사
회에 실천하고 세계 속의 광주시민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며 인류의 상생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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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아시아재해긴급구호 협의회 구성 및 활동
◦ 인적추진배경
- 민선6기 시정목표인 ‘세계 속의 평등한 인권도시’를 목표로 민주ㆍ인
권ㆍ평화의 광주정신을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에 확산
- 시와 의약5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
해 아시아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긴급구호체계 구축
◦ 인적협의회 구성
- 명

칭 : “광주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

- 인

원 : 25명

· 의약5단체, 의료기관, 국제교류협력단체, 언론ㆍ방송, 대학, 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
- 임

기 : 2년

- 위 원 장 : 협의회 위원 중 호선 또는 추대
◦ 인적협의회 활동
- 2016. 5. ~ 12. : 정례회 개최
- 2017. 4. ~ 12. : “광주아시아나눔협의회”로 명칭 변경
· 위원 36명, 정례회 개최

나. 긴급구호활동 근거 : 「광주광역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
원 조례」
다. 긴급구호 종류
◦ 인적긴급구호단 파견(보건ㆍ의료 활동, 구조방역 활동 등) : 의료진, 구급
구조대 등
◦ 인적구호물품 지원 : 텐트, 담요, 생필품, 의약품, 의료소모품, 현지요청
물자 등
◦ 인적구호성금 모금ㆍ전달 : 민ㆍ관 모금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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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구호 파견시 업무수행체계

긴급구호
긴급구호팀
→
→
재난발생 →
협의회 개최 및
파견 및
상황파악
지원계획 수립
구호물품 준비

구호활동
실
시

→

활동종료
및 철수

마. 긴급구호단 구성
◦ 인적ㆍ물적 피해규모, 피해국 자체 대응역량(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 및 방식 결정(효율성, 접근성 고려)
◦ 의료진(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행정) 선발, 구조ㆍ방역 전문가 선발(소방
안전 본부 구급구조대), 행정지원 담당 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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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3-01-01 조례 제 4195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4452호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권ㆍ평화ㆍ나눔의 정신
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5ㆍ18정신을 올곧게 이어
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이란 인권ㆍ평
화ㆍ나눔의 5ㆍ18정신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
해를 입은 해외 사람, 관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권개선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이하“국제화 실천활동”이라 한다)
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민은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의 시민으로
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권ㆍ평화ㆍ나눔의 숭고
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국제화 실천활동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
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광주
시민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3. 국제화 실천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비영리성ㆍ비정파성ㆍ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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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라 국제화 실천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화 실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
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① 시장은 국제화 실천활동을 추진하는 광주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현물
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화 실천활동에 대해 외교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자발적인 국제 봉
사활동 등을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실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② 지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해 할 수 있다.
1. 환경개선 지원 활동
2. 보건의료 지원 활동
3. 교육지원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제8조(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
제10조(거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 관내 거주 외
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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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도적 차원의 해외 지원)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차원의 해외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국제단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화 실천활동 홍보) 시장은 단체 등의 국제화 실천활동에 대해 시
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국제화 실천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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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인권옴부즈맨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침해 구제기구이다. 「광
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1조를 근거로 2013년 6월에
설치되었다.

□ 인권옴부즈맨 구성
인권옴부즈맨은 상임인권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인권옴부즈맨 6명으로 구성
된다.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시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
인권옴부즈맨 명단
인권 분야

성 명

주 요

상임

홍세현

· 前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
· 前 광주광역시 5ㆍ18기록관 추진기획단장
· 前 (사)5ㆍ18기록물유네스코등재추진위 사무처장

여성ㆍ청소년

김경례

· 前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前 광주여성재단 교류협력팀장
· 전남대 사회적재생산연구단 학술연구교수

장애인ㆍ노인

김미숙

· 前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간사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상담원

노동

신명근

· 공인노무사 (광주광역시노동센터장)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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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분야

학계

이주ㆍ소수자

인권일반

성 명

주 요

약 력

안 진

· 前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소아

· 변호사
·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최완욱

· 前 광주인권영화제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표
·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인권옴부즈맨 운영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개선 권고)를 직무로 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는
상임인권옴부즈맨과 인권옴부즈맨지원팀 공무원이 수행하였고, 조사 결과는
인권옴부즈맨 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상담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
거나 해결방법을 안내하여 신청인의 요구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
원했다.
2016년에는 61건의 상담과 15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 상담은 인권침해 관
련 26건, 차별행위 관련 5건, 기타 30건이 있었고, 신청사건은 인권침해 11
건, 차별행위 4건이 있었다.
2017년에는 56건의 상담과 18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 상담은 인권침해 관
련 33건, 차별행위 관련 6건, 기타 17건이었고, 신청사건은 인권침해 6건, 차
별행위 12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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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옴부즈맨 인권침해 구제
인권옴부즈맨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2년동안 24회를
개최하였다. 인권옴부즈맨회의에서는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여부 심의 등을 논의하였고, 인권
침해 사건 7건을 권고 결정하였고, 조사중 피해가 구제되어 해결된 사건은
4건이다.
주요 결정으로는 정신요양시설 CCTV설치에 의한 인권침해, 공무원노동조
합 단결권 침해,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요양병원 환자 폭행 등에 대한 권
고 결정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안내서 활
용을 정책권고했고, 시민들의 청사 출입방해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활동 관
련 의견표명을 결정하기도 했다.

□ 인권 모니터링 실시
인권옴부즈맨은 상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관련 사례를 대상으로
인권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하고 인권활동가의 참여로 실태를 조사ㆍ점검하는 인권모니터링을 2015년부
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정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를 작성했고 관련 부서에 활용을 권고하였다.
2017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모니터링’을 주제로 12월 인권옴부즈맨
지원팀과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 ‘운영 환경’,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점검, 설문을 바탕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모
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적격성 심사 등 인권적인 입ㆍ퇴소 절차 마련, 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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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운영규정 개선 및 표준 매뉴얼 제공,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 종사자의 노
동권 보장을 위한 인력 지원, 인권교육과 정보교류 지원 등의 필요성이 확
인되었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련 부서에서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
록 의견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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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3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5ㆍ18기념사업의 문제점 및 대
내외 여건변화 등을 진단하고 광주시 전체를 연결하는 민주ㆍ인권ㆍ평화 도
시 및 5ㆍ18광주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은 2017년 12월 수립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5ㆍ18, 세계와 연대하는 광주공동체를 비전으로 연구조사
활성화, 교육보편성 강화, 국내ㆍ외 연대성 강화, 5ㆍ18기억의 미래가치화,
5ㆍ18공간의 창조적 재현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된 5ㆍ18기념사업 및 기념행사
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문가ㆍ시민 평가 등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하고 5ㆍ18
사적지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적지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5ㆍ18역사왜곡 원천차단 및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5ㆍ18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 정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
본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ㆍ18기념사업 비전 전략
① 5ㆍ18기념사업의 핵심 가치 진단
◦ 5ㆍ18의 의미를 구성적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
◦ 현재 시점에서 수용 및 미래의 비전을 향해 실천하는 방향성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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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및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정립
◦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에 이를 심화ㆍ확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접합
② 5ㆍ18기념사업 비전 구상의 전제
◦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성 강화를 촉진
◦ ‘인권 도시 광주’로서의 위상 강화와 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
◦ 개인ㆍ세대ㆍ집단ㆍ지역 등 각 단위에서 공동체적 관계와 연대 지향
◦ ‘역사’, 주체로서의 ‘사람’, 생활현장인 ‘공간’을 통해 총체적으
로 구상
③ 비전의 전략목표와 발전방안
◦ 학술 : 5ㆍ18연구학 정립
- 5ㆍ18의 역사와 이념, 정신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체계화하여, 민
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와 공동체ㆍ연대적 삶을 대안으로 도출하는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안 제시
◦ 교육 : 5ㆍ18교육의 생활속 내재화
- 그동안 진행되어온 5ㆍ18교육사업을 성찰하고, 5ㆍ18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5ㆍ18교육의 과제와 방안을 제시
◦ 교류 : 5ㆍ18의 연대성 강화
- 5ㆍ18의 미래가치를 공동체 형성에 두고, 개인ㆍ집단ㆍ지역ㆍ마을 단위
에서 공동체적 가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협력방안 제시
◦ 기념문화 : 5ㆍ18의 전국화 및 기억의 현대적 계승과 미래가치화
- 추모와 기념에 기초한 5ㆍ18기념의례가 5ㆍ18의 핵심적 가치인 민
주ㆍ인권ㆍ평화의 토대에 근거하여 세계인과 전국민의 삶 속으로 들
어갈 수 있는 방안 제시

182

Ⅹ. 5·18 민주선양

◦ 기념공간 : 5ㆍ18공간의 창조적 재현
- 5ㆍ18정신의 현재화와 유형적 재현을 중심에 두는 기념공간 사업을
보다 창조적으로 재현 및 재구성해나가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사
적지 활용과 기념전시관 재구성을 중심으로 제시
④ 시기별 주요사업
단기(2017~2018년)
· 5ㆍ18아카이브 종합적ㆍ
체계적 관리구축

중기(2019~2020년)

장기(2021년이후)

· 5ㆍ18아카이브 종합
· 5ㆍ18아카이브 종합적ㆍ
적ㆍ체계적 관리 안정화
체계적 관리 고도화

· 5ㆍ18사료 발굴ㆍ수집
· 5ㆍ18문고판 발간
· 5ㆍ18진실규명 자료 수집

· 5ㆍ18연구학문 후속세
대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 5ㆍ18학술협의회 구성

· 40주년

기념행사 기획
추진

· 5ㆍ18기념전시관 개선

· 5ㆍ18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
- 5ㆍ18교육협의회 운영
- 5ㆍ18전문강사단 육성

·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 5ㆍ18기념행사와 문화ㆍ
관광연계방안 모색

· 세계와 함께하는 5ㆍ18
기념행사
- 5ㆍ18아카이브 각국
전시회
- 5ㆍ18영화 각국 상영회

· 세계와

함께하는 5ㆍ18 · 세계와 함께하는 5ㆍ18
기념행사
기념행사
- 민주성지

순례 운동
- 민주성지

순례 운동
확산
지속

· 5ㆍ18사적지 추가지정
검토

· 5ㆍ18사적지 정비와
통합관리

· 옛 국군광주병원 활용

· 옛 국군광주병원 활용

· 5ㆍ18연구담론 제시

· 505보안부대 부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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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ㆍ18기념사업 분야별 주요추진계획
① 5ㆍ18학술사업
1. 새로운 5ㆍ18연구학 정립
◦ 추진방향 : 민주ㆍ인권ㆍ평화를 포괄하는 학문적 영역으로 5ㆍ18연구
학을 새롭게 창출ㆍ정립하여 지역사회의 주도성 강화
◦ 추진내용
- 새로운 5ㆍ18 연구담론 제시
· 5ㆍ18당시의 현장에 대한 재구성과 연구의 심화
· 5ㆍ18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5ㆍ18 연구담론 제시
· 5ㆍ18기록물을 활용한 5ㆍ18연구의 활성화
· 추진시기 : 2017 ~ 2018년
- 5ㆍ18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발굴ㆍ수집 및 5ㆍ18아카이브 종합적ㆍ체
계적 관리
· 기록물 단계별 DB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 5ㆍ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발간을 통한 세계기록유산 위상정립
· 시민 구술채록을 통한 영상ㆍ연구자료 축적
· 5ㆍ18자료(기록물) 수집 및 발굴역량 강화(진실규명 사업과 연동)
· 추진시기 : 2017~ 지속
- 5ㆍ18연구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 5ㆍ18연구 지원 및 기금 조성 검토(석ㆍ박사 논문을 5ㆍ18 분야로
선택할 경우 장학금 지원 등)
· 5ㆍ18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추진시기 : 2021년 장기과제
2. 5ㆍ18학술 저술사업
◦ 추진방향 : 학문연구 성과를 출판 등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5ㆍ18
이 시민의 일상 삶에서 접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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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시민이 기억하는 5ㆍ18 구술채록 및 책자 발간을 통한 공유
- 시민들이 손쉽게 5ㆍ18민주화운동 접할 수 있는 5ㆍ18문고판 발간
◦ 추진시기 : 2019 ~ 2020년
3. 5ㆍ18학술사업 주체의 정비
◦ 추진방향 : 5ㆍ18학술사업관련 유관기관들의 효과적인 사업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각 기관들의 전문성 제고
◦ 추진내용
- 기관별 역할 전문화(기관별 의견수렴 및 조율 필요)
· 5ㆍ18연구소 : 5ㆍ18학술사업의 컨트롤타워, 5ㆍ18연구학 정초, 연구
담론 제시
· 5ㆍ18기념재단 : 5ㆍ18학술사업 성과 기반 교재ㆍ홍보ㆍ프로그램개발
및 시민교육
· 5ㆍ18기록관 : 5ㆍ18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기록물 네트워크 운영
- 5ㆍ18학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 학술담당자가 참여하는 ‘5ㆍ18학술협의회’ 구성ㆍ운영
· 5ㆍ18연구학의 정립과 학술사업의 현안 과제에 대한 상시 토론 및
협의
◦ 추진시기 : 2017 ~ 2018년
② 5ㆍ18교육사업
1. 5ㆍ18교육사업 주체의 정비
◦ 추진방향 : 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기념재단ㆍ교육관ㆍ연구소ㆍ기록관
등 기관역할의 분화ㆍ전문화를 기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
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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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5ㆍ18기념재단 : 5ㆍ18교육의 컨트롤타워, 교재ㆍ홍보ㆍ프로그램 개발
- 광주시 교육청 : 교사 직무연수, 공교육 내 5ㆍ18교육기회 확대, 타
시도 교육청과의 연계
- 5ㆍ18기록관 : 기록물을 활용한 시민, 학생, 아동 체험교육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
- 5ㆍ18교육관 : 사적지ㆍ전시관을 결합한 체험중심교육, 단체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 특화
- 5ㆍ18연구소 : 대학교육 및 교재개발, 국제교류 교육, 5ㆍ18연구학 연
구담론제시
◦ 추진시기 : 2017~2018년
2. 5ㆍ18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5ㆍ18 유관 단체들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교육 및 시민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일관
성 있는 교육 추진
◦ 추진내용
- 5개기관(5ㆍ18기념재단, 교육청, 5ㆍ18교육관, 5ㆍ18기록관, 5ㆍ18연구소)
및 교육담당자(교사, 교수 등)가 참여하는 ‘5ㆍ18교육협의회’ 운영
및 ‘5ㆍ18전문강사단’ 육성
- 5ㆍ18교육의 비전 제시와 현안과제 상시토론 및 협의
◦ 추진시기 : 2017년~지속
3. 5ㆍ18학교 밖 교육 및 시민교육체계 구성
◦ 추진방향 :
- 5ㆍ18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사적지 중심체험 교육 활성화
-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5ㆍ18정신 및 민주ㆍ인권ㆍ평화 교육 지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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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사적지 중심 학교 밖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공교육 중심 5ㆍ18교육을 일반시민 대상 교육으로 확장
- 5ㆍ18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 5ㆍ18기념재단 중심과 유관관련 기관 등이 협력하는 대중적 시민교
육 프로그램 개발
- 타 지역 시민교육 방안 모색
◦ 추진시기 : 2018년 ~ 지속
4. 5ㆍ18교육의 질적 제고
◦ 추진방향 : 공교육과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있는
청소년 교육환경과 역사에 무관심해진 일반시민에게 단
순한 역사적 사실 교육을 넘어, 5ㆍ18이 보여주는 미래가
치를 계승 발전
◦ 추진내용
- 연대, 공동체 나눔, 시민자치 등 5ㆍ18의 미래가치들을 교육에 적극
반영
- 공교육과 학교밖 체험교육의 유기적 연결 프로그램 모색
- 교사 재교육 및 연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웹을 통한 5ㆍ18자료와 역사 제공, 웹툰, 웹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발
◦ 추진시기 : 지속추진
③ 5ㆍ18교류ㆍ연대사업
1.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5ㆍ18 국제교류ㆍ연대사업은 5월 유관단체의 주도로 추진
되어 왔으나, 최근 시민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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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안과 참여 주체들의 역할 재분배 필요성이 제기
되는 상황
◦ 추진내용
-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하여 참여주체 역할 재조정 및 시민 참여보장
- ‘서로 다르게 더불어 함께하는 협업 모델’ 구축
- 5ㆍ18기념행사 주간에 집중되는 교류사업의 시기 조정 및 분산
◦ 추진시기 : 2019년
2. 5ㆍ18정신기반 국제교류
◦ 추진방향 : 5ㆍ18정신이 생략된 교류사업이라는 평가결과에서 나타났
듯이 교류사업에 대한 5ㆍ18정신의 구현 증대 필요
◦ 추진내용
- 교류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변화를 통한 5ㆍ18정신의 현재화와 미래
가치 실현
- 고문ㆍ국가폭력 예방을 위한 국내외 인권활동에 대한 지원
-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유센터의 아시아 허브기능
담당
◦ 추진시기 : 2017년 ~ 지속
3. 광주 정신 기반 국제교류
◦ 추진방향 : 대구 2ㆍ28, 부마항쟁, 4ㆍ19, 제주4ㆍ3 포함 타지역과의 연
대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
◦ 추진내용
- 타지역 민주화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의제(민주화운동 관련
미해결 과제 해결방향 모색)를 발굴하고,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
기 위해 토론회ㆍ워크숍 등 공동주최
-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전국 순회전시(서울ㆍ대구ㆍ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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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시기 : 2017년 ~ 지속
4. 5ㆍ18정신 함양을 위한 학술포럼 개최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
◦ 국가기록원 및 5ㆍ18관련 단체ㆍ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워크숍
◦ MOU 체결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성 등 기관별 상시 교류ㆍ협력방
안 모색
◦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가칭)광주정신 포럼 개최(연중)로 대중적 위
상제고
④ 5ㆍ18기념문화사업
1. 5ㆍ18기념행사의 전국화ㆍ내실화
◦ 추진방향
- 광역자치단체별로 5ㆍ18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협력사업 추진
- 시민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
- 마을과 자치구가 결합한 ‘동네(마을) 5ㆍ18’ 확대
- 민주주의 복원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오월 정신 계승ㆍ확산
◦ 추진내용
- 기념행사위원회의 상설화 및 조기구성 등 지원강화
- 시민참여를 위한 공모사업(5ㆍ18역사기행 등) 및 전국적 기념행사
추진
- 행사추진의 분석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질적 제고 노력
◦ 추진시기 : 2017 ~ 2021년
2. 세계와 함께하는 5ㆍ18 기념행사 방안 모색
◦ 추진방향
- 역사적 승리로서의 5ㆍ18 정신 계승발전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
- 5ㆍ18의 주먹밥, 나눔과 참여 공동체, 대동정신 등을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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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5ㆍ18유네스코 기록물 각국 순회 전시회, 5ㆍ18영화 각국 순회 상영회
- 5ㆍ18민주화운동 해외 기념식 또는 추모문화제 추진
- 기념행사 조직의 국내ㆍ외적 외연확대
◦ 추진시기 : 2017년 ~ 지속
3. 40주년(2020년) 기념행사 기획추진
◦ 40주년 5ㆍ18기념행사 결산 및 50주년 기념행사 방향제시
- 기념의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발전적 재검토 논의
◦ ‘광주 방문의 해’로 지정 논의
- 정부 등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 세계 민주ㆍ인권진영과 협력하여 ‘광주 민주성지 순례 운동’ 확산
◦ 5ㆍ18기념행사 홍보대사 위촉 추진
◦ 추진시기 : 2019 ~ 2020년
4. 기념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5ㆍ18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
- 5ㆍ18기념행사는 5ㆍ18을 상징하는 의례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를
질적으로 제고하여 5ㆍ18 정신의 확장 계승
◦ 추진내용
- 홍보, 자료제공, 시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시스템 정비
- 행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관 단체들간 5ㆍ18행사 관련 컨텐츠
공유
- 영향력 있는 블로거 및 SNS 등을 활용한 5ㆍ18 기념행사 홍보
-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 컨텐츠 개발
·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역 및 기념관을 방문한 후 그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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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기고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개발
· 인상적인 보도사진이나 기록사진을 활용한 엽서 상품
· 대중적으로 알려진 목판화 이미지를 활용한 뱃지
⑤ 5ㆍ18사적지 보존 및 활용사업
1. 5ㆍ18사적지 추가지정 및 검토 추진
◦ 추진방향
-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 유적지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정립
- 기억과 계승 및 지역정체성 형성과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거점으
로 육성
◦ 추진방법
- 5ㆍ18민주화운동의 주요현장들의 사적지, 유적지 추가지정 수요조사
- 사적지 추가지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 전체적으로 검토
- 사적지 추가지정 기준 원칙 정립
- 관련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여론수렴 후 5ㆍ18기념사
업위원회 심의 등
◦ 단계별 사적지 추가지정 추진 : 2017년 ~ 2018년
- 1단계(2017년) : 2016년 사적지 추가지정 건의 장소 및 5ㆍ18기념사
업 마스터플랜수립용역 거론 장소
· 전일빌딩, 고 홍남순 자택 등
- 2단계(2018년~) : 2017년 사적지 추가지정 건의 장소 및 5ㆍ18기념사
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시 5ㆍ18주요 현장들
· 광주송정역, 광주공항ㆍ공군부대, 광산경찰서 유치장 옛터, 광주시
청 옛터 등 22개소
2. 5ㆍ18사적지 정비와 통합관리 방안
◦ 사적지 정비와 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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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2017년~2018년) : 사적지 개념의 정립과 표지석 위치 재검토 및
이전과 신설
· 사적지, 유적지 등 관련개념과 대상을 분명하게 정립
· 표지석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신설ㆍ이전ㆍ대체 등의 관점에서 재고
- 2차(2018년~2019년) : 사적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반성
· 사적지의 직간접으로 관련된 조례들의 상관성과 중복성 검토, 개정
· 사적지 관리와 운영주체(위원회 등)에 대한 제고와 일원화
- 3차(2019년 이후) : 사적지 등 안내시설 설치와 다양한 장소들을
결합한 이용방안 제고
· 사적지 등 안내시설의 설치 및 사적지 내용보강
· 사적지 유관시설과 장소를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자원들을 복합적
으로 활용한 홍보와 이용전략 모색
· 전라남도 등 타 지역과 연계성 강화
◦ 단계별 사적지 통합관리 방안
- 1단계 : 사적지 환경정비와 관리여건 개선을 통한 관리주체의 일원
화 및 효율화
· 종합적인 안내시설 설치, 각 사적지들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일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2단계 : 시민사회 및 학교의 참여기회 확대
· 각 사적지 관리를 권역화, 시민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여 관리
하는 기반 구축
- 3단계 : 유적지의 지정과 시설 설치 및 사적지 통합관리시스템 완비
· 사적지 보존과 관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시스템 완비
◦ 추진시기 : 2017년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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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ㆍ18사적지 활용방안
◦ 추진방향
- 사적지 고립성 극복을 위한 ‘점’과 ‘선’에서 ‘면’과 ‘권역’중
심으로 시선의 전환 오월길 활성화 방안 강구
- 광주광역시 교통환경과 도시 공간의 활용 형태를 고려
◦ 추진내용
- 사적지, 유적지, 문화관광지 등과 연계한 오월길 활성화 방안 강구
- 지하철 주요 역사 내 사적지 접근안내 추진방안
- 광주 송정역, 버스터미널 등 방문객이나 시민이 사적지의 위치와
접근수단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시설과 방법 등
- 근현대사의 자원(의병, 항일운동, 4월혁명, 5월민주화운동), 국립아시
아문화전당 등 관련시설과 연계 구성
- 방문객 특성(신체적 조건, 단체)을 감안한 다양한 사적지 이용 프
로그램 개발
4. 5ㆍ18기념ㆍ전시관 개선방안
◦ 추진방향 : 5ㆍ18 기념ㆍ전시시설이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5ㆍ18의 가
치와 정신의 계승 역할 제고
◦ 배경 및 목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5ㆍ18기념ㆍ전시관이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가
지고 개관되었으나, 변별성 없이 전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추진
- 5ㆍ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을 복원-기억-전달
-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개괄하여 민주정신의 재발견
-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화합과 연대를 모색
- 5ㆍ18기념사업, 연구출판, 사회적 필요사업을 계획/추진하기 위한 방
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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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각 기념ㆍ전시관별 특성에 맞게 기능 강화 및 재배치 추진
- 기념ㆍ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개선방안
· 기념ㆍ전시관 기능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등 여론 수렴
· 각 기념ㆍ전시관별 프로그램 및 전시 운영의 방향성은 관점별 분
석을 통해 광주지역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프로그램을 제안
· 5ㆍ18민주화운동 온라인 전시회 사이트 개발 및 전국 순회전 개최
·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 개발 및 이야기 구성ㆍ제공
· 기념ㆍ전시관ㆍ웹사이트를 통한 개인행동 서약 프로그램 운영
5. 옛 국군광주병원 및 505보안부대 활용방안(가안)
◦ 활용의 기본방향
- 5ㆍ18역사성과 현장성을 살리는 역사 보존과 가치 확산의 관점
- 5ㆍ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의 비전과 연계
- 도시와 주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도시재생의 관점
- 공간의공유와 기능의 다원화로 활용성 제고
- 시민참여형 공간 활용 방안 구상
◦ 사업대상 현황
〔옛 국군광주병원과 옛 505보안부대 개요〕
구분

옛 국군광주병원

옛 505보안부대

위치

서구 화정동 325

서구 쌍촌동 993-1

규모

토지 94,095㎡(28,463평)/7필지
건물 복지회관 등 36동

토지 32,911㎡(9,956평)/18필지
건물 관사 등 13동

2007년 5월

2005년 11월

5ㆍ18사적지 23호(’98.1.12)

5ㆍ18사적지 26호(’07.6.27)

이전시기
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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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이용 계획

<국군광주병원 옛터 토지이용계획>

<505보안부대 옛터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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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활용 프로그램 구성

- 5ㆍ18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
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간 예)
치유시설, 요양시설
- 5ㆍ18기념사업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한 기
억과 휴식의 공간
예)시민의 녹색 휴식공원

- 5ㆍ18 기억공동체의 확대와 5ㆍ18의 미래
지속성의 강화를 위한 미래세대 어린
이, 청소년과 공감하는 공간
예)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 역사교육
의장

- 국군광주병원 옛터 활용 프로그램
· 국가폭력치유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치유시설 확보
· 치유의 숲으로 주변 노후 주거 밀집지역 내 도시생태적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공원 조성
·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공간 프로그램 제공
· 국가폭력치유시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 개발
- 505보안부대 옛터 활용 프로그램
· 5ㆍ18역사체험 창의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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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국군광주병원 본관 건물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성을 위해
전체 영역을 통합 리모델링함이 타당하나, 사업비 부담에 따라 단
계적 개발방식으로 추진
-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의 동시 통합정비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을 감안하여 2단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 추진

이와같이 수립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추진 주체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기본으로 연차별ㆍ단계별 추진계
획을 수립ㆍ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단ㆍ중ㆍ장기사업으로 분류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변화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사업 등은 분석ㆍ검토 후 추진 가능여부를 결정 및
변경하여 시행계획에 수정 반영해 중점 추진과제가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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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역사왜곡대책 추진
2016년도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비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ㆍ18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근거, 5ㆍ18기념식은 5ㆍ18유공자 등과 협의 개최, 5ㆍ18민
주화운동 왜곡 시 형사벌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이 발의(박지원 의원외, 김동철 의원외, 이개
호 의원외) 되어 2017년 9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3
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5ㆍ18특별법처리 등 6개항에 대하여 야권공
조 원내대표 합의문(‘16.9.5)을 발표하였으며, 광주시는 ‘5ㆍ18민주화운동특별
법 개정을 위해 국민여론 형성, 국회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5ㆍ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 법안 비교
※ 발의 법안 비교

☞ 제20대 국회 법사위 장기 계류 중

1. 박지원 의원
· 5ㆍ18기념식을 5ㆍ18민주유공자 등과 협의
·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 5ㆍ18민주화운동 비방ㆍ왜곡, 날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
2. 김동철 의원
·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 5ㆍ18민주화운동 부인ㆍ왜곡ㆍ날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이개호 의원
· 기념사업 및 기념식을 5ㆍ18민주유공자 등과 협의
·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5ㆍ18민주화운동 비방ㆍ왜곡ㆍ날조 또는 관련자ㆍ단체 모욕 및 악의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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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을 위한 추진현황
◦ 제37주년

5ㆍ18기념식 대통령 참석 및‘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 ’17.5.18.
◦ 5ㆍ18정신 헌법수록ㆍ5ㆍ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ㆍ5ㆍ18왜곡행위 처벌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국회 협조 건의서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 : ’17.8.18.
◦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 방문활동
: ’17.9.12~9.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2차)
: ’17.9.20.
◦ 헌법전문 수록, 특별법 개정 여론조성을 위한 5ㆍ18사진전 국회 개최
: ’17.10.16.~20.
◦ 국회의원실 방문(최경환 등 8명) 홍보활동 추진
: ’17.10.26
◦ 특별법 개정 반대논리(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응 외국사례 발굴 : ’17.11.3
◦ 국회의원실 방문(권성동 등 22명) 특별법 개정 협조 및 외국사례 전달
: ’17.11.7
◦ 국회의원실 방문(김진태 등 13명 방문) 특별법 개정 협조 및 동향파악
: ’17.11.27
◦ 국민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소책자 등) 배부
: ’17. 12.~

5ㆍ18역사왜곡 대책 추진으로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역
사왜곡에 대처 및 5ㆍ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ㆍ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
강화를 위해 ‘5ㆍ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광주ㆍ전남지역 338개 시민사회단
체가 참여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 2017년 7
월 30일 확대ㆍ재편하여 활동하고 있다.
일부 극우 인사 및 언론, 인터넷 상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
한 폭동으로 왜곡하거나 5ㆍ18 희생자를 희화화하고 지역 비하를 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ㆍ18법률자문관의 검토를 거쳐 적
극적으로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및 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전두환이 12ㆍ12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을 전면
부인하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폭력진압에 대한 부인 및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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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헬기사격 목격 증언자 故조비오 신부와 故피터슨 목
사에 대한 명예훼손, 북한군 개입 등을 포함한 회고록을 출판ㆍ배포함에 따
라 40건의 허위 사실을 특정해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의 법적 대응을
추진하였다.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희생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에 대한 법적대응은 다음과 같다.

□ 전두환 회고록 법적대응 내역
◦ 추진사항
- 전두환 회고록 소송준비 법률 대응단 구성
-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죄 광주지방검찰청 고소장 제출
- 회고록 역사왜곡 고소장 광주지방법원 제출(1차)
- 출판ㆍ배포 금지 명령 결정
- 회고록 1권 문제가 된 33곳 삭제 후 재출간
- 2차 소송준비, 법률 대응단 회의
-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고소장 접수

:
:
:
:
:
:
:

’17.
’17.
’17.
’17.
’17.
’17.
’17.

4.
4. 27.
6. 12.
8. 4.
10. 13
10. ~ 11.
12. 7

◦ 전두환 민·형사 재판 현황
피고

죄목

사자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진행상황
- 광주지방검찰청 고소 (’17.4.22.)

광주지법 신청 (’17.6.12.)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광주지법 본안소송 (’17.6.28.)
배포금지 가처분 1차 배포금지 가처분 1차 광주지법 가처분 인용(’17.8.4.)
광주지법 손해배상 신청 ‘
( 17.6.28.)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2차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 광주지법 신청(’17.12.7.)
배포금지가처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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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논객에 대한 법적대응 추진사항
피고

지○○

죄목
정평위 출판물에 대
한 명예훼손 고소

진행상황
- 광주지검 고소(’15.8.31)
- 서울중앙지검 이송(‘15.11.18)
-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
( 16.4.21.)
-

지○○
주)뉴스타운

민사상 인격권 침해금
지 및 예방을 위한지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지법 가처분신청(’15.9.22)
가처분 인용 결정(‘15.9.25)
광주지법 본안소송(‘16.3.15.)
광주지법

지만원 가처분 이의 패소
‘
( 16.6.2.)
- 광주고법

지만원 (재)항고 기각
‘
( 17.9.5.)
- 대법원

지만원 재항고 - 계류중
- 광주지법

손해배상 승소 판결
‘
( 17.8.11.)
- 광주고법

지만원 항소

지○○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 (광수）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1차 고소 4명

- 광주지검

고소(‘15.10.20)
- 서울중앙지검

이송(‘15.11.18)
- 서울중앙지법

제1차 형사공판(‘16.5.19.)

지○○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 (광수）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2차 고소 7명

- 광주지검

고소(‘16.5.12)
-서울중앙지검 이송(‘16.7.5.)
-서울중앙지검 1차,2차 병합(‘17.1.4.)
- 제2차

형사공판(‘17.2.28.)
- 제3차

형사공판(‘17.4.20.)

지○○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 (광수）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3차 고소 3명

-

광주지검

고소(’16.12.7)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
( 17.7.12.)
제4차

형사공판(‘17.10.12.)
제5차

형사공판(‘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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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죄목

진행상황

지○○

5.18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 광주지법

가처분 신청 (’17.6.12.)
- 광주지법

본안소송 (’17.6.29.)
- 광주지법

가처분 인용 (’17.8.04.)

지○○
뉴스타운

서울역 집회에서 ‘5ㆍ
18당시 교도소는 북
한군이 습격(광주시장
증언)’이라는 허위사
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 게
시판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
로 고소

- 서울중앙지검에

고소(’17.6.26)
- 고소인

자격 검찰출석(’17.10.25) , 고소
대리인(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 변호사
참석)
- 불구속구공판 결정 통보 : 17.11.30

◦ 추진내역
- 5ㆍ18기념재단 및 단체의 규탄 성명서 발표

: ’15. 8.11

- 5ㆍ18기념재단 및 단체의 고양시 항의 방문

: ’15. 8.11

- 광주지역 시민단체(338개)가 참여하는 성명서 발표

: ’15. 9.10

- 새정연 광주시당 5ㆍ18관련 현안으로 건의

: ’15. 9.13

- 5ㆍ18재단 및 단체, 고양시의회 및 새누리당 2차 항의 방문

: ’15. 9.17

- 고양시호국보훈단체협의의 관대처분 협조요청

: ’15.10.15

- 김홍두 의원 단체 방문 및 사과 수용 요청

: ’15.10.15

- 사과 방문의사 수용 표명 및 사전 사과성명문 제시 요청

: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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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 사업개요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5ㆍ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
위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 생활지원금 월 10만원과 5ㆍ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
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
와 유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함이다.
생활지원금 지급근거는 2011년 7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
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지원연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지 급 액

조례
제·개정일

지 급 기 준

’11. 7. 1.

최저생계비기준 120% 이하

50/월

’12. 7. 10.

최저생계비기준 120% 이하

80/월

1,000

’14. 5. 1.

최저생계비기준 150% 이하

100/월

1,000

’15. 11. 1.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100/월

1,000

’17. 1. 1.

중위소득기준 100%이하

100/월

1,000

생활지원금

장제비

비고

우리시에서는 광주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1,993명(2017.10월 기준) 중
전출입 감안 월평균790명을 지원중이며 17년 생활지원금 사업비는 980백만원
이다. 반면 전남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5ㆍ18유공자와 유족으
로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30%이하 세대에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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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내용이며 현재 전남 5ㆍ18민주유공자 656명 중 월평균 270명 가량
이 지원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
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에 생활지원금을 지
급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생활지원금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중위소득
지급기준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100%)
※ 8인이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액 (8인가구: 7,863,411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 가구별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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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절차
소득ㆍ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자치구 사업담당팀

실거주 확인
(사실조사)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통지 및 지급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업담당팀

4.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2015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는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으로서 1980년 5월
역사적 현장이었던 옛 광주가톨릭센터에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개관ㆍ운영
하고 있다.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ㆍ18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하
며 5ㆍ18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해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서 시민과 소통하고 상징성과 독창성을 갖춘 역사적 시설로의 도약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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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카톨릭센터(19687)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15)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사업소 직제로 주요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추진연혁
○ 2011. 05. 25 5ㆍ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012. 09. 11 5ㆍ18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3. 10. 01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추진기획단 구성
○ 2014. 05. 13 기공식 개최
○ 2015. 05. 13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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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위

치 : 광주 동구 금남로 221(옛 광주가톨릭센터)

○ 규

모 : 대지 1,500.5㎡, 연면적 5,450.19㎡(지하1층, 지상 7층)

○ 총사업비 : 266억원(국비 125, 시비 141)
○ 층별 공간구성 : (대주제) 「오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층 별
지하 1층

지상

공 간 구 성
소극장, 기계ㆍ전기실

1층

제1전시실(항쟁), 안내센터

2층

제2전시실(기록), 영상실(5ㆍ18 영상 관람)

3층

제3전시실(유산), 기획전시실, 3D영상실

4층

자료실

5층

수장고(세계기록유산 및 원본 기록물 수장), 자료정리실

6층

구술영상 스튜디오,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 사무실, 전산실

7층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 전시실 현황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상설전시실은 ‘오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이라는
대주제 아래 제1전시실(1층) ‘항쟁’ 제2전시실(2층) ‘기록’ 제3전시실(3층)
‘세계인권 기록유산’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제1전시실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사진과 영상, 음향 등
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한 공간으로서 방문객들이 그날의 참상을 간
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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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유품을 비롯해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등 다양한 실물모형과 정보검색
시스템으로 5ㆍ18기록물과 계승 기록물들을 연대기적으로 전시한 공간이다.
제3전시실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뿐 아니라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의 인
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인권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 1980년 당시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을 복원한 공간이 6층에 마련되
어 있으며, 3층 기획전시실(175.56㎡)에서는 5ㆍ18기록물을 통한 기획전시 개최
로 5ㆍ18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하는 장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층 별

상
설
전
시

구 성 내 용

제1전시실

민주화의 열망, 학살, 저항, 자치공동체, 대동세상, 죽음의 행
진, 역사적 결단, 새벽녘의 총소리, 미완의 항쟁, 유네스코 등
재과정 등

제2전시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독재의 몰락, 민주화의 봄, 학살만행
과 저항, 시민공동체, 5월 여성, 각종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
록물, 유품 등

제3전시실

세계기록유산 및 인권기록물, 수장고의 역할과 개방형 수장
고 내 각 기록물의 보관모습, 구술증언, 관람소감, 추모메시
지 공간 등

제1전시실 ‘항쟁’

제2전시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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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ㆍ순회 전시 개최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과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세계기록유산 콘텐츠를 활
용한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등을 통해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써 민
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 확산과 5ㆍ18민주화운동 및 인권도시 광주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6

기
획
전

전 시 명

주 요 내 용

진실의주인
2016.5.13. ~ 7. 31

-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의 과
정에서 진실규명 과정을 정리 제시하고, 이
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을 기록과 증
언, 자료를 다각화하여 전시

전시속의 작은 그룹전
2016. 9.2 ~ 11.6
※ 광주비엔날레 공동전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과
세계의 민주ㆍ인권ㆍ평화
2016.5.24.~6.8
순
회
전

※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
사업회 달빛교류전시

2016 민주ㆍ인권ㆍ평화 말
하기
2016.10.15. ~ 12.4
※ 부마민주항쟁아카이브
순회전시

- 2016년

광주비엔날레 작가 도라 가르시아의
‘녹두서점’ 작품전시와 관련된 5ㆍ18민주화
운동기록물 협조
- 광주비엔날레

최빛나 큐레이터 및 3명의 작
가의 전시 작품 전시 및 작품 제작에 관련
된 공간활용, 기록물 협조.
-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 전시
- 기록관

소장 세계기록유산 기록물(복본) 전
시(18개국)
- 님을

위한 행진곡’관련 영상, ‘5ㆍ18민주화
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영상
등
- 민주
 ㆍ인권ㆍ평화 관련 18개국 세계기록유산
주요사진, 기록유산 복본,
-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 복본 및 주요 사진
콘텐츠
- 15ㆍ16년 기획전시 콘텐츠(주요사진,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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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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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
획
전
시

순
회
전
시

특
별
전
시

전 시 명

주 요 내 용

발포 - 기억해야 할 것들
에 대한 기록
2017.05.12. ~ 05.31.

- 전일빌딩

탄흔, 광주은행 유리창 등 5.18항
쟁시기 ‘발포'와 관련된 기록물 전시

우리들의 이야기
- 광주이야기
2017.06.10 ~ 10.10

- 6월항쟁

30주년 기념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공동전시
- 1987년

광주지역 6월항쟁 관련 기록물 및
사진 전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과 세
계의 민주ㆍ인권ㆍ평화
2017.09.1. ~ 10.10.
※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 기록관

소장 세계기록유산 기록물(복본)
전시(18개국)
- 나주지역 5ㆍ18사적지 항쟁일지
- 나주 출신 희생자 소개

Let`s Go!!(레츠~고!)
광주! - 광주로 갑시다!
2017.10.16. ~ 10.31.
※ 국회의원회관, 서울특별
시청

- 위르겐

힌츠페터 유품 및 촬영 영상ㆍ사진
전시
- 영화

택시운전사 소품(차량) 전시
- 5ㆍ18항쟁일지 및 세계기록유산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하는 시민 기억나눔전
2017.03.18. ~ 5.31.
故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기록田
2017.9.18. ~ 10.1.

-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시민기억전
- 광주시민상주모임 기록물 및 사진 전시
- 안산

416기억저장소 소장 희생자 사진
전시
-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전시회
- 백남기 농민의 생애 사진 및 기록물 전시
- 광주전남 추모연대 공동전시

기
획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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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 소장 기록물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활동과 그 이후 펼쳐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에서부터 시민들의 생산자료, 국회의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
록, 미국의 5ㆍ18관련 비밀 해제 문서까지 방대한 자료 등으로 5ㆍ18민주화운
동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인류문화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대한민국 현대
사를 밝혀 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5ㆍ18 기록물 기증운동과 더불어 5ㆍ18관련 및 인권 기록물의 소장처를 파
악하여 국내외 기록물 수집활동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물 복본제작,
도록집 발간, 구술조사ㆍ연구사업 등 기록물 재편찬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기 록 물 현 황
(2017. 12. 31현재)

구 분

제1수장고
(문서-사본)

제2수장고
제3수장고
(지류/유품 등 원본자료) (예술작품/박물)

영점수장고
(필름/사진/시청각자료)

자료수량

10,808

10,067

67

17,561

수장면적

98.7㎡

90.4㎡

114.3㎡

20.9㎡

【소장 주요 기록물 현황】
▲ 등재기록물 : 9개 주제 기록물 4,271권, 858,904쪽
▲ 등재 소장자료 : 3,801점(성명서ㆍ선언문 15건 46페이지, 일기ㆍ취재수첩 6점 8
권, 사진 및 필름 자료 3,750점, 병원치료기록 30점(권))
▲ 소장유품 : 5종류 292점(섬유류 148, 피혁류 23, 금속류 72, 플라스틱류 32,
기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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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태일지

병원치료기록

성명서

주소연‘5월일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장 자료현황
구

분

내

용

계

수 량
3,801

성명서 및 선언문

성명서 및 선언문 등(46페이지)

15건

일기 및 취재수첩

시민들이 생산한 일기 및 취재수첩(8권)

6건

사진(필름) 자료

사진, 필름 자료
(흑백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3,750점

병원 치료기록

1980년 당시 병원 치료기록
(12,766매 전남대 병원 등/전라남도 도청)

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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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품 현황
유 형 별

수 량

계
소계

품

수
집
품

부

내

역

5종류 292점
5종류 221점
11종 127점

의류 60, 양말 35, 태극기 18, 보자기 7, 기타
7(손수건, 복대, 마스크, 대님, 실가닥, 천끈,
붉은색 천(십자모양))

피혁류

10종 14점

구두 1, 샌들 1, 지갑 1, 비닐 2, 나일론실뭉
치 1, 고무장갑 포장지 1, 알사탕봉지 1, 사탕
껍질 4, 정부미 포대 1, 검정고무줄 1

금속류

7종 52점

총알파편 20, 동전 17, 시계 9, 메스 1, 메달
1, 버클 2, 못 2

플라
스틱류

11종 19점

볼펜 1, 만년필 2, 노트커버 1, 단추 7, 라이
터 1, 칫솔 1, 빗 1, 립크림 1, 신분증 2, 성
경책커버 1, 병역수첩 커버 1

기타

6종 9점

소계

5종류 71점

섬유류

유

세

염주 1, 얼금이체 1, 안경알 1, 머리카락 4,
목관조각 1, 인쇄물 1

의류 8, 양말 2, 넥타이 2, 복대 1, 붕대 2,
수통집 1, 탄창케이스 1, 어깨띠 1, 런닝셔츠
1('10.1.14기증), 태극기 1('11.1 기증), 양복상의
1('12.5.1 기증)

섬유류

10종 21점

피혁류

4종 9점

전투화 1, 권총집 1, 고무신 2, 완장 5

금속류

7종 20점

수저 1, 요리칼 2, 메달 4, 십자가목걸이 1,
수통 1, 종 1, 하모니카 1, 실탄 탄두
9(2011.1 기증)

플라
스틱류

4종 13점

식판 7, 칫솔 4, 빗 1, 샴푸통 1

기타

6종 8점

석고 1, 진압봉 1, 물품현황판 1, 병 1, 총탄
유리창 3,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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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5ㆍ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
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5ㆍ18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비등재 자
료, 국내ㆍ외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등에 관한 문서, 도서, 대장,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유품, 문화예술품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와 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
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기록물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분류”

란 수집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관리기준을 준용하거나 자체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등록”이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관리기준이나 자체기준에 따라 분
류하여 서면 및 DB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존처리”

란 부패ㆍ변형 등의 훼손을 방지하여 기록물을 영구보전하
기 위해 약품 등을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수장”

이란 수집, 분류, 등록된 기록물중 영구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전시”란 수집된 기록물이나 임대한 기록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9. “DB구축”이란 기록물을 인터넷 등에서 열람과 시청이 가능하도록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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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제작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열람”이란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 “대출”이란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을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기
록관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12. “사용료”란 기록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록물을 복사ㆍ프린트ㆍ대출
할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13. “시설”이란 대여가 가능한 교육실, 체험장, 회의실, 세미나실을 말
한다.

제2장 기록관 관리 및 운영
제3조(전시실 및 수장고 설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와 유품 등을 보존
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실과 수장고를 둔다.
제4조(이용시간) 기록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기록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관장이 자료의 정리, 기록물ㆍ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시설물의 사용 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
까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
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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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기록물을 대출이나 복제 받고자 하는 사
람은 「광주광역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9조 및 「광주광
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3. 국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또는 5ㆍ18기념재단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
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장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제10조(기록물의 수집) 기록물은 자체 발굴,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의 방법
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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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록물의 수집대상) 기록물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
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국내ㆍ외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2. 국내ㆍ외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 관련 자료
제12조(수장고 관리) 수장품 및 수장고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련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관을 지정한다.
2.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장고의 출입은 관리관 또는 담당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출입할 때에도 2명 이상 함께 출입해야
한다.
4.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장과 관리관
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ㆍ사
용한다.
5.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은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현황을 작성하
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구입) 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 소액의
자료는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기록물을 대출이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록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기록물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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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문위원회
제15조(위원회설치)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
록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록물 발굴ㆍ수집ㆍ보존
2. 기록물 관련 교육ㆍ연구ㆍ활용
3. 기록물 관련 국ㆍ내외 교류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
한다.
1. 기록관리 및 보존 전문가
2. 5ㆍ18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 5ㆍ18민주화운동 또는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관련업무 소관 실ㆍ국장, 관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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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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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민주화운동교육관
□ 사업개요
5ㆍ18교육관 건립사업은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24주년 5ㆍ18민주
화운동기념식 참석 후 기념관 건립 및 민주ㆍ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약속한 사항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5ㆍ18
정신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한 연수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사업추진 주체인 5ㆍ18재단이 실시한 『5ㆍ18자유공원 활성화 용역』에서
5ㆍ18자유공원 내 연수관 건립 방안 제시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서구
상무평화로 13(치평동) 자유관 앞 부지에 건립키로 하여 2007년 6월 건축설
계공모를 통하여 그해 10월 공모당선자와 교육관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
다.
2008년 국비 20억원을 확보 추진하던 중 “2008년 4월 5ㆍ18교육관 건립사
업비를 5ㆍ18기념재단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령상 무상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다”라
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건립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공부를 재단
으로부터 이관하였다.
2008년 4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취득 사전 심의 의결과 공유재산관
리계획 반영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한 후 교육관 사업추진 중 5ㆍ18구속부
상자회(5ㆍ18기동타격대 동지회)에서 자유공원내 건립을 반대하여 5ㆍ18교육관
건립 추진이 중지되었으며, 2009년 6월 계획변경에 따른 5월단체 동의와 함
께 5ㆍ18교육관 부지변경 방침결정(자유공원 앞→양묘장부지)하여 당초 50억
원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 신축예정이나 일부사업비(’08년도 20억원)만 확
보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1ㆍ2차 사업을 분리 추진하였다. (※ ’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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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시 국비20억원 반납 예정으로 건립추진)
2009년 7월 행정안전부에 5ㆍ18교육관 건립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市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의회 심의 의결하여 그해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
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당초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하여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여 12월에 1차 공사 착공 후 2010년 7
월 공사 준공하고 2010년 5월 5ㆍ18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5ㆍ18교육관 2차 증축공사는 2010년 5월 추가사업비 지원요청(국비40억원)
하여 2011년 30억원이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 제2컨벤션
센터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5ㆍ18관련단체의 반대로 설계용역이 중지되
어 2012년 5월말 용역을 완료하여 2012년 8월 공사착공 후 2013년 5월 증축
공사를 준공하였다.
5ㆍ18교육관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월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
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을 결정하고 2013년 11월 1일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시설이용료를 정하고, 위탁기간, 위탁사용
료, 관리감독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가 적격 단체로 선
정되어 2014. 4. 1. ~ 2017. 3. 31.까지 운영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위ㆍ수탁 재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민간위탁개요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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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요】
◦ 사업기간 : 2017. 4. 1. ~ 2020. 3. 31.(3년간)
◦ 수 탁 자 : (사)5ㆍ18구속부상자회(대표 양희승)
◦ 조직/인원
- 조 직 : 관장, 사무국장, 4팀(행정, 회계, 교육, 시설ㆍ관리팀)
- 인 원 : 9명(관리 6, 청소 2, 경비 1)
◦ 위탁시설 :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 주요사업 : 5ㆍ18민주화운동 교육ㆍ홍보, 시설 유지관리 등
◦ 민간위탁금
- ’17년 민간위탁금 : 315백만원

【시설 현황】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대지면적 3,465㎡, 연면적 2,973.33㎡)
◦위
치 : 서구 치평동 1161-7(양묘장 부지 14,199㎡)
◦ 주요시설 : 사무실, 강의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숙박시설(71명) 등
◦ 총사업비 : 국비 50억원
- 1차 공사(20억원) : 지하1층, 지상2층(사무실, 강의실, 정보검색실 등)
- 2차 공사(30억원) : 지상2층(식당),지상3ㆍ4층(연수ㆍ숙박시설 등)

◦ 공간구성
구 분

면적(㎡)

세부 시설

계

2,973.33

지하1층

198

지상1층

688.17

체력단련실, 휴게실, 사무실, 강사실, 대형강의실,
샤워실

지상2층

694.97

음악실, 정보검색실, 중형강의실, 세미나실(4개),

지상3층

511.11

기숙사 2인실(13개), 세탁실, 휴게실, 야외휴게데크

지상4층

701.08

기숙사 2인실(7개), 5인실(5개), 아파트 형(2개), 휴게실

기계실, 전기실, 통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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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실 현황
구 분

시설명

계

개소

숙박인원

27개

73명

2층

식당

1개

3층

2인실

13개

26명

2인실

7개

14명

5인실

5개

25명

아파트 형

2개

8명

4층

◦ 전경사진

224

비 고

주방, 창고

세탁실, 취사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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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5·18 시설

1. 5·18민주공원 조성사업
본 사업은 5ㆍ18 사적지 제1호 민주화 운동의 산실인 전남대학교 정문 주
변에 민주공원을 확장ㆍ조성하여 5ㆍ18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며 광주정신의
구현과 시민 자긍심 형성에 기여하며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후속세
대에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진배경은 캠퍼스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공원 역할과 도시경관 향상,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역사
와 상징성을 기념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16년도 3월에 전남대학교에서 5ㆍ18민주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
작으로 2016년 10월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 5ㆍ18민주공원 조성 사업 공
동추진 협약을 맺어 2017년 2월 사업을 준공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5ㆍ18소공원 정비와 공원확장 조성으로 바람의
정원 조성, 사색의 길 포장, 조형물 제작 설치, 민주공원 조명 재정비 등이
있다.
2016년 3월부터 전남대학교 자부담(2억5천원)으로 5ㆍ18 소공원 정비를 시
작으로 시비(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2월 5ㆍ18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
여 대학공원의 역할과 도시경관 향상,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제공, 한국 민
주화운동(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을 기념하고 광주정신의 구현과 시민 자
긍심 형성에 기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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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광주교도소가 2015년 10월 북구 삼각
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하는 광주교도소 부지는 5ㆍ18사적지로 지정되어
5ㆍ18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주요 격전지이자 시민에 대한 모진 고문이 자행
된 역사적 장소로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교도소 부지에 역사체험ㆍ교
육ㆍ교류 등 복합적인 시민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민주ㆍ인권ㆍ정의 가치를 확산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용역을 2014년 2월말에 완료하였다.
기본계획수립 내용은 인권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상징적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향후 광
주인권도시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 조성사
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5ㆍ18정신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가진 민주화의 성지로서 광주의 정통성
을 강화하고 민주ㆍ인권도시로서의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로 확산, 민주ㆍ인
권ㆍ평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민주ㆍ인권도시 광주의 특성을 담아내고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국제
적 시설물을 건립,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지역브랜드에 걸맞은 장소적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다.
계획중인 주요 도입시설물은 광주, 국내,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인권정보의 수ㆍ발신을 기초로 인권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ㆍ증진방안을 강구
하기 위한 인권교류센터와 5ㆍ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각지의 인권관련 사
례를 정리, 분석 및 결과물 생산으로 학문으로서의 인권의 가치제고 등을
연계한 인권교육훈련센터,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내국인에게 다양한 인권
관련 테마를 제공하면서 도심지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권평화기
념공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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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ㆍ인권기념파크조성 사업부지로 활용할 옛)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는 역사성,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 원형보존하고 이모 든 사업을 과거사 업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 하므로써 사업비 전액 국비
는 물론 민주ㆍ인권기념파크가 조성된 이후 국가가 운영하므로서 인건비, 유
지관리비 등 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민주 인권 평
화가 결합된 교육, 연구, 체험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에 개관한 국립 아사아문화전당과 더불어 이곳이 광주의 문화발전소
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3. 5·18사적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 유적, 사적, 사적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유적’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여졌던 곳과 각종 건축물 등을
일컫는다면, ‘사적’은 ‘역사상 중대한 시설 또는 그 자취 가운데 정부나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의미함. ‘사적지’는 ‘사적이 남아 있는 장
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사적지 지정은 현장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며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 사적지의 설치 배경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유적과 사료들을 보존하여 후세에 계승함으로서 역
사성을 드높이고 민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유적지의 문화재적 가치
를 부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에서 1997년 『5ㆍ18관련
유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 조사ㆍ설계』 계획 수립하였으며 이 보고
서에 근거하여 1999년 시내 24개소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25개 표지석과 안
내판 1개를 설치함. 그 해 12월 10일에 사적지 설치 완공식을 거행했으며,
전남대학교 정문에 5ㆍ18소공원을 조성함. 또한 2004년에 5ㆍ18구묘지에 5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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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을 조성되었다.
사적지 추가 지정 여론을 수렴하여 2005년, 2009년, 2013년, 2017년에 남동
성당과 505보안부대 옛터, 들불야학 옛터, 전일빌딩,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을 사적지로 추가 지정하고, 각 각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29개소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 사적지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사적지와 표지석은 수 년 동안 조례와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관리ㆍ운용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6월 30일에 「광주광역시 5ㆍ18사
적지 보존ㆍ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의거
“사적지 보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적지 보존위원회”의 기능은 2014년
부터 “5ㆍ18기념사업위원회”로 대체되어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
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등을 하고 있다.

□ 사적지 정비 및 보수
5월 민중항쟁의 정신 계승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사적지(표지석 등)를 정비
하고 있으며, 5.18단체에서 사적지 순찰원 2명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등 5ㆍ18사적지(29개소) 정비, 사적지 추가 발굴시 표지석 설치 및 사적지유
물(건물) 보존을 위한 가시설 및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ㆍ18진원지인 5ㆍ18사적지
제1호인 전남대학교 정문에 5ㆍ18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23호
인 국군광주병원에 2017년 5월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
경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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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사적지 및 지정사유
사 적 지 위 치

지

정

사

1. 전남대학교 정문

· 5ㆍ18진원지

2. 광주역 광장

· 5ㆍ20 밤 계엄군과의 격전지

유

3. 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 시민과 계엄군의 수차례 격전지
일대
4. 금 남 로

· 시민군 격전지, 최초 연좌시위

5. 도청과

5ㆍ18민주광장
5-1. 도청

· 시민군본부 및 최후 항전지

5-2. 5ㆍ18민주광장

· 주 시위장소

5-3. 상

· 당시 희생자의 시신안치소

무 관

5-4. 광주YMCA

· 시민군에 총기사용 훈련시킨 곳

6. 광주YWCA 옛터

· 시민군의 작전회의장소

7. 광주MBC 옛터

· 5ㆍ20 밤 5ㆍ18왜곡보도에 대한 반발로 방화

8. 녹두서점 옛터

· 항쟁대책 논의장소
· 궐기대회준비 및 현수막, 화염병 제작 장소

9. 전남대학교병원

· 5ㆍ18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곳
· 병원옥상에 시민군이 경기관총을 설치 저항한 곳

10. 광주기독병원

· 5ㆍ18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곳

11. 구 광주적십자병원

· 5ㆍ18부상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곳

12. 조선대학교

· 5ㆍ17 밤 계엄군이 주둔하였고 시민 중간
연행지

13. 배고픈다리 일대

· 시민군의 모범적인 지역방위를 했던 곳
· 22일 자정 계엄군과 30분간 총격전을 벌였던 곳

14.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

· 5ㆍ21 계엄군이 도로를 통과하는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17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당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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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 지 위 치

지

정

사

유

15. 광목간 양민 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 5ㆍ24 저수지에서 목욕하는 아이들을 조준사살한 곳
· 인근 송암동 도로변에서 계엄군간 오인사격 사망
다수

16. 농성광장 격전지

· 5ㆍ22 이곳에 장애물을 쌓아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한 곳
· 5ㆍ26 시민대표들이 계엄군의 진입에 죽음의
행진으로 저지한 곳

17. 상무대 옛터

·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 분소가 있던 곳으로
계엄군 지휘관회의와 수습위원간 협상을 벌인 곳

18. 무등경기장 정문

· 5ㆍ20 운전기사 차량시위 출발지

19. 양동시장

· 시장상인들이

시민군들에게 주먹밥 등 물품을 제공
했던 곳

20. 광주공원광장
- 시민군 편성지

·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훈련을 실시했던 곳

21. 5ㆍ18최초발포지

· 5ㆍ19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최초 발포하여
시민이 사살 또는 부상당했던 곳

22. 광주교도소

·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격전지, 시민고문 수용장소

23. 국군광주병원

· 5ㆍ18당시 부상환자를 강제 치료하고 수용조사 하였
던곳

24. 5ㆍ18구묘지

· 5ㆍ18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묻혔던 곳

25. 남동성당

· 5ㆍ18당시 민주인사들의 수습대책 논의장소

26. 505보안부대 옛터

· 5ㆍ18당시 민주인사들을 연행ㆍ고문한 장소

27. 들불야학 옛터

· 5ㆍ18당시 투사회보 제작한 장소

28. 전일빌딩

· 5ㆍ18당시 계엄군의 헬기발포 총탄흔적 발견 등의
역사적인 장소

29.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 5ㆍ18당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를
진행했던 장소
· 5ㆍ18당시 구속자 석방 논의, 관련문건 작성 등을
했던 역사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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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

5·18 보상

5ㆍ18보상은 신속ㆍ공정한 관련자 보상을 통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한 근거법률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이 1990. 8. 6.법률 제4266호로 제정ㆍ공
포됨으로써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정식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
었다.
물론 보상법 제정 이전에도 관련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명목 등으로 일부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5월 관련단체ㆍ시민 등 피해당사자들은
그러한 비공식적인 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가해 당사자로서 공권력의 주
체인 국가에 의한 정식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며, 마침내 정부에서
보상법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보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보상법 관계 규정에 의거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 장
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과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차(’90년) 관련 피해자로 인정된
2,219명에게 142,17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보상신청 기간이 단기간이었던 관계로 미처 보상 신청을 하지 못
한 피해자가 많다며 5ㆍ18관련단체 등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함
에 따라 1993. 5. 29. 정부는 보상법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으로 2차 추가보
상을 실시하였는바, 여기에서 관련 피해자로 추가 인정된 1,832명에게 38,771
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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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장기 해외거주자, 국외출장자, 타지역 거주자들 중에는 추가보상
사실을 알지 못해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많다는 등의 민원이 쇄도하
여 정부에서는 1997. 12. 17. 보상법을 개정하여 1998.1.1. ~ 1.31.까지 3차 추
가보상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심사 결과 재신청자를 포함한 464명이 관련
피해자로 인정되어 27,45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
례 법률 개정과 함께 보상이 실시되었다.
한편 2007년 7월 24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5ㆍ18민주화 운
동기간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 구금ㆍ연행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
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12월 30
일 보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5년 제7차 추가보상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심사 결과 284
명이 관련 피해자로 인정되어 5,661백만원의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을 완료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현황
(기준/단위 : 2018.5.31/명, 백만원)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

연도별

계

신청

9,227

2,693

2,788

837

868

527

1,008

506

인정

5,801

2,219

1,832

464

473

109

420

284

보상금 250,872

142,171

38,771

27,455

18,571

4,826

13,417

5,661

※ 실 보상인원 : 4,891명, 5ㆍ18민주유공자 보훈처 등록건수 : 4,400명
※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 현황은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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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5·18진실규명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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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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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실규명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추진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세 차례(1998년 청문회, 1995년 검찰조사, 2007년 과
거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
지지 않았다.
공군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전일빌딩 헬기사격 진상 등 밝혀지지 않은
5ㆍ18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을 위해 2017.2.
5ㆍ18진실규명지원단이 출범하였다. 이에 5ㆍ18헬기사격 종합보고서 등 5ㆍ18기
초자료를 수집하여 국회나 국방부 등에 제공하는 등 5ㆍ18진상규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
월 단체, 전남대 5ㆍ18연구소, 민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4월부터 총 5회에 거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특별법』이 발의되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범위 등을 둘
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시와 5ㆍ18단체 등의 특별법 제정을 위
한 국회 설득,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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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실규명지원단 현판식(’17.2.6)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17.11.27)

□ 참고사항
◦ 전일빌딩 헬기 탄흔관련 조사의뢰(市 →>국과수)

: ’16.8/’17.2

◦ 전일빌딩 헬기 탄흔관련 조사(4차례, 7일간)

: ’16.9~’17.3

◦ 5ㆍ18 진실규명 지원단 출범

: ’17.2.6

◦ 전일빌딩 총탄흔적 국과수 조사결과 종합 설명회

: ’17.4.19

◦ 5ㆍ18진실규명 제1기 연구조사팀 구성 및 운영

: ’17.4.~6.

◦ 전일빌딩 5ㆍ18헬기사격 종합보고서 책자 발간

: ’17.6.12

◦ 5ㆍ18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국회 국방위)

: ’17. 8.~10.

◦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 특별조사 지시(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 ’17.8.22.
◦ 대통령 국방부 특별조사 지시관련 광주시 입장마련 긴급협의

: ’17.8.24

◦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 추천관련 시민단체 협의

: ’17.8.30

◦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및 조사요원 대상자 추천

: ’17.9.2

◦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개시

: ’17.9.11~

◦ 국방부와 업무공조, 우리시 기초자료 제공 등 특별조사 지원

: ’17.9.11~

◦ 국방부 특조위 위원 전일빌딩 헬기사격 현장 등 방문안내 및 설명
: ’17.9.13
◦ 헬기사격 등 공개 제보 접수내역 국방부 통보(8건)

: ’17.10.11

◦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관련 대국민 홍보책자 발간 및 국회홍보

: ’17.11.24

◦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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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017 제37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ㆍ18정신
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5ㆍ18헌정사적 의미와 헌
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5ㆍ18의 역사를 더 이상 왜곡ㆍ폄훼하지 못하도록
정통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사항
◦ 5ㆍ18국정과제 실행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국회 홍보활동
◦ 5ㆍ18헌법전문수록 등 여론 조성을 위한 5ㆍ18사진전 국회 개최
◦ 5ㆍ18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국민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정책세미나(’17.11.30)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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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7.10.
: ’17.11.30.
: ’17.12.

2016-2017

광주광역시 인권백서
인

쇄

일

2018년 12월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인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발

행

처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행정동 2층)

전

화

062) 613-2064

팩

스

062) 613-2069

디자인·인쇄

썬개발(주) ☎062)22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