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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와
풀뿌리 민주주의 증진

김 중 섭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1



인권도시 만들기

• 인권 기반의 지역 공동체 만들기

- 구성원의 존엄과 안녕복리 보장

->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정

• 생활 방식, 가치, 규범, 관습, 사회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 인권 문화와 제도화 확산하기

• 인권을 지방 행정의 중심에 두기

(인권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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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인권의 지역화

• 인권 보호 증진은 지방 사무의 핵심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안전 안심의 일상생활

- 폭력, 차별, 두려움 없는 사회

=> 국민/주민의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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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증진을 위한 공치(公治, 共治), 협치(協治)

•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

- 지자체 집행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주민, 

당사자, 전문가 등

• 인권단체, 시민단체와의 소통

• 주민/당사자 존중

인권거버넌스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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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 근거

-> 인권조례 제정과 시행

② 구성원 참여 조직체의 결성

-> 인권위원회 구성과 권한 확대

③ 지자체의 행정 지원

-> 인권전담부서 설치 운용

인권거버넌스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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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광역 지자체 17곳 모두 제정, 

– 기초 지자체 226개 가운데 107곳(47%) 제정. 

• 기초 지자체 현황

- 광주시, 울산시, 충남은 모든 기초 지자체 제정

- 경북 : 23개 가운데 3곳(13%)

- 충북 : 11개 가운데 1곳(9%)

• 도시 지역 활발, 농촌 지역 저조

• 지자체간 실행 수준 격차 심각
6

인권조례 제정 현황 (2021년 4월 현재)



지자체 인권위원회 설치 현황

7

• 광역 지자체 17곳 모두 (100%), 

• 기초 지자체 226개 가운데 40곳(17.6%)

* 기초 지자체 격차 상황

- 광주시 5곳 모두 설치

- 경남, 경북 전무



지자체 인권위원회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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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거버넌스 디딤돌 역할 기대

- 참여 통로 : 구성(15인 안팎, 각계각층 대변)

- 기회 : 회기(년 1-2회 정기회, 임시회)

- 정책 반영 :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정책/
사업

- 권한 : 심의/자문



풀뿌리 민주주의와 인권

❖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의 상호 보완

•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

•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 보장 체제 구축

• 지역 사회의 인권 규범과 가치 확산

-> 인권도시 만들기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권 행정 촉구

• 참여와 감시 – 지자체,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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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인증제 도입 필요

• 지역 간 격차 줄이기 필요

• 지역(지자체, 시민사회)의 연대 강화

• 국가 차원의 발전 유도 필요

-> 국가 기관(중앙)정부의 인증제 시행

• 인권 정책 수립과 실행 유도

• 국민/주민의 인권 존중 행정 서비스 강화

• 낮은 수준의 실행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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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인증제 기준(예시)

• 인권조례 제정과 시행

•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 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용

• 인권전담부서(전문기관) 설치 운용

• 인권 교육의 지속적 시행

(계획 수립, 상설 과정)

❖ 정기적 심사, 점진적 조건 강화
11



사람답게사는세상,

그출발은인권보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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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인권 도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1. 서론

   2015년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열고 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근대 역사 속에서 중요한 변화
를 거쳐 개념이 정립되었고,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를 소개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
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개념적 문제와 이로 인한 혼란, 단순히 실현가능성 없는 제안
에 불과한 한계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1).
   하지만 지구환경과 인류사회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논의는 
계속되었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잇는 다음 목표가 SDGs로 바뀌게 된다.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작업반(Working Group)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
룹의 제안과 논의가 계속되었다. 비록 SDGs의 외형은 체계와 위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형태를 
보이지만, 선진국에서 최빈국까지, 거대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범위에 걸친 형태로 의견이 수렴되
어 목표가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SDGs는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통의 원칙과 약
속, 새로운 의제의 장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No one will be 
left behind.)"는 문구가 SDGs의 서문에 4차례 등장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또한 ‘공통의 원칙과 
약속’, ‘새로운 의제’를 설명하면서 SDGs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등에 기반을 두고, 이와 관
련된 문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위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다양한 정책을 보거나 최근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L-SDGs)에서 인권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면 
부족함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민사회 활동이나 거버넌스 현장에서 인
권과 SDGs를 상호 연계하는 사고나 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세계인권도시포럼 속에서 논의해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SDGs와 주요 
인권협약의 연계를 파악하고, 인권 관점으로 광주의 인권지표와 광주 SDGs를 분석한다2). 그리고 

1) 이홍균(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한국 사회학, pp. 807-831; 이홍균(2000), 지
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환경 사회학적 비판, 현상과 인식, pp. 191-211.

2)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그동안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몇 
차례 보고서와 포럼 등의 과정 속에 나타난 결과를 일부 정리해 글로 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 연구에 가장 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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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에서 SDGs를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천운동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정책과 
활동 속에서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본다.

공통의 원칙과 약속
10.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5년 세계정상회담 결과(2005 World Summit Outcom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과 같은 기타 문서들을 참조하였다.

새로운 의제
19.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 국제법과 관련된 기타 국제문서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
생, 장애 또는 기타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
호 증진할 모든 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등장과 과정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변화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영어의 'sustainable'의 의미를 중심으로 볼 때, 지탱
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서 ‘발전’의 영어는 ‘development’이고, 이 단어는 
감추어져 있거나 쌓여있던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 드러나거나 풀리는 것을 말한다. 즉, 잠재적인 가
능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3).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 빈곤
구제에 중점을 두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단순한 성장만을 염두해 두고, 단기적으로 자연자원을 파
괴하지 않는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해석이 가능해 진다.
   이 용어는 1987년에 발표된 브룬트란트(Brundtland)위원회(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 WCED))의 <우리 공
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
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
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세계
적인 확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이윤극대화 우선의 경제성장이 인류 문명의 사회 및 환경적 균형을 파

를 해 주신 ‘박차옥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3) 일부에서는 development의 어원적 의미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라’라는 의미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다’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개발’보다 ‘발전’이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전진희, 국제법상 발전권 개념의 재정립,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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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인도의 경제학자이면서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경
제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성장은 경제발전 과정의 한 가지 측면이다. 경제성장이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에 
불과하지만,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은 GDP의 증가 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과 합리성의 증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사실 1960년대 이후 환경파괴가 크게 부각되면서 인류는 생존에 위협을 느꼈고,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에서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서 선언문과 함께 27조의 원칙 및 행동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을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
(IUCN: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세계
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지원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이 동등하게 필요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

<그림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출처 : 김병완 외(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대영문화사,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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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그
리고 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의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
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 때 논의된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은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0년 후인 2002년 8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요하네스
버그 선언문(정치적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행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4).
   이러한 논의가 확대 발전하고 국제사회가 2000년부터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될 
시점부터 단순히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담을 수 
있는 개발 목표를 고민하게 되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회의에서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하고, 17개의 새로운 목표 또는 글로벌 우선순위인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를 도출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1995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지방정부 의제21(지방의제21)’ 이행을 약속하고,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민관 협치기구
(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사례는 2002년 유엔이 주최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
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한국 지방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2000), 국무총리 소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008)했으나, 이후 환
경부 장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2010)되면서 제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활동이 ‘환경’
분야로 국한되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등장과 주요내용

   국내의 상황과 달리 국제사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9월 SDGs를 채택한다. ‘누구도 배
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를 대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나 

4) 이 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생태계 서비스의 상품화와 거래에 기반을 둔 ‘녹색경제’를 제의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라는 정상회의의 최종 선언문을 일절 거부하여, 21세기의 중요한 도전과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를 유
발한 시장 중심의 사고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 (참고, 월드워치연구소 엮음, 2014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
버넌스, 이종욱·황의방·정석인 역, 환경재단 도요새, p. 168.)



- 5 -

국제기구의 정책 수립과 이행 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특히, 여성, 장애인, 이주민, 미래세대, 노인 등 사회 취약그룹의 목소리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SDGs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구성과 연관되었다. 참여는 인권 기
반 데이터 접근법(이하 HRBAD)의 핵심이며, 통계에 대한 신뢰 유지뿐만 아니라 HRBAD의 모든 
구성요소가 실현되는데 기여하였다(유엔 Human Rights, 2019).

   또한 전통적인 개발 패러다임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변혁을 
강조하고,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역(por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로 
구분한다. 특히, UN SDGs의 서문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을 근간으로 인류의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3. 유엔의 인권 규범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5)

1) 유엔인권협약과 대한민국 비준 협약

   2019년 기준, 유엔인권협약은 총 9개 협약 및 8개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

5) 본 장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협의를 통해 진행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지속가능발전
과 인권, 2019.”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구분 <의제21>(1992) <2030의제>(2015)
국제법적 

위상
정치적 선언, 합의문
(구속력 없음, 도의적)

정치적 선언, 합의문
(구속력 없음, 도의적)

최고
의사결정기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유엔 총회(4년), 고위급정치포럼(HLPF/매년)

담당실무조직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논의주기 10년 유엔총회(4년), 고위급정치포럼(HLPF/매년)

이행수단 없음

•유엔사무총장 SDGs이행현황 보고서(매년)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4년)
•자발적 국가보고서(최소 2회)
•자발적 이해관계자 보고서(유엔 홈피 게재)

참여체계 유엔 등록 NGOs 제한
정부간 회의 참관만 가능

유엔 비등록 NGOs 참여가능
정부간 회의 발언 가능

출처: 윤경효, ‘거버넌스 측면의 유엔 SDGs 시사점과 국내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인천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 2019.06.26

[표 1] 의제21과 UN SDGs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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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의 의무가 없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 도덕적인 선언과 달리,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끝에, 1966년 유엔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써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로 불리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0년 이 두 조약에 가입,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지고 있다.
   특정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으며, 4개 협약은 A・B규약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요(core)인권
협약으로 불리고 있다. 이 협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을 규정하는 
5개 선택 의정서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개 선택의정서가 마련되었으며, <장
애인권리협략>,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이 채택되어 이주노동자, 강제실종자, 장애인
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마련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유
엔 회원국으로서 9대 인권협약 중 7개 협약, 6개 선택의정서에 가입했으며, 가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협약명 가입서
/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CPR)

1990. 4. 10 1990. 7.10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 4. 10 1990. 7.10
-제2선택의정서[사형제폐지] 미가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90. 4. 10 1990. 7.10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1978.12. 5 1979. 1. 4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4.12.27 1985. 1.26

선택의정서 2006.10.18 2007. 1.18

[표 2]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협약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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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SDGs와 대한민국 비준 7개 협약의 연계 현황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유엔인권선언과 9대 인권협약을 포
함한 79개 인권협약과 SDGs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 및 지
역 인권 기준(32개), 국제 노동 표준(37개), 주요 환경 규약(10개)의 연계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덴
마크인권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7개 협약과 UN SDGs와 연계성을 살펴
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6). 

6) SDGs와 국제인권기준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dg.humanrights.dk (최근 접속일:2021.05.09)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1995. 1. 9 1995. 2. 8

-선택의정서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1991.11.20 1991.12.20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 9.24 2004.10.24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2004. 9.24 2004.10.24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2008.12.11 2009. 1.10

-선택의정서 미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ICRMW)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ICPPED)

미가입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의 내용을 “한국지속가능발전
센터,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2019.”에서 재구성

구분 연계된
세부목표(개) 연계 비율(%)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61 3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33 79
인종차별철폐협약 32 19
여성차별철폐협약 61 36
고문방지협약 2 1
아동권리협약 53 31
장애인권리협약 75 44

[표 3] 대한민국 비준 인권협약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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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이 169개 세부목표 중 133개 세부목표와 연계, 7대 협약 중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다. 위 협약 중 가장 많이 세부목표와 연계된 사회권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를 취한다.

   반면, 가장 적은 비율로 연계된 협약은 <고문방지협약>으로, 연계되어 있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6.2]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고문, 학대, 착취, 매매 근절
   [16.10]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성 및 기본적 자유 보호
   그리고 총 169개 세부목표 중 14%는 7대 인권협약과 연계되지 않는다. 

   7대 인권협약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떠한 협약과도 연계되지 
않은 세부목표는 총 23개로 169개 세부목표 중 14%를 차지한다. 각 목표의 세부목표 중 연계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7대 인권협약과 연계되지 않다. 

   [목표12] 소비생산 : 총 11개 세부목표 중 36%인 4개 목표
   [목표15] 육상생태계 : 총 12개 세부목표 중 33%인 4개 목표
   
   인권협약과 연계되지 않은 세부목표는 주로 지속가능발전 단어를 포함하거나,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계 등 환경 관련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권협약이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미연계세부목표수

/목표별 총 세부목표수)
인권협약과 연계되지 않는 세부목표 

1. 빈곤퇴치(0/7) -
2. 식량농업(1/8) 2.5 2030년까지 종자, 재배식물, 가축 및 야생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3. 보건의료(0/13) -
4. 교육(0/10) -
5. 성평등(0/9) -

6. 물/위생(1/8)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및 
복원

[표 4] 7대 인권협약과 각 목표별 미 연계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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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연계세부목표수

/목표별 총 세부목표수)
인권협약과 연계되지 않는 세부목표 

7. 에너지(2/5)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

대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8. 
경제/노동(2/12)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9.
산업인프라(1/8)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
준으로 증가(최빈국의 경우 2배로 증가)

10. 
불평등(1/10)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
벽 제거

11.
도시(1/10)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
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2.
소비생산(4/11)

12.1 선진국 주도하에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6 기업들이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기업활동을 이행 하도

록 권고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개발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3.
기후변화(1/5)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4.
해양생태계(2/10)

14.5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 하고 국가 및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
식에 따라 최소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존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5. 
육상생태계(4/12)

15.7 보호대상 동식물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
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응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 유입예방과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 종을 통제하거
나 퇴치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감소 전략에 통합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기회 추구 역량 증대를 통해 보호종의 밀렵과 밀
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제적 지원강화

16. 
평화/제도(1/12)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흐름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 조직범죄 대응

17. 
파트너십(2/19)

17.14 지속가능개발 관련 정책일관성 강화
17.17 경험축적 및 전략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

트너십 권장 및 촉진
총 23개 세부목표 미 연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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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과 주요 인권협약

1) 광주 SDGs 2030과 주요 인권협약과의 연계성

   2018년 광주광역시는 유엔 SDGs와 동일하게 17개 목표에 따라 66개 세부목표, 104개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광주 SDGS)를 발표했다. 광주지속가능발전의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총 182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 은행(pool)은 활용단위인 광역, 도시, 농촌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활용단위가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공통지표는 총 140개이다. 
   이중 세부목표의 48%, 7대 인권협약 중 1개 이상 협약과 연계하고 있다. 광주 SDGs는 장애인
권리협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아동권리협약 ＞ 시민적·정치
적 권리규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순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민방지협약과 연계되는 
세부목표는 없었다.

구분
협약별 연계된 세부목표 현황

개수 비율(%)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9 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20 16
인종차별철폐협약 7 11
여성차별철폐협약 15 23
고문방지협약 - -
아동권리협약 13 20
장애인권리협약 24 36

[표 5] 대한민국 비준 7대 인권협약과 광주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정도

   한편, 세부목표 34개(52%), 어떠한 인권협약과 연계 없었다. 총 66개 세부목표 중 7대 인권협약 
중 어떠한 협약과도 연계가 없는 세부목표는 총 34개로 전체 세부목표의 52%를 차지했다. 총 17개 
목표 중 6개 목표가 7대 인권협약과 연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2. 지역농산물 이용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목표7.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목표9. 미래첨단 산업의 육성과 발전]
   [목표13. 탄소중립과 대기 자원 지속 가능성]
   [목표14.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목표15. 토지 및 녹지생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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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연계 세부목표 수/ 총 세부목표 

수)
세부목표

2. 지역농산물 이용과 안전한 먹거
리 공급(4/4)

2.1. 지역농산물이용을 촉진한다.
2.2.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
2.3. 도시농업을 촉진하여 공유농업을 활성화한다.

2.4.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갖춘다.

4.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시민역량 
강화(1/3) 4.3. 지속가능발전 교육기반을 구축한다.

6.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2/3)
6.2. 폐쇄형 수자원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6.3. 맑은 광주의 하천을 구현한다.

7.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2/2)
7.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7.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8.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속가능
한 성장(3/4) 

8.1. 지역소득을 향상 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다. 
8.2. 명품강소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8.3.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립을 지원한다.

9. 미래첨단
산업의 육성과 발전(4/4)

9.1.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한다.
9.2. 에너지산업 밸리를 조성하여 산업을 발전시킨다.
9.3. 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광산업 발전을 고도화한다.
9.4. 문화콘텐츠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10. 모든 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통
한 공동체 회복(1/4) 10.1. 자치구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11.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재생(2/6)

11.4.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 공간을 혁신한다.
11.6.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12. 자원순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4/5)

12.2. 음식폐기물 발생을 줄인다.
12.3. 재활용 재사용을 활성화한다.
12.4. 지속가능한 생산 및 경영을 확대한다.
12.5. 녹색생활 녹색소비를 활성화한다.

13. 탄소중립과 대기 자원 지속 
가능성(3/3)

13.1. 도시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3.2.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13.3. 재난예방 및 적응역량을 강화한다.

14.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2/2)

14.1. 영산강 수계의 오염예방을 통해 남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14.2. 영산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통합유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15. 토지 및 녹지생태 
지속가능성(3/3)

15.1. 토양 및 농지의 친환경성을 강화한다.
15.2. 녹지 생태다양성을 확대한다.
15.3. 무등산 연계 권역내 생물다양성을 확대한다.

16.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혁신도시(2/5)

16.3.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16.4.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17. 민주인권평화의 거버넌스 토대 
마련(1/4) 17.4 소통을 통한 조직내·조직간 갈등해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미연계 세부목표 34개(52%)

[표 6] 인권협약과 연계 없는 세부목표



- 12 -

2) 광주 SDGs 2030 지표의 분리통계 현황 

   광주 SDGs 이행전략 수립원칙 중 분리통계는 ‘지표 설정원칙의 구성요소’로 명기되어 있으며(광
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 2018) 지표 은행(pool)의 공통지표에 <성별분리통계(건
수)>가 포함되어 있다.    현 지표에는 노인(3), 여성(10), 장애인(4), 결혼이주여성(1), 아동(3)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평등을 위한 지표가 [목표5. 여성의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환경 마
련]외 [목표10. 모든 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목표10] 
<10.4.1>). 반면, 다른 분리통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며, 성별분리통계는 [목표5. 여성의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환경]과 [목표10. 모든 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분리통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 17개 목표 중 데이터 세분화가 불가능한 세부목표로 구성
된 8개 목표 중 7개 목표는 환경분야이며,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목표가 해당된다.
   해당 목표는 [목표6. 수자원이 지속가능성 확보], [목표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목표9. 미래
첨단사업 육성과 발전], [목표11.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재생], [목표12. 자원순환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13. 탄소중립과 대기자원 지속가능성], [목표14. 영산강 자연성 회복
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토지 및 녹지생태 지속가능성], [목표17. 민주인권평화의 거버
넌스 토대 마련]이 해당된다.
   전체 지표 중 성, 연령, 장애, 소득수준별 모두 분리통계가 가능한 지표는 없으나, 4가지 측면에
서 세분화가 필요한 지표는 전체 지표 중 21.2%인 22개이다.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소득수준별 

현재 분리통계 수(비율) 10
(9.6%)

6
(5.8%)

3
(2.9%)

3
(2.9%)

추가 분리통계 필요 지표 수 23 23 29 20

분리통계 불가능한 지표 수(비율) 71
(68.3%)

75
(72.1%)

72
(69.2%)

81
(77.9%)

자표 합계 104 104 104 104

[표 7] 광주 SDGs 분리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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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광주 SDGs는 주요 인권협약의 각 조항과 연계되어 있으나, 
세부목표별로 인권협약과 연계정도나 인권협약별 세부목표와 연계정도 상이하다. 이는 지역적 특성, 
지역의 주요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통적으로 사회 ＞ 경제 ＞ 환경분야 순으로 
연계성이 낮고, 이는 인권협약의 특성과 연관된다.
   인권협약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최초 협약 발효 시기에는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분야는 별도 협약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이 둘을 불리해서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지구환경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인권을 어떻게 연계해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의 미래의 향방도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지표의 분리통계 현황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장애유무, 소득수준
별 비율은 각기 상이하다. 그러나 K-SDGs와 광주 SDGs의 분리통계 현황은 4개 기준(성별, 연령, 
장애유무, 소득수준별) 모두 10% 이하이다. 특히 장애, 이주 등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표 보강이 필요하다. 물론 SDGs는 글로벌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중요하므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지속
가능발전목표와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인권지표와 광주 SDG에 관한 연구7)에서 들어나듯이, UPR(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
권상황 정례 검토 제도) 최종 권고를 기준으로 광주 인권 지표 검토 연구 결과, 제3기 UPR 권고안
과 광주인권지표, 광주SDGs의 연계 비율은 30% 미만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SDGs를 작성한 서울, 충남, 수원, 당진, 담양, 광명 등의 지역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주인권지표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반대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충분
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및 산업에 대한 지표가 없는 점은 보
완되어야할 문제이다. 특히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광주인권지표 발굴과 인권지표와 광주 SDGs 
연계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이 필요히다.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두 프레임워크의 상호보완적 융합을 위해서는, 지표 간 상호 연계 거버넌
스 구축과 실무적으로 기관 및 부처 간 통합 이행체계가 필요하다. 인권 기반 SDGs 이행를 위한 
국가 단위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역성(locality)’, ‘지역화 프로세스(도시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방에서 SDGs를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인권적 가치를 매개로 활동하
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인권과 SDGs를 연계하는 정책적인 부분 외에도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당장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인권적 관점에
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합의, 참여체계 등의 변화에는 그다지 큰 노력을 다하지 못한

7)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인권 기반 광주광역시 SDGs 이행점검 체계 구축방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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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실천운동이 주로 도구적 수단이나 물리적 부분에 치중되어, 정작 중요한 인권을 정책과 실
천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날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방에서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 운동에 대해 각 
부문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실천운동 영역의 변화가 보여진
다. 서울, 충남, 경남, 광주 등의 각 지역의 SDGs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 전주
의 버스노선 시민 디자이너 원탁회의, 광주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참여 워크숍 등의 
사례는 참여의 방식이 포함돼 진행된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SDGs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SDGs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의 가치를 고려한 운동을 지속해야 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상
호 정보 공유, 인권 운동에의 참여,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지방의제21 추진지구)는 위원과 참여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
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관심의 제고, 지자체 인권계획 이행을 위한 인권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인권을 기반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명 SDG는 그 기반을 인권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기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중요한 숙제이다. 왜냐하면 SDGs의 이행이 인
류사회의 중요한 목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자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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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도시 사례 

유근종 (광주광역시 인권정책담당) 

 

【민주화의 도시에서 인권의 도시로】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를 위해 싸워온 도시. 특히 폭압적 국가폭력에 맞선‘5·

18민주화운동 ’ (1980년)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최일선에서 지켜낸 도시.  

광주 인권도시는 도시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깨달은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 더욱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광주의 인권 역사와 인권도시의 경험을 세계의 모

든 도시와 지역이 함께 나누어 인류가 인권의 틀에서 연대하고 공동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공헌하기 위함.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는 민주,인권. 광주는 옹달샘, 시냇물을 만들어 대한민국과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음. 

 

【인권의 제도화】 

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0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함. 조례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인권교육 체계 구축,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인권도시 광



주헌장, 국제협력강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권영향평가 등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광주시의 책무를 명시함. 

광주의 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촉발시켜 

현재 17개 모든 시‧도가 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2. 광주인권헌장 

2012년 5월 21일 선포된‘광주인권헌장’은 인권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의 구

성원들이 지켜야 할 인권적 규범을 담고 있음. 광주인권헌장은 1년여에 걸쳐 일반시민, 

NGO 활동가, 학자,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등 40여 

차례 회의와 1,300여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

성,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 

광주인권헌장을 통해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안됨으로써 행정과 제도 내에 인권의 

주류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었고, 광주시의 각종 정책은 광주인권헌장에 근거

를 두고 입안, 시행되고 있음. 

 

3. 인권지표 

100대 인권지표를 2012년 5월에 광주인권헌장과 함께 발표. 인권지표는 광주인권헌장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광주의 인권수준을 측정

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임. 

인권지표는 5대 18장으로 구성된 인권헌장을 토대로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되

어 있고 현재 73개의 인권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4. 인권옴부즈맨 

인권옴부즈맨은 상임인권옴부즈맨(1명)과 비상임인권옴부즈맨(6명)으로 구성. 광주시 

관계기관 즉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는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공사, 

공단과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기관, 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

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담, 조사, 구제(개선권고)를 담당하고 있음(2013년~). 

 

6.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제는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와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시민의 

권리(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쳐서 시민의 권

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인권영향평가 실시(2018년). 시민 이

용이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건

축에 인권의 개념을 반영함(빛고을 안전체험관, 하남시립도서관, 장애인 수련시설)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인권복지시설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증진 협력】 

1.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인권 거버넌

스를 운영. 인권증진시민위원은 시의회·시민사회단체·인권단체·인권 관련 국가기관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와 인권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그 중 당연직 1명(2012년~). 

 

2. 인권정책 연석회의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전남연구원, 인

권단체 등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인권정책 연석회의’는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

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인권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

하는 등 지역 인권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함(2012년~). 

 

3.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단체가 협력하여 국내외 인권전

문가 및 분야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권의 흐름과 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학의 

공동학습과 소통의 공간으로‘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운영(2011년~). 

 

4.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지역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며 인권침해에 대한 예

방적 역할을 함.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우리의 일상은 좀 더 인

권 친화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인권실현은 앞당겨질 것임. 

수요인권강좌를 통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광주시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인권

역량을 키워 인권 친화적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음. 2012년부터 매년 20회기 공무원 인

권교육 실시. 시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민주시민대학: 2019년부터 삶 속에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2021년 11개 사업). 

 

5. 인권단체 협력사업 

2012년부터 시민참여에 기반한 인권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2021년 12개단체). 

 

6. 인권마을 만들기 

2013년부터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공간인‘마을’에서 시민들 스스로 인권문제를 발

견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인권마을 만들기’사업 진행

(2021년 20개 마을). 

 

7. 세계인권도시포럼 

2011년부터 매년 국내외 인권도시 정책 관계자, 국제기구·단체, 인권전문가, 인권활동

가 등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포럼에서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역과 도시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공동의 실천과제를 논의.  

 

8.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지난 3월 11일에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시, 5·18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미

얀마 광주연대’를 발족. 광주 거주 미얀마인 간담회(3.21.), 광주 종교계 대표 간담회



를 가짐(3.22.). 

간담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었음. 세계인권도시포

럼을 공동주최하며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등에

게 화상회의를 제안해서 화상회의를 가짐(4.6.).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미얀마 국민에 대

한 국가폭력을 멈추고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에 국내 광역17개 시도와 해외4

개 도시가 참여함(5.3). 

 

9. 인권행정 

행정이란 국가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행정조직이 행하는 활동이며‘인권에 기반을 둔 행

정’은 행정의 최고목적을 주권자인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에 두고, 행정의 전 과정을 인

권에 지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인권행정, 인권은 국가의 최고 가치로 국가는 인권을 보

장할 의무를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