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忠南大學校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Chungnam Law Review
Vol. 26, No. 1 APR. 2015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30)

[ 목 차 ]

Ⅰ.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

인권위

Ⅱ. 정부위원회와 지자체위원회

Ⅲ. 지자체인권위의 현황과 검토

Ⅳ. 사례연구: 서울특별시 인권위

원회

Ⅴ. 나아가며

Ⅰ.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인권위1)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주

￭투고일자 : 2015.3.20.  심사일자 : 2015.4.6.  게재확정일자 : 2015.4.24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1303-0266
  이 논문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주최, 2014.11.7.); 강
원권 인권제도 구축 및 이행방향 모색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청 2014.7.4.); 제3
차 지방정부와 인권 세미나 (한국인권재단 주최, 2014.4.29.)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임. 본문 중 IV의 사례연구는 필자가 지난 3년간 ‘서울시 시민권리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인권전문가회의’ 위원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
험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다른 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쳤으나, 논문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
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위원들, 특히 문경란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1) 이 장은 주로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 
제43권, 2014, 48-53면을 요약한 것이며, 편의상 개별적인 인용표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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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그 이행을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에 집

중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내 지방 단위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인

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방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2) 이러한 흐름은 주로‘도시와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 등의 표제들로 논의되어 왔는데,3) 
국제인권규범의 국가별 이행이라는 위로부터의 과제를 넘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권이 논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현대인들의 실질적인 삶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인권의 문제를 도시 단위에서 제기하는 것은 

외국인/이주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이었다.4)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이행 책

무가 부각되었고,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의 인권 의제들이 활발하게 제

시되기 시작했다.5) 

2) 대표적으로는 K. de Feyter et al. (eds),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특히 이 책에 실린 K. De Feyter & S. Parmentier, 
“Introduction: reconsidering human rights from below”와 G. O. Aguilar,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a methodological approach” 참조

3) 이하 도시권에 대해서는,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인권도시운동에 대해서는 
강현수, 인권 도시 만들기, 그물코, 2014 참조.

4) 강현수, “도시연구에서 권리담론의 의미와 과제”,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
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20면.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
적 모색: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컬-도시로”, 민주주의와 인권 , 
제13권 제1호, 2013, 148면 이하;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Rule: 
Decentralisation and Human Rights (2002), 21-22면; 강현수, “도시연구에서 권리담론의 의
미와 과제”,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67면 참조.

5)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위의 글;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E. Friis- 
Hansen & H. M. Kyed,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and Human Rights: A Review of 
Approaches for Strengthening Voice and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ance.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2009; N. Thede, “Decentraliz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A Human Rights‐based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Democratic Reforms on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for People-Centered Development, 
10-1, 2009, 110-113면; 김중섭, “지역공동체와 인권: 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 현
상과 인식 , 제30권 제4호, 2006, 135-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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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도시라는 공동의 작품에 대한 ‘도시거주자의 권리’에 주

목한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le droit à lq ville)론6)이 배경이 되었고, 세계 각국의 인권연구자, 인
권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당국 등이 ‘도시와 인권’이라는 의제에 주

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이는 2000년 ‘도시에서의 인권보

장을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 2005년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계 헌장’(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헤비타트

(UN-HABITAT)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2011년 ‘도시에서 인권

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등의 국제기준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도,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006), ‘멕시코시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Mexico City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2010),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6 인권과 

책임 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일본이

나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13년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지방 인권의 의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중요한 징표였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7) 2000년대 후반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8)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

6) H. Lefebvre, Writings on Cities, ed. by E. Kofman and E. Lebas, Oxford: Blackwell, 1996;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 대해서는 C. Butler, 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 Abingdon: Routledge-Cavendish, 2012, 특히 6장; 강현수, “‘도
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
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40-50면 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연구
수행기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2011, 19, 25-26면; 송기춘, “지방자치와 인권보장: 전라
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 제18권 제3호, 2012, 192-194면 참조.

8) 아래에서는 ‘인권기본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
적인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인권조례’라고 통칭하도록 하겠다. 이러
한 인권조례 외에도 장애인, 이주민,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소수자인권에 관련한 조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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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9) 인권조례는 1) 인권 근거규범의 확인, 2) 지
자체의 인권책무 확인, 3)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인권위원회 설치 등), 4) 
인권의 제도화(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5) 인권침해 사

건의 조사․구제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뼈대를 규정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인천

과 제주를 제외한 15곳, 기초자치단체 227곳 중 55곳에 인권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0)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성과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조례

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나 예산조차 확보하지 있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 이러한 법

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인
권도시나 인권조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실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

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든 인권조례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지자체

인권위는 지자체 인권행정의 제도적 핵심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몇몇 지

자체에서 인권행정이 자리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정부위원회나 다른 지자체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지자체인권위의 특성

을 규명하고 (Ⅱ), 지자체인권위의 현황과 과제를 쟁점별로 하나하나 검

도 제정되어 있다. 인권조례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제2장; 홍
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 제
12권 제3호, 2012, 310-311면;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법
학논집(이화여대) 제18권 제2호, 2014, 99-101면 참조.

9) 이와 관련해서는 이발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 제19권 제4호, 2013, 160-167면 참조.

10)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 
검색시스템(http://www.elis.go.kr)의 검색을 통해 계산된 것이다.

11) 현재 인권도시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앞의 글, 2012, 328면 이하; 양해
림 외,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강현수, “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도시 만들기”, 조명래 외,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아카데미, 2013, 307-340면; 미류, “‘인권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간과 사회 , 제39권, 2012, 161-1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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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Ⅲ).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사례를 통

해, 지자체인권위의 의의와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Ⅱ. 정부위원회와 지자체인권위의 비교 ․ 분석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이하 “지자체인권

위”)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없지만, ‘중앙정부 위원회’(이하 “정부위

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이하 “지자체위원회”)에 대한 몇몇 연구

들이 참고가 될 만하다. 특히 민주화와 시민참여적 거버넌스가 중시되었

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

될 정도로 많은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고,12)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문제에 천착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정부위원회와 지자체

위원회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거의 유사하며, 지자체인권위는 지자체위

원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위원회에 대한 기존 연구 

역시 지자체인권위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위원회의 종류

정부위원회의 정의는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
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

하여 행정위원회 설치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
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

12) 2010년 기준으로 정부의 행정위원회는 40개, 자문위원회는 391개가 있다고 한다. 김동련,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 제52집, 2011, 43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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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뜻한

다.13) 정부위원회는 권한, 기능, 구성, 지위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

능한데,14) 이 중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권한’과 ‘구성’에 따른 분류다. 

(1) 정부위원회의 분류

1) 권한에 따른 분류

정부위원회를 권한에 따라 분류하면,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결위

원회로 구분된다.15) ‘행정위원회’는 행정청이면서 위원회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산하

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집행권한도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만, 합의제로 운영함으로써 독립성, 중립성

을 확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16)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의 설립요건으로 1) 업무 내용의 전문성, 2) 
업무 성질상 신중한 절차의 필요성, 3) 기존 행정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성, 4) 업무의 계속성․상시성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행정위원회에

13)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
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 합의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다양한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김정해․조성한, “정부위원회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 제17권 제2호, 2007, 176-178면; 김명환․강제상, “정부위
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사회과학연구 , 제35권 제1호, 2009, 1-26면; 
나채준,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홍익법학 , 제14권 제
4호, 2013, 347-352면; 이종수 외,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29-50면 참조.

15) 김동련, 앞의 논문, 429-430면.
16) ‘독립행정기관’이라는 표현도 사용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

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모두 ‘위원회’형태를 띠고 있는 행정위원회라
고 할 수 있다. 독립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
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 제62권 제9호, 2013, 
5-52면;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3,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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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 제10조).17)

‘자문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를 뜻하

는데, 보통 심의․자문, 심의․조정, 평가,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위원회 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는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에

서는 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이외의 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의 경우 행정위

원회와는 달리, 업무의 독자성․계속성․상시성은 없지만, 업무의 전문

성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성 때문에 설치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나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 즉, 자문위원

회는 상임위원과 사무기구를 두지 않은 비상설기구로서, 기존 행정청 업

무 중 전문성과 신중성을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결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청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안

에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위

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의
결, 결정, 재결, 심판, 심사 등의 권한이 있다.

2) 구성에 따른 분류

위원회를 그 인적 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당파와 이익을 초월하여 민

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초당파위원회’ 또는 ‘민간전문가위원회’, 각 부처 

고위공직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조정위원회’, 시민대표성을 갖는 ‘시
민위원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18) 초당파위원회는 보통 의회, 행정부, 
법원이 위원 임명권을 분담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위원

회가 구성되고,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행정부가 전문가를 임명하여 구성되

며, 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 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

17) 일종의 행정위원회로서, ‘독립규제위원회’라는 분류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독립성
을 가지고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
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호정, 
“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과 행정조직법정주의”, 외법논집 , 제27집, 2007, 505면 참조.

18) 김동련, 앞의 글, 429-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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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위주로 하되 관련 전문가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갖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된 경우도 있는

데,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초당파위원회에 해당하지만, 
민간전문가위원회의 성격과 시민위원회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2) 지자체인권위의 성격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르자면,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위원회

들은 대개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19) 지자체인권위 역시 인권조례

의 규정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자체인권

위는 지자체의 사무 중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신중성이 요청되는 의제

이기 때문에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의 독자성․상시성․계

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임위원이나 사무기구를 두고 있지

도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인권위는 조직 구성상 ‘민간전문가위원회’로 분

류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자체인권위

도 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인권위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여

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 등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위

원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해운대구의 인권위는 인권담당국장, 감사담당

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부산북구의 인

권위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도시국장

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러한 구성은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정책조정위원회의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시민 공개 모집으로 위원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성

북구, 경기수원시, 울산북구, 울산울주군, 경남사천시가 대표적인데, 이들 

지자체의 인권위에서는 시민위원회의 성격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19) 일례로, <행정기관위원회법>와 같은 취지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합의제기관으로 ‘자문위원회’의 형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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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의의와 기능

현대행정에서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전

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20) 특히 현대행

정에서는 복잡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공무원만

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용하

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민주화 또는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위원회는 의미가 있다.21)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

함으로써 행정청의 독단이나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며, 행정의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타협과 조정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22) 
이러한 위원회의 일반적인 의의와 기능은 지자체인권위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인권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

의 자문을 구하고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지

자체인권위이기 때문이다.

3. 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문제점도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어 왔다.23) 첫째, 행정청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위원회를 통한 결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둘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실제로 행정청이 

스스로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사안을 위원회에 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20) 이종수 외, 앞의 글, 19면.
21) 이종수 외, 앞의 글, 15-16면, 25-28면; 김동련, 앞의 글, 428-429면; 김호정, 앞의 글, 505- 

506면.
22) 이종수 외, 앞의 글, 18-19면.
23)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재정리했다. 김동련, 앞의 글, 429면; 김호정, 앞의 글, 506면, 이종

수 외, 앞의 글, 20-24면; 나채준, 앞의 논문, 355-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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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위원회가 시민/전문가 참여라는 본래 목적

과는 달리,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

는 통로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위원회 인적 구성 자체가 행정

청에 친화적인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 활동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에 벌어지는 일이다. 다섯째, 사무기구도 없는 비상임기구의 특성상 독

립성을 가지고 행정청을 통제하기 보다는 행정청의 의도대로 끌려다니

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위원들이 각자가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의 입

장만을 옹호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협의나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회제도 고유의 문제라면, 최근 한국 정부위원회제

도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적된 바 있다.24) 대표적으로는, 위원회 간 기

능 중복과 혼선, 기존 행정기관의 무력화, 국무회의 심의기능 와해, 견제 

장치 없는 독주와 월권, 위원회의 난립,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부
실한 운영, 편향된 위원 구성,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도구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자체인권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

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인권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그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세심하게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정부위원회에 관련해서 제

기되었던 문제들은 지자체인권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24)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재정리했다. 김상겸,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
학연구 , 제11권 제2호, 2005, 291-296면; 김정해․조성한, 앞의 글, 184-192, 197면. 김동
련, 앞의 글, 438-439면; 김호정, 앞의 글, 510면 이하; 이종수 외, 앞의 글, 85-12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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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자체인권위의 현황과 검토

1. 지자체인권위의 의의와 현황

인권조례를 통한 인권행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자체인권위’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는 - 그 구성과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 예외없이 지자체인권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25) 그 명칭은 

인권위원회(서울시, 서울성북구, 서울서대문구), 인권증진시민위원회(광
주), 인권증진위원회(경남), 인권옹호위원회(전북), 인권증진위원회(울산

북구), 인권위원회(울산동구), 시민인권위원회(광명) 등으로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그 위상과 기능은 대동소이하다. 각 지자체 인권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지자체인권위의 위상과 기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업무 :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주민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
- 조직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지자체 인권 담당 국장. 위원은 인권 전문가 중 지자체장이 위촉. 
소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 임기는 2년 ~ 3년이며, 연임 가능.

- 회의 개최 : 연 1회 ~ 4회

지자체인권위는 인권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인권에 대한 의견이나 자

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인권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 것이다. 지자체에는 인권위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0년 기준으로 

25) 하지만 지자체위원회 운영실적은 미미하다. 설치조차 하지 않은 곳도 허다하고, 설치는 
되었지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완욱, “인권 말하
기와 인권하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와 인권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
도 방향 모색 워크숍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13.10.23., 4-5면; 정영선, 앞의 글, 
2014, 101-1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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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개에 달하며,26) 서울시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3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의 일상생

활과 밀접한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지자체위원회는 주민참여의 기제로서의 성격이 강하

다.28) 
지자체인권위도 이러한 여타 지자체위원회들과 기본적인 성격은 대동

소이하며, 위에서 살펴본 정부위원회의 여러 가지 순기능과 문제점은 지

자체위원회에도 대체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인권위는 여타의 

자문위원회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다. 먼저, 일
부 위원회의 경우, 권고, 인권침해사건처리, 포괄적인 자료제출요구 권한

을 갖고 있어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와는 다소 이질적인 기능을 갖고 있

다.29)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동적인 심의․자문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장을 대상으로는 독자적인 권고를 채택할 수 있

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문위원회와는 다른 점이다. 또한 다루는 의제의 

내용도 다른 위원회들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들이 전체 행

정의 일부에 속하는 특정한 의제만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지자체인권위가 지자체가 나아가야할 기본적이고 총체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이라는 의제를 다룬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가 인

권주무부서인 법무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조례상 인권보장의 책무는 인권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지

자체의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에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공무원 ‘인권’교
육의 대상자가 관계 공무원이 아닌 모든 공무원인 이유도 그래서이다. 
지자체인권위는 이러한 의미의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할 

26) 한국행정학회, 앞의 보고서, 65면.
27) 김귀영,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 제23권 제2호, 2009, 206면.
28) 김귀영, 앞의 글, 199면, 박상민․김철․권성욱, “주민참여기제로서 위원회 연구: 관악구 

교통불편민원실무심의위원회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15권 제3호, 2003, 99-123면 참조.

29) 권고 권한을 일반적인 심의자문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권한이라고 해석하
는 김형완, “서울시 인권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자
료집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주최, 2014.11.7.,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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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며 특히 인권담당부서를 자문하는 기구로 그 

역할이 한정될 수 없다.30) 지자체인권위가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기도 한

다는 점도 특기할만 한데,31) 역시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독립기구 

또는 행정위원회로서의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인권위가 형식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외양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와 독립 행

정위원회의 중간 정도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32) 
다음에서 살펴볼 지자체인권위에 관한 쟁점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이중

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논란이기도 하다.

2. 지자체인권위에 관한 주요 쟁점

(1) 위원회의 업무

지자체인권위의 기본적인 업무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이다. 인권조례에는 심의․자문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
반적으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30) 실제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담당부서의 업무계획뿐만 아니라, 관
련된 모든 부서의 업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 
2017)>에는 총 73개의 인권사업이 담겨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인권담당부서(인권담당관)
에서 담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교통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디자인정책과, 하천관리
과, 주택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건의료정책
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노동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등 다양한 부서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다.

31) 예컨대, 서울시인권위는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독자적으로 기획한 바 있고, 2015년 3월 
19일에는 충청남도 인권위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32) 형식적인 조례상의 규정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양면성이 더욱 두드러진
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자체인권위의 위원들이 지자체인권위가 독립 행정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
정된다. 실제로 지자체인권위원들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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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심의․자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인
권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산구, 경기광명

시, 경기수원시), 인권 실천 과제 발굴 (전라북도),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것(서울성북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동작구, 광주북구, 경기광명

시),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서울성북구), 인권주민회의 활동에 관

한 사항(서울서대문구), 인권영향평가(광주, 서울성북구, 광주광산구, 광
주동구) 등이 대표적이다. 

1) 인권 관련 사안에 관한 심의․자문

어떤 위원회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그 존재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자문기구들은 행정당국이 제시한 의제에 대

해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도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심의 안건 자체를 지자체 담당부서가 정한다는 것이

다. 인권조례상 인권에 관련된 모든 법규․정책은 지자체인권위에서 심

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법규․정책 중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지자체 담당부서가 임의로 선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지자체인권위

가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는 사안만 선별하여 안건에 올리거나, 
반대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러한 류의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위원회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위원회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인권이라는 의제 자체가 한 지자체의 거의 모든 행정업무와 직간접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모든 자문위

원회들은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의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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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이다. 문제는 ‘인권 관련 

사안’은 인권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 있다는 것인데, 이
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오로지 인권담당부서의 소관 업무만이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부서들

이 굳이 지자체인권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그렇

다고 지자체인권위가 다른 부서의 업무도 심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

선다면 월권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지자체

인권위가 오로지 인권담당부서의 업무만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조례 자체에는 위원회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

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관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담당부서의 형식적 위상이 낮고 자치단체장이 인권문제에 관

한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위원회의 역할이 인권담당부서의 업무를 심의

하는 것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인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인권위에 

일단 보고되도록 하고, 그 중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는 위원회 스스

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좋은 참

고가 될 수 있다. 서울성북구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정책은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1) 공무원 자체 평가, 2) 외
부전문가 활용 조사․분석, 3)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회의안건이 자의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때 일부 인권조례의 경

우처럼, ‘의견제출 요청 권한’이 법제화되어 있으면 좀 더 용이할 수 있

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의 특성상 심의․자

문이 행정기구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의 당일 또는 

2-3일 전에 배포되는 회의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충실한 의견을 



108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당장 집행되어야 하는 사안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부
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도 이왕 준비된 것이니 적당히 보완해서 잘 해

보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지적된 사항이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만큼 회의가 자주 있고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져도 다음 회의에서 그 후속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되기 십상이다. 결국,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보다는 안건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

고, 따라서 지자체인권위의 활동은 ‘구조적으로’ 수동적, 소극적, 사후적

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

겠지만, 일단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비교적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33) 서너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로는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경남고성군처럼 정기회가 연 2회에 

불과하거나,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처럼 구청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가 열린다면 절대적인 회의 회수 자체가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 성북구 인권조례는 아예 매달 정기회

가 열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서울시 인권조례는 정기회를 연간 4회 

열도록 되어 있지만 임시회를 수시로 열어 사실상 매달 회의를 열고 있다. 

2) 지자체(장)에 대한 권고

몇몇 인권조례에는 지자체인권위의 권한으로 심의․자문 외에 ‘권고’
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시, 충북, 서울서대문구, 서울도봉구, 서울

동작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구달서구, 강원영월군 등의 인권조례에서 

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심의․자문과 권고는 실무상 쉽게 구분되

지 않지만, 규정상으로나 입법취지상 분명히 다른 기능이라고 봐야 한

다. 심의․자문이 회의에서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면, 권고는 지자체인권위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권고를 내리고 지자체

33) 홍성수, 앞의 글, 2012,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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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인권위의 권

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권고를 할 때는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통

해 외부에 알리기도 한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통상적인 ‘심의․자문’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에 그치지만, ‘권고’는 별도의 형식으로 공

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심의․자문이 지자체의 내부적

인 절차라고 한다면, 권고는 위원회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공개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지자체인권위가 지자체 행정당국과 독립적인 지위

를 갖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권고의 형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의

견을 모아 ‘권고’로 의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가 스스로 의제를 

정하고 논의하고 권고문을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이 그 취지에 더욱 부

합한다고 할 수 있다. 권고는 지자체와 대립하는 성격을 갖기 마련인데 

그 준비과정을 지자체 행정부서가 주도하는 것은 어색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부서가 행정지원 정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권고문 작성의 준비는 어디까지나 위원회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사무지원기구가 없는 비상임위원회인 지자체인권위가 이러한 

독자적인 권고안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다. ‘권고’는 지

자체인권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매우 유의미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

인권위들의 ‘권고’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봐

도 좋을 것이다.

3)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서울성북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동작구, 광주북구, 경기광명시 등의 인

권조례는 지자체인권위가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

다. 물론 여기서 사건처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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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과 구체적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판단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구속력 없는 결정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심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독

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을 심

의하는 것도 문제고, 비상임 위원회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충분히 심의하

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아직까지 인권침해사건을 본격적으로 다

루고 있는 지자체인권위는 없는 상태지만 앞으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권옴부즈맨 등)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자체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상임위원과 소속 사무지원기구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종류와 성격

지자체인권위는 보통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숫자는 13명 이내(전북 등)에서부터 20명 이내(광주)
까지 다양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당

연직 위원의 숫자이다.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분류에 따르자면, 위원

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이 직접 위원장을 하거나 민간인과 공동으로 위

원장을 맡는 ‘민관합동위원회’,34) 인권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1
명 내지 2명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원회’,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순수민

간위원회’35)로 구분될 수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34)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광주), 인권증진위원회(부산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부산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부산남구),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부산)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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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순수민간위원회가 바람직하지만, 행정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원활하

지 않아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장단점이 극명하다.36) 부산처럼 위원장을 행정부시

장이 맡고, 고위직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3명이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간위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독립적인 활동

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주처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과 민간

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37) 
민간위원들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직업 공무원들이 다

수인 위원회를 주도하기는 어렵다. 1년에 겨우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당일에 회의자료를 받아 읽고 의견을 내는 식으로는 ‘들러리’가 되

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인권위의 역할을 독립적인 지위에서의 자

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본다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한다면 일종의 ‘정책조정위

원회’의 성격에 가까워지는데, 이 때 업무추진의 효율성, 효과성의 측면

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분명하고 당연직 위

원인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더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절충적으로는, ‘지자체인권위’는 (순수)민간위원회로 구

성하도록 하되, 인권 관련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인 인권위원

(장)으로 구성된 ‘지자체 인권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38)

35) 인권증진위원회(경남), 인권옹호위원회(전북), 인권증진위원회(울산북구), 인권위원회(울산
동구), 시민인권위원회 (광명), 전북과 광명은 당연직 공무원이 아예 없다. 광명은 위원장
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36) 민관합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앞의 글, 2012, 316-319면.
37)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전남대) , 제29집 제2호, 

2009, 432면.
38) 지자체 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지자체에 적용한 것이다. 대통

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의장은 법무부장
관이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
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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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민간위원회는 독립성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상

임위원도 없고 소속 사무지원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인권조례들이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1명 내지 2명 정도 두고 있는 것이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집

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충수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39) 아무래도 고위공

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유리

할 것이다. 하지만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자체장을 

향해 권고를 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권고의 주체인 

위원회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권고문에 나열

되는 위원들의 명의에 소속 공무원 이름이 병기되는 것은 어색한 일이

기 때문이다.4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을 두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 있다.41)

2)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명

민간위원의 자격에 관련해서는,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

진 자 또는 인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등이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지자체인권위가 ‘시민대표성’보다는 ‘인권전문성’에 좀 더 

비중을 둔 위원회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만, 서울성북구의 경우에는 

인권위원 중 일부를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

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것이다.

39)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1) 행정당국의 입장이나 행정현실을 보고하는 것, 2) 위원회 논의/
결정사항을 행정청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서울교육청 제1기 서울학생인권위원
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위원회 활동평가 보고서: 2012년 5월~2014년 5월, 2년간의 
서울학생인권위원회 활동 보고와 평가 , 2014, 18면 참조.

40) 실제로 서울시인권위의 경우 한 번의 권고에서는 말미에 인권위원들의 이름이 나열하면
서 공무원 당연직 위원(서울혁신기획관)의 이름을 포함했었고, 다른 한 번의 권고에서는 
본인의 고사로 이름이 빠졌다. 어쨌거나 공직 사회에서 소속 공무원이 단체장에게 권고
를 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41) 김형완, 위의 글,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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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수

원시, 울산북구, 울산울주군, 경남사천시의 인권조례에도 위원을“공개모

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시민대

표성의 측면을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원 중 1-2명을 위원으

로 임명하거나 (예: 서울시 등), 구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하는 것

(예: 서울서대문구 등) 등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42) 이렇게 위원회 

자체에 시민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울성북구의 인권센터 

시민위원이나 서울서대문구의 인권주민회의 같은 제도를 별도로 두어, 
전문자문기구와 시민참여기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인권

행정에 대한 심의자문에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등의 문제에는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전체 구조를 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인권전문성이 인권위원의 주된 자격요건이라면, 그 요건을 상세

하게 규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권조례는 위원의 자

격요건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인권조례는 인권위원의 성

별 비중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동작구나 서울

성북구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지자체인권위의 인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방의원을 포함시키거나 지방의회 

추천 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시민대표성을 가미한 것

임과 동시에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인권조례상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규정은 허

술한 편이다. 자치의회의 추천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한 절차, 또는 

시민추천제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기관장의 임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

42) 김종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정, 내용 및 의
의”,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 제5권 제1호, 2014, 111면 참조. 다만,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민대표성 강화와 더불어, 의회와의 협력 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114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자체

인권위를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를 지자체 수준

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면, 국가인권기구의 위원 임명에 관련한 국제

기준과 지침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기준․지침들은 위원 

구성이 그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면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자면, 대의기구 및 시

민참여기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임명절차, 위원 구성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다.43) 물론, 이것은 상임위원과 사무지원기구를 둔 국가인권

기구를 염두에 둔 지침이긴 하지만, 지자체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진 위원

회의 성격을 일부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반영

하여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4)

3) 사무지원기구

대부분의 인권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간사로 지정된 공무원

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지원기구로 별도의 사무국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45) 이는 지자체인권위가 독립

적인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43)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Center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for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4,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1995, 10-12면;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istory, 
Principl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4 (Rev.1),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10, 37-42면 참조.

44) 예컨대, 비상임 위원들을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추천위
원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제언으로는 김형완, 위의 글, 54-58면 참조.

45) 예외적으로 경기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의 경우, ‘인권센터’를 위원회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센터장을 시민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례는 시민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등 ‘위원회-소속 사무기구’
의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소 특이한 구조다. 전라북도 인권조례도 인권
위 소속기구로 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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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문제는 상임위원도 없고 소속 사무지원기구도 없는 상황에서는 위원

회의 독자적인 활동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46) 더욱이 많은 지자체들이 

인권행정에 대한 전담 사무 인력조차 두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47) 물
론 지자체인권위가 단순한 심의․자문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으면 별 문

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자체인권위가 양면적인 위상

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독자적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는 문

제가 아닐 수 없다.48) 하지만 그렇다고 위원회 소속의 사무지원기구를 

두어 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아예 모든 

지자체위원회에 상임위원이나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조례에 규정되

어 있는 경우도 있고,49) 다른 지자체위원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무국 설치나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인권담당부서에 위원회 지원 전

담 인력을 두거나,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임시 보조인력을 고용할 수 있

게 하거나50), 반상근 위원51)을 두는 것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46) 사무지원기구에 관련한 쟁점은 정영선, 앞의 글, 2014, 103-106면 참조.
47)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1명 정도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인권행정업무‘도’ 담

당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소속 16명), 광주광역시(인권평화협력관 소속 16
명), 서울성북구 (인권센터 소속 4명), 서울서대문구 (인권팀 소속 4명) 등 최소한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48) 홍성수, 앞의 글, 2012, 319면; 광주에서 인권위를 지원하는 실무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
는 허창영,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운동의 의의와 동향”, 인권법평론 , 제7호, 2011, 54면 
참조. 전북인권조례처럼 인권센터를 인권위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는 정
영선,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조선대 법학논총 , 제18집 제2호, 2011, 170
면; 하지만 위원회에 관련 사무보조를 업무로 하는 센터를 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조상균․허창영, “국내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인권법평론 , 제8호, 
2012, 214면 참조.

49)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
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활동에 있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조 4항)고 규정함으로써 보호관 
업무처리에서 부족한 사무지원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지자체인권위의 경우에도 유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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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 기타 쟁점: 위원의 임기, 소속위원회 등

대부분의 인권조례는 인권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면서 연

임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위원의 임기 보장은 지자체인권위의 독립성

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인권위 산하에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과를 둘 수 있게 되

어 있는 경우도 많다. 15명 내외의 위원회에서 세부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전문분과의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의제 발굴, 권고문 작성, 
사후평가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인권 관련 위원회의 중복 문제

앞서 정부위원회의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업무 중복은 지자체인

권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인권 관련 사항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52) 특히 여성, 장애, 
어린이․청소년, 복지, 노인 등과 관련한 문제는 인권 문제이면서 별도

의 행정부서와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과의 업무 분장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들과 업무가 겹치거나 충돌하

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성북구의 인권조례에서는 “성북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

정을 두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51) 일부 지자체의 각종 옴부즈만이 반상근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52) 실제로,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인권

위원회’와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가 겹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후자가 전자의 소위원회로 재편되어
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안효섭,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를 중
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 제25권 제1호, 2014, 3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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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인권 시책 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4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인권위원에 임명함으로써 연

결고리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위원을 관련 위원회에 

중복해서 임명하거나, 위원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 회의 안건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책임성과 투명성의 문제

정부위원회의 문제에서 지적된 바 있는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도 중요

하다.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회 활동이 최대한 공개되고 민주적․참여적

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 임명의 투명성․민주성 강

화, 회의안건의 사전 공개, 회의 공개, 회의록 사후 공개, 시민 의견 개진 

기회 제도화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3. 소결

사실 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적 

효력도 없으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와 다르지 않

은 것일 수도 있다. 아무리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회의록에 발언이 

남을 뿐, 행정당국이 그것을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행정당

국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오히려 행정당국에게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

체인권위에 부여되어 있는 책무가 단순히 소극적 심의․자문에 그치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상임위원을 두거나 소속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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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제도적인 대안

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인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

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Ⅳ. 사례연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1. 서울시인권위의 개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인권위”)는 2012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발

표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서울시 시민권리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인권전문가회의’가 구

성되었고, 여기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되었

다. 2012년 9월 28일에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 서울시인권위가 발족했다. 이 조례에는 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인권담당관53)과 시민인권보호관54)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
민․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인권위원회, 행정추진단위로서의 

인권담당관, 인권침해 조사․구제기구로서의 시민인권보호관 등으로 지

자체 수준에서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시인권위는 여성, 법, 인권운동, 국제인권, 노동, 장애, 이주자 등 

인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위원들로 구성되어 출범하였고, 2012
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기회 9회, 임시회 14회 등 총 22회의 전

체회의를 열었다.55) 두 번에 걸쳐 서울시장에게 권고를 했고, 공식 회의 

53) 인권담당관은 서울혁신기획관(국장급) 소속의 ‘과’로서, 현재 과장 1명과 인권정책팀(팀
장 포함 7명), 인권보호팀(팀장 포함 3명), 인권협력팀(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4) 시민인권보호관은 조례상 5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 3명이 시간제 계약
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55) 2012년 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2013년 정기회 4회, 임시회 8회, 2014년 정기회 4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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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인권공부와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인권위원 월례 세미나, 인권현

장 방문 및 당사자와의 간담회(다산콜센터), 서울시 부문별 인권위(서울

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의 네트워크, 매달 각 지역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교류의 자리인 ‘서울시 인권포럼’ 주최, ‘서울시 인권위원회 2
주년 토론회’ 주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2. 서울시인권위 2년 간의 주요 활동

(1) 인권행정에 대한 심의․자문

서울시인권위의 기본적인 업무는 서울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자문이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에는 서울시인권위의 업무

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시민

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운영에 대

한 자문, 기타 시장이나 위원(장)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울시 인권 관련 행정에 대

한 심의와 자문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주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이 진행되었는데, 목표 설정부터 과제 선정, 세
부사업 검토까지 13회의 공식회의, 2차례의 워크숍, 이주․노동․장애 

분야의 부서장 회의 등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여러 과제

들이 추가되거나 전면 수정되기도 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실질

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모니터 

계획을 세우고 개별 위원들이 분야를 맡아 직접 모니터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기본계획 사후이행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인권담당부서의 업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위원회 의견을 듣고, 이행 

과정과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시회 5회. 이외에도 2013년 소위원회 5회, 2014년 소위원회 13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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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위원들은 이 점을 행정당국

에 끊임없이 주지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관행상 인권담당관을 자문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 인권위원회가 장애, 외국인, 교통 등 관련 부서 공

무원을 출석시킨 것은 행정 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에 특별히 심도 있게 논의한 주제는 공무원 인권교육이

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설계, 교육방법, 커리큘럼 마련, 강
사단 구성, 평가체계 등 전반적인 체계를 짜는데 적극 개입했고, 교육 

모니터링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상당한 역량을 투입했다. 내용 면에서도 

실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형식면에서도 집체 교육을 탈피하여 소규모 토론형, 참여형 

교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무

원 인권교육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
것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56)

2014년 하반기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들이 서울시민 인권헌

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추진에 적극 관여했다. 헌장

제정업무가 생각보다 과중해지면서,57) 제정위에 참여한 위원들이 위원

회의 일에 충분히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위가 시민인권보호관과의 독립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시민인권보호관과 같은 독립적인 인권옴부즈

만제도가 공직사회에서 쉽게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위원들은, 
보호관 신분 안정화(정규직화), 보호관의 권고 수용 및 이행 촉구, 독립

적인 활동 보장 등을 공식회의나 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반복적으

로 거론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속적인 심의․자문은 시민인권보호관제도

56) 강남식,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주최, 2014.11.7 참조.

57) 2015년 12월까지 시민위원회 회의만 6차례 열렸고, 준비를 위한 회의만 30여 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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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의 

사후이행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

행 매뉴얼 등 여러 인권행정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했으며, 
2014년에는 인권헌장 제정에 관련된 심의․자문이 주된 의제가 되었다. 

(2) 정책 등 개선 권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에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권고’는 ‘심의․자문’과는 그 성격과 기능

이 다른 것으로서, 지자체인권위가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

자체(장)에게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시인권위의 경우, 출범 후 2년 남짓 되는 동안 두 번의 권고를 내

렸는데, 첫 번째는 2014년 2월 5일 ‘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대책’에 대한 

권고였다. 이 권고를 준비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현장 방문 및 당사자와

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

로 지적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됨으로써, 서울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인권위의 존재감을 드러냈

던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2014년 12월 8일에는 ‘서울시민 인권헌

장’의 선포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다. 이것은 서울시인권위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서울시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격의 권고였다. 
권고 횟수가 단 2회에 그쳤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다. 긍

정적으로 보자면, 굳이 권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당국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이라면 굳이 서울시와 대립․독립하여 권고를 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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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58) 부정적으로 보자면, 권고를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

다. 권고를 하려면 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사전조사를 하는 등

의 준비과정을 거쳐 권고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사무국이 

없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었다. 즉, 권고를 할 사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권고

할 사안을 찾아낼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3. 서울시인권위의 구조적인 문제

(1) 심의․자문 대상 범위의 문제

서울시인권위 활동의 몇 가지 성과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구조적인 한

계로 인해 내재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위원회는 인권담당관

이 제시하는 안건을 수동적․소극적으로 심의․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담당관이 내놓는 안건조차도 그것이 인권담당관 업무의 전체인지 

인권담당관이 심의․자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선별해서 내놓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인권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식의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인권위가 서울시가 다루는 인권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59) 인권기본조례 상 인권위의 업무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14조 2항 3호)인 

이상 인권위는 인권에 관련된 모든 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58) 비교할만한 사례로, 1기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2012년 5월~2014년 5월)가 활동 기
간 내내 수시로 권고를 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교육청과 학생인권위가 사사건건 
대립했고, 심의․자문한 결과가 수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심의․자문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뿐이었다. 자세한 것은 서울교육청 제1기 서울학생인권위원회, 앞의 
책, 14면 이하 참조.

59) 김형완, 위의 글, 50면.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 홍성수  123

맞다. 하지만 각 부서 별로 자문위원회를 한 두 개씩 두고 있는 상황에

서, 인권위원회만 담당부서(인권담당관)를 넘어서 전체 서울시의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 다문화/외국인, 어린이청소년, 교통 분야 등의 담당 

과장/팀장을 인권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도 듣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

지만, 일회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

시인권위의 역할을 인권담당관을 자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구조적

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비상임위원회로서의 역량상 한계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

도 불구하고 서울시인권위가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

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일단 위원들 중 상당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상과 기능이 상

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인권위를–공식, 비공식 회의에서–국가인권

위원회와 비교하는 일이 잦았고, 서울시인권위가 비슷한 일을 해야 한다

는 점을 은연중에 의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공식․

비공식회의에서 수차례 재확인한다거나, 독자적인 의제로 회의를 주도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그 방증이었다. 이것은 서울

시인권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자기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

도 했다. 과도할 정도로 많은 공식,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던 것도 그러

한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들은 공식 회의 

밖에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의제를 논의하고, 사후이행결과를 모니터하

고, 특정 의제에 대해서 담당위원을 지정하여 책임 있게 논의를 주도하

고 이행 등을 모니터하고, 월례 세미나, 워크숍, 인권포럼 등의 모임을 

추가로 만들어서 위원회가 실질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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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이 이러한 일을 모두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위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라 위원들 각각의 

참여 정도 격차도 점점 커졌다. 사무지원기구 없이 비상임위원들이 운영

하는 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는 쉽게 극복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서

울시의 업무 지원 여부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좌지우지되다 보니, 서울

시인권위의 활동이 독자성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실
제로 인권위는 서울시가 위원회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인권위는 안정적인 지원을 서울시에 끊임없이 요청했고, 결국 2014년에

는 인권담당관 소속 직원 한 명이 충원되어 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게 되

었다. 하지만 충원된 인원은 위원회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도

시 네트워크 구축, 인권헌장 제정 지원, 인권보고서 발간 및 인권관련 

행사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요컨대, 앞서 지자체인권위가 자문위원회와 독립 행정위원회의 이중적

인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의 의지에 의해 독

립 행정위원회에 가깝게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 위원들의 이례적인 ‘의지’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며, 차기 위원회에

서도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인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4. 기타 문제들

(1) 위원회의 구성

현재 서울시인권위의 실질적 구성 자체는 무난한 편이다. 실제로 연구

자와 활동가, 행정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연령대 등이 잘 안배가 되

었고, 노동, 환경, 여성, 장애, 법, 이주자 분야 등 각 인권분야의 전문가

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 실제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 구성의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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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위원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니, 나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현안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런 구성은 현 서울시장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일 뿐 

‘제도’의 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시장

에게 맡겨져 있고, 공개성, 책임성, 민주성 등의 원리와 부합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적인 선

임 절차나 시의회 동의 절차, 청문회 등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하는 대목

이다.

(2) 시민사회와의 소통

현재에는 위원회 구성 자체의 다원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보

니,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위원들의 개인 역량에 기댄 측면이 많지, 그런 소통구조가 제도

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수렴, 참여, 소통의 절차가 ‘공식적’
인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없다는 점은 보완

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인권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

서울시가 짧은 기간 안에 위원회와 더불어,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 그
리고 소속 직원 14명을 둔 인권담당관을 과장급으로 설치함으로써, 인권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인권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

었다. 이것은 인권담당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 자체에 대한 문제

였다. 실제로 인권이라는 의제를 서울시의 전체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구

현해보겠다는 의지를 읽어내기는 어려웠다. 위원들은 인권이라는 골치 

아픈(?) 이슈를 인권위와 인권담당관에게 떠넘긴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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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인권’은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전체 시정에서 이행되어

야 하는 상위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2014년 하반기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

과정, 그리고 서울시가 선포를 거부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

다. 인권행정의 집행이 결국 서울시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당국

의 의지 없이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 없다.

(4) 서울시 의회와의 협력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몫의 인권위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

권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시의원들은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들은 시의회의 상황을 알려준다거나, 예산 배정 등 예민한 사안에서 

인권위의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때도 시의원이 정무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시의원 중 1명을 인권위원으로 두게 한 이유를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시의원의 개인 역량에 기인한 바가 컸

을 뿐, ‘서울시-서울시의회-인권위’가 구조적으로 상승작용할 수 있는 제

도적 기제에 대한 고민은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5. 향후 과제

(1) 서울시인권위 사무지원의 강화

사무지원기구의 설치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법률 위임의 부

재 등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설사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충분한 규모의 사무국을 두기는 어려울 것

이다.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두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반
상근 위원을 두는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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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원이 있다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실질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

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임시 지원 인력이나 용역을 활용할 수 

있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형 인권센터 또는 인권재단의 설립이 현실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인권센터나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중, ‘서울시인권위가 위탁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실상 사무국 기능을 수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60) 또한 현재 인권담당관(과)이 실․국 수준으로 

확대․개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센터나 인권재단이 현재의 과중한 

인권행정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정기

적인 인권실태조사나 용역사업, 공무원/시민교육 등의 사안을 인권센터/
인권재단에 위탁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

다. 인권센터나 인권재단은 서울시 외부에 설치되어, 서울시(인권담당관)
와는 지도․감독, 업무 위탁, 공무원 파견 등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1) 
인권정책개발, 2) 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단체 활동 지원, 3) 공무원 인권

교육, 4) 시민 인권교육, 5)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인권위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61) 하지만 인권센터나 인권재단은 지자체와 지도․감사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

는 방식은 아니라는 한계는 여전히 있다.62)

60) 위원회와 센터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선례가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 
일자리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61) 다만, 이 두 기관은 설립형태나 운영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간위탁형 인권센터는 ‘서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며, 민간위탁에 대해
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탁계약은 2-3년 단위로 계속 갱신된다. 인권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금/수입금으로 재산을 조성하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서울
특별시 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식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서
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재단’의 경
우 참조). 민간위탁형 센터에 비해 예산이나 조직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설립 자체가 쉽지 않다.

62) 이 점에 대해서는 정영선, 앞의 글, 2014,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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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자문․권고 기능과 인권보호 기능의 통합

서울시 인권조례에 따라, 심의․자문․권고 기능은 서울시인권위에, 
인권보호(인권침해사건의 조사․구제) 기능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각각 분담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기능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인권기구들이 이 두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63)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은 시민인권보호관이 하고, 구제 

결정은 서울시인권위가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두 기능이 실질적으로 통

합된다. 이 경우 조사와 결정이 분리되어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

이 가능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권고

의 사후 이행을 추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고, 당해 

사건의 문제를 정책이나 교육과 연동시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

는 것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서울시인권위가 통합적으로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정이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기

구의 결정이 사법적 강제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추기관과 사법기관

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처럼) 조사와 결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처럼 ‘권고’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사와 

결정이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사․구제의 본질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권침해자

의 입장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면, 조사와 결정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비상임 

위원회인 서울시인권위가 진정사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업무상 상

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건을 의결

63) 국제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3대 기능을 정부․의회에 대한 권고․자문, 인권증진(교
육․홍보), 인권보호(인권침해구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Center for Human Rights, 앞의 
책, 18면 이하;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앞의 
책, 55면 이하 참조).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3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
권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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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안 그래도 업무가 폭주한 상황

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보호관은 보호관대로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나가면서 상호협

력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정도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심의 권한 강화와 인권정책협의체 설치

인권문제가 다른 여러 문제들과 겹쳐 있고 업무분장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 않

다. 일단, 인권 관련 문제가 위원회에서 빠짐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

려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인지의 여부

와 무관하게–무조건 빠짐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인 보고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서울시가 고민해

야할 부분이지만, 일단, 인권조례에 “서울시장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인권위에 보고하고 심의․자문을 받

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의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바대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참고하여, ‘서울시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

장 또는 부시장, 여성, 복지, 교통, 장애, 외국인 등의 담당 실․국장 내

지 과장, 인권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서울시인권기본계획의 수

립․시행을 비롯한 인권행정사안 일체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인권이 단순히 어느 한 부서의 사안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

권조례에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인권위원 추천․선임절차 개선

현재의 인권위원 추천․선임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 추천위원회 구성, 



130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공개 추천과 선발,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위원 선임 과정의 책임성, 
투명성,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시

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서울시인권위가 소극적인 심의․자문 역할만 수

행하는 여타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독립 행정위원회의 성격이 있다고 이해

한다면, 이러한 절차의 강화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5) 지자체인권위 사이의 교류․협력

각 지자체인권위의 형식적․법적 위상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현실은 천차만별이다. 그 ‘실질적’인 기능과 위상에 대한 이해에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관행이 정착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인권위 사이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각
자의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한국형 지자

체인권위의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인권위의 ‘인권포럼’이나 한국인권재단의 ‘인권도시포럼’, ‘지방정부와 인

권 세미나’를 통해 각 지자체인권위원, 인권담당공무원, 관련 연구자들의 

공동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 서울시인권위가 다른 

지자체인권위와의 교류․협력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2015년 3월 

19일 충청남도 인권위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나아가며

누군가 한국의 인권조례의 외견상의 현황을 본다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내실을 하나하나 살

펴본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로 비판받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지자체인권위’의 역할에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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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지자체인권위가 지자체 인권행정을 좋은 방향으로 견인했던 실

제 사례가 있었고, 지자체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준다면, 지지부진

한 지자체 인권행정의 현실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인권위 자체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하나의 사례로서 ‘서울시인권위’에 대해 고찰해보았고, 지자체인권위가 

형식과 실질 면에서 심의자문위원회와 독립 행정위원회의 양면성을 갖

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과 활

동, 그리고 사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

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고찰과 제언들이 지자체인권위

가 활성화되고 지자체 인권행정이 자리를 잡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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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도시와 인권행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담당부

서를 설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인권기본조례는 인권전문가와 시민들

로부터 인권에 대한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이것이 인권에 

관한 자치행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정부위원회 또는 다른 지자체 위원회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인권위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심

의․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만, 권고 등의 특별한 권한과 독자적인 활동, 인권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볼 때 독립 행정위원회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

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자체 인권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데 아주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위상에 적합하도록 위원회 구성과 활동, 그리고 

사무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지자체 인권위를 통한 인권자치행정의 

정착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사무지원기구가 부재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인권행정이 자

리를 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사무지원 강화, 인권보호기능과의 연

계/통합, 인권정책협의체 설치, 인권위원 선임절차 개선, 지자체인권위 간의 

교류협력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인권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인권,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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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Human Rights Commissions 
in Local Authorities

- A case of the Seoul Human Rights Commission - 

Sung-Soo Hong*

64)

The past decade saw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s in local 
authorities in Korea so that many local authorities have shown growing 
interest in human-rights-based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ordinance 
orders local authorities to constitute a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play 
a role in advising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we do not have an 
enough consensus in the status and role of this human rights commission. 
This is why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elaborating on the status and func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 in local authorities in comparison with other 
national and local commissions and to provide an reformation subject of 
human rights commiss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local human 
rights commission have the dual aspects of advisory commissions and 
independent commissions and suggests that local human rights commissions 
should be given special status and supporting system in harmony with these 
dual aspects. As case studi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se of the Seoul 
Human Rights Commission. Despite some systemic limitations, the Commission 
has produced important achievement in local human rights in Seoul. However, 
some follow-up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assistances to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Law,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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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should be taken to further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ommission.

Keyword : human rights city, local authorities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commission, commiss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