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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서구에서 인권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대체로 근대 이후부터라고 본다. 
근대시민혁명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여러 형태의 선언과 문서로 승

인을 받고 근대시민헌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은 근대국가의 최고 가치로 승

인되었다.1)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는

근대국가를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적 인권이 확립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적 지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논

문은 2013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57회 안암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법리와 인권정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자로서 논평을 해준 양천수 교수님과 김진한 교수님, 초고를 읽고 보완할 점

을 지적해준 참여연대 백가윤 선생님, 성공회대 이정은 교수님, 한국인권재단 이성

훈 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논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투고일자 2013.12.23,  심사일자 2013.12.26,  게재확정일자 2014.1.17
1) 인권사에 대한 유용한 정리로는 이재승,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비
평』, 103호, 2013 여름호, 38-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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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인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인간존중의 이념적 기원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명목
상으로나마 인권이 규범화된 것은 해방 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인권이
국정의 최고과제로 자리 잡고 시민사회에서 인권이 독자적인 의제로 회자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30여 년 전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인권 또는 인권운동의 역사를 종합적으

로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인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권을 자유권, 사회권 등 항목별로 분류하거나 그

발전과정을 다루지 않으며, 노동권과 같은 중요한 몇몇 인권의 부침은 거

의 언급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대신, 이 논문은 인권이 한국사회에서 하

나의 독자적인 의제가 되는 과정에서,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라는 특징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인권이

발전해나가는 특징적 양상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

서는 먼저 한국에서 인권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본

후(II), 그 후 인권의 세계화(III), 인권의 제도화(IV), 인권의 지역화(V)라
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음을 차례로 논의해볼 것이다. 

Ⅱ. 한국에서 인권의 탄생과 발전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은 대략 해방 후부터라고 보

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인륜개념, 동학사상의 인간관, 개화사
상의 자유주의와 ‘민’ 개념, 독립협회의 민권론 등에서 인권사상의 단초

를 발견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공식적으로 인권이 국가이

념으로 채택되거나 인권정책이 추진되거나 시민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담론

이 힘을 가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극적인 사건은

해방 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이었다. 헌법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인권’ 
개념이 규범화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 이미 근대적 의미의

기본권 항목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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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도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공식적

이념으로 인권·기본권이 승인된 것이다. 하지만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
지의 인권은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장식적으로

추진된 것에 불과했으며 명목상의 의미만 있을 뿐이었다.2) 한국의 초기

인권사는 ‘제도로서의 인권’, ‘위로부터의 인권’에서 출발했으며, ‘명목상
의 인권’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인권’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후 인

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3)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

교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인권시민사회가 형성되

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4) 
   하지만 이 시기 인권은 피해자의 가족·동료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에 저

항하는 성격이 강했고, 인권이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의 주제가 된 것

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고 할 수 있다.5) 이 시기의 인권 역시 국가폭력

에 맞서는 대항담론적 성격이 있었으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좀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권으로 담론화함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 문제, 일본
군 위안부 문제, 참정권 문제,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사 문제 등 새로운

인권 의제들을 확대해 나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이
때부터 민주화운동과 구분되는 인권운동의 고유 영역이 생겨났고, 인권시

2)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인권에 대해서는 주로 이정은, “한국 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103호, 2013 여름호, 61-91쪽
참조;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방 후 역사를 고찰하는 김선택, “기본권보장
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 『공법연구』, 37집 2호, 2008, 56-61쪽 참조.

3) 이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정은, “한국 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해방 후부터 1970
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103호, 2013 여름호, 77쪽 이하 참조.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2: 유신체제기 (돌
베개, 2009), 제4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
사 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돌베개, 2010), 675-687쪽 참조.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돌베개, 2010), 688-697쪽 참조. 1990년대에 설립된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한국에서 인권운동이 독자적인 운동으로 자리잡

은 시기를 1990년대라고 본다. 인권운동사랑방, 회동, 모여서 움직이다: 인권운동사
랑방 20년 그리고 내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 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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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권시민사회의 형성은 인

권운동을 하는 ‘조직’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6) 실제로
당시는 직간접적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조직들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1987년에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1990년에는 불교인권위원회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되었고, 
1991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2년에는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993년에는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7), 참여연대8) 등이 출범했다.
   1990년 이후부터는 인권운동의 독자성이 더욱 확고해진다. 인권만을
독자적인 주제로 삼는 인권단체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개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전문인권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예컨대, 한편으로 인권문제 전

반을 두루 다루는 비교적 큰 규모의 인권단체(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
재단, 인권재단사람, 다산인권센터, 인권연대, 새사회연대, 국제앰네스티한
국지부 등)가 설립되었고, 주제별로 보면, 노동인권(민주노동자연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정보인권(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군대인권(군인권센터 등), 장애인권(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한국
DPI,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
경시민연대 등), 평화권(전쟁없는세상 등), 성소수자인권(동성애자인권연
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외
국인·이주자 인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빈곤과
인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인권교육·학생인권(인권교육
센터 ‘들’ 등), 국제인권(대항지구화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6) 아래에서는 주로 인권단체의 성장에 비추어 인권시민사회와 인권운동의 발전사를

고찰했지만, 인권단체의 성장과 인권의 발전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 인권단체 중심의 인권운동이 제도권 내의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거나 시민과 괴

리된 운동가 중심의 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이 설득

력을 갖는 만큼, 이 논문에서 인권단체의 발전을 중심으로 인권의 발전사를 기술한

대목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7)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독립하여 설립된

것이다.
8) 참여연대의 창립선언문에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가 조직의 지향점으

로 소개되어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about/sub.php?sub=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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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구체적인 인권영역을 주제로 하는 단체들이 분화해 나갔다. 또한
종교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와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광주인권운동
센터, 한국인권행동,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울산인권운동연
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도 성장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단체로는, 
변호사단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무사단체로 노동인권실현을위

한노무사모임, 법학자단체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등장했고, 최근에
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 희망을만드는법 등 공익인권활동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도 창립되었다.
   인권운동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함과 동시에 인권담론 또는 인권공론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안보, 국익, 경제발전, 이윤창출 등의 위로

부터의 논리에 맞서, ‘인권’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담론이 자리를 잡

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을 근거 삼아 인권을 이야

기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러한 주장들은 스스로 자기완결성과 경쟁력을

가진 담론이 되었다. 해방 후 ‘위로부터의’, ‘제도로서의’, ‘명목상의’ 인
권으로 시작된 인권의 역사가,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면서 아래로부터의

인권으로 재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Ⅲ. 인권의 세계화

1. 시민사회와 인권의 세계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전반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생겨났지만, 인권의 세계화나 인권의 보편성 문제에 관심을

둘 여력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몇몇 인권단체들이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 다녀오면서부터, 한국
의 시민사회는 세계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대회는 1968년
테헤란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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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세계대회였으며, 71개
국, 70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7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운집했다. 이 대회는

냉전 이후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한편으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각 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인권의 증진을 위한 국

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사에 큰 의미

가 있는 회의였다.9) 이러한 큰 세계대회에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조직적으

로 대응하고 참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성운동, 노동운동, 교회운동, 평화운동 등에서 국제연대활동을 해왔으

나, 민간단체들이 공동의 대책위원회(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세계회의를 준비, 참석, 평가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이 세계적인 이슈라는 사실과 함께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으며, 성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등 새로운 인권문제들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다.11)

   실제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이후, 국제인권규범을 원용하여 인

권을 주장하거나 국제인권기구의 여러 제도적 절차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

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의 규범·관행이 자연스

럽게 연동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
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前 인권위원회) 등에
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고,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

보고서 제출 시 독자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에 참가하는 것, 
국제인권기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공동참가단을 꾸

 9)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번역문은 김종서 외 역, 『민주법학』, 7호, 1994, 332- 
369쪽 참조.

10) 이에 대한 평가는 이대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 7
호, 1994, 10-28쪽 참조.

11) 류은숙,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인권오름』, 359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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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조사 시 의

견을 개진하는 것,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를 활
용하여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것 등이 일상화되었다. 2008년 유엔은 회원국
들이 서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인 ‘국가별 정

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했는데, 한국 시민사회단체

들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관련 인권이사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12) 2001년부터 제정 작업을 시작해서

2006년 최종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Disability Rights Convention)에는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고, 2013년에
는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지방정부와 인권’(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결의의 상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세계화

   국제인권이 국가적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대략 1990년 전후이다.13) 1986년 아시안게임, 1988
년 올림픽게임 등의 개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국제사

회에 한국의 위상에 민감해지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도 권위주의통치가 종

식되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

했다. 그리고 1990년에는 기존에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1984년 국회

동의), ‘인종차별철폐협약’(1978년 국회 동의)에 이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

정서에 가입했고, 1991년에는 ‘ILO헌장’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은

12) 자세한 것은 백가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적용: 효과
적인 UPR(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공익과 인

권』, 13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3, 327-348쪽 참조.
13)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

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한국의 국가관행을 대상으로”, 『헌법학연구』, 8권
4호, 2002, 38-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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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질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들 인권조약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인권이사회, 고문방
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조

약이행을 감시하는 기구가 설치되고, 이들 기구에서는 정부보고서를 제출

받고 심의하고 권고나 의견을 채택하는 등 국제인권규범과 각국의 인권규

범·현실을 일치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체

계적 대응도 필요해졌는데, 현재 한국정부에서 이에 관련한 총괄부서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부(인권국 인권정책과)이다. 법무부의 인권 관련 조직이 계속 확

대되고, 2006년에는 인권국까지 설치된 것에는 이러한 인권조약 관련 업무

의 증가가 그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14)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인권조약

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조약감시기구의 권고나 의견을 검토

하여 대응하는 등의 국제인권에 관한 행정업무가 제도화된 것이다. 
   인권의 세계화는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국제
인권규범이 재판규범으로 온전히 기능하고 있지 못했다.15) 하지만 최근 사

법부의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등에서

국제인권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관들 스스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과 같은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

례에서도 국제인권규범이 원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차 국제인권

규범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규범이 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16) 

14)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한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호철, “국제인권법과 법무부

인권국의 역할”, 『인권과 정의』, 391호, 2009년 3월, 313-315쪽 참조.
15) 국제인권법과 재판에 관련한 포괄적 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재판과정에서의 국

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책임연구자: 정경수, 2007) 참조.
16) 오히려 국회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 인권의 세계화의 영향이 비교적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조약을 ‘비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국제인권규
범을 국내법화한다거나, 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황필규, “국
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http://withgonggam.tistory.com/1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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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권의 제도화

1. 인권 법령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었음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권 관련 법령이다.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헌법

과 법률에 의해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권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특정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법령들만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인권 일반에 관한 기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직법적 성격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01)과 몇몇 차별 관련 법령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률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의 수립 절차,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국제인권규범의 국내규범화 등에 관련한 기본적

인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17) 
차별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20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8)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87)19), 
「국가인권위원회법」(2001)20) 등의 법률들이 일련의 차별금지법제를 형

성하고 있지만,21) 이러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제를 정돈하고 구제절차, 

17) 유남영,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129호, 2012, 59-78쪽; 2013
년 9월 13일 추미애 의원실에서 주최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는 추미애 의원실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 모법은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이며, 이 법이 2008년에 지금의 명

칭으로 개정되었다.
19) 모법은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며, 2007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정되

었다. 
2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기

능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실질적인 차별시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21) 이외에도 각종 법제에 차별금지규범들이 산재해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아동복지법, 방송법, 교육기본법 등에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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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기구 등을 보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2005년 당시에도 한 차례 입법이 추진되었다가 좌절된 바 있

지만,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다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의 지역화를 다룬 대목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최근에는 ‘인권기본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인권보호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인권조례에는 ‘인권기본조례’와 ‘부문별 인권조례’의 두 가지 형태
가 있다. 먼저, ‘인권기본조례’는 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인권정책 및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자체수준의 헌법
또는 인권법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은 곧 지자
체 수준에서 인권이 제도화되었음을 뜻하는 징표가 된다. 이러한 인권기본

조례의 공식명칭으로는 ‘인권기본조례’ 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례’ 등이 사용되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
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

시, 울산 동구, 경남 진주 등 주요 기초자치단체 45곳에 이러한 조례가 제

정되어 있다.22) 인권기본조례 외에도 장애, 노동, 아동 등에 관련된 의제들

을 규정한 ‘부문별 인권조례’가 여러 지자체에 입법화되어 있다.23)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기점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의 설립이다. 유엔은 국제인권규범의 궁극적인 이행은 결

국 개별 국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판단 하에, 국가별로 국가인

별금지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이준일, 차별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165-173쪽 참조.

22)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
검색시스템’(http://www.elis.go.kr)의 검색기능을 활용한 통계이다.

23) ‘자치법규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인권’이라는 말을 포함한 조례는 (인권기본조례
를 포함하여) 총 12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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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회원국에 인권에

관한 자문, 교육·홍보, 조사·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

구인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설립을 권고해

왔다.24) 한국에서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알게 된 인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운동에 힘

입어,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의 국가인권기구가 탄생했다. 
‘인권’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생겼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지형을 바꿔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가교가 생

긴 것이기도 하고,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25)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세 가지 기능인 인권정책·자문, 인권구제, 인
권교육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인권위는 이 세 영역에서 나름

대로의 기여를 해왔다. 먼저, 인권정책의 측면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

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가입 권고 등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 문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차별금지
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 준법서약제, 사회보호법, 호주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현안과, 난민, 장애인, 
시간강사,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

로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인권보장 등과 관련하여 인권에

24)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와 기능에 대한 개관은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istory, 
Principl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10); UN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4,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1995), B. Burdekin, and A. 
Gallagher, “The United N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G. 
Alfredsson et al. (e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Essays in Honour of Jakob Th. Möller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815-825쪽 참조.

25) 임재홍,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원칙: 유엔의 설립권고안을 중심으로”, 『민주법
학』, 15호, 1999, 44-70쪽;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법학논총』, 26집 3호, 2009, 85-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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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몇몇 문제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

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26) 또한 인권침해사건에 관련해서도 진정 건수만

매년 약 1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인권구제기구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

며, 신속하고 편리한 인권구제를 제공하는 국가기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27)

   기능적 차원에서 볼 때, 인권위는 기존의 다른 국가기구들이 수행하는

인권보장기능의 틈새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28) 국가인권기구를 기존 국가

기구의 대체물이 아니라, 정부나 법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an 
additional safeguard)29) 또는 “효과적인 보충물”(an effective complement)30)

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1) 기존 국가기구들의 기능적 한계는 구

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는 부차적이거나 임시적인 기구가 아

니며, 국가의 효과적인 인권보장기능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구이다.32)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의 위

26)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인권정책분야를 평가한다”, 『법학연구』, 34집, 전
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9-78쪽 참조.

27)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법학
연구』, 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79-120쪽 참조.

28) 이렇게 인권위의 기능을 이해하는 홍성수,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

권기구의 존립근거: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고려법학』, 
58호, 2010, 151-194쪽 참조. 비슷한 논지로 곽노현,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가인권

기구 이해 및 설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 틈새기구론과 특수법인론을 중심으로”, 
가톨릭 사회과학연구, 11호, 1999, 92-96쪽;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205쪽; 임재홍, 앞의 글, 70쪽; 강경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13
호, 1997, 131쪽 참조.

29) UN Centre for Human Rights, 앞의 책, para. 190 참조.
30) Amnesty International,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mnesty Inter- 

national's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I Index: IOR 40/007/2001,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01), 2
쪽; 비슷한 견해로 이관희,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특히 경찰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1집 3호, 2003, 245-248쪽 참조.
31) C. R. Kuma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ood Governance Per- 

spectives on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9-2, 2003, 293-296쪽.

32) C. R. Linda,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Goo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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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국가의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규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다.33)

   하지만, 2008년 이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와 인권위 조직

축소를 둘러싼 독립성 훼손 시비, 인권위 파행 운영에 항의한 인권위원/
전문위원의 줄사퇴, 부적격 인권위원(장) 임명에 관한 논란, 인권위 파행

에 항의한 시민사회의 협력 거부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 간

은 인권위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4) 이러한 최근의 논란은 인권위 같은 국가기구를 통해 인권이 제도

화되어도 제도가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35)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3, 2000, 68쪽; Kumar, 앞의 글, 283-289쪽; 
더 나아가 국가,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유사조직,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등

이 “상승작용적 접근”(synergisitic approach)을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Fredman, 
조효제 역,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379-386쪽 참조.

33) B. Dickson, “The Contribu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Public Law, 2003, 285쪽.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 각국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설치되어 있다. 
유럽에서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해서 G. de Bec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Europe”, Human Rights Law Review, 7-2, 2007, 331-370쪽;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andbook on the establish- 
ment and accredit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2); Dutc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rengthen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Manual for Embassies of EU Member States (The Hague: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9) 참조.

34)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와 인권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두식, “이명박 정부하의

국가인권위원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법과 사회』, 39권, 2010, 49-74쪽; 이국
운, “국가인권위원회 10년의 평가와 전망: 헌법정치학의 관점에서”, 『헌법학연
구』, 19권 2호, 2012, 143-176쪽 참조. 

35) 물론 그렇다고 인권위의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화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제도화의 명암에 대해서는 논문 말미에서 다시 다룬다. 인권위의 개혁방안에 대해

서는 정태욱,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제도 개선론 소고”, 『법학연구』, 
13집 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29-264쪽;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10
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38
쪽; 조백기, “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 국가인
권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2호,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08, 207-250쪽; 조백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방향”,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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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부와 인권행정

   우리 헌법 제19조는 국가가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human-rights-based 
administration) 또는 ‘인권통합행정’(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admini- 
stration)은 바로 행정의 최고 지향점이 인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부처는 인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보건
복지부에는 건강권, 복지권, 장애인권, 노인인권, 아동인권 등의 문제가, 여성
가족부에는 여성인권, 아동인권 등의 문제가, 외교통상부에는 국제인권 문제
가, 통일부에는 북한인권 문제가, 교육부에는 학생인권문제가, 국방부에는 군
대인권 문제가, 고용노동부에는 노동인권 문제가, 법무부에는 교정인권, 외국
인·이주자인권, 피해자인권 등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인권이라는 말을 특

정하지 않아도, 이들 부처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들이 중 인권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 국방부의 인권담당관

실, 외교통상부의 인권사회과 등과 같이 부처 내에서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

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권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법무부이다. 법무부 인

권국이 국가의 인권업무 종합 정책과, 각 부처 간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와 공식 답변 작성, 인권침해조사 등의 기능을 총괄하고 있

기 때문이다. 법무부 인권국은 1962년 검찰국 인권옹호과에서 출발하여, 
1975년 법무실 산하의 ‘인권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91년에는 인권옹호, 
인권관련 법령, 인권 홍보, 국제인권, 인권옹호단체 조정 등 인권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36) 2006년에는 당시 법무부 비검

찰분야 강화의 흐름에 따라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를 소속에

둔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3년 현재의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법률논총』, 1권 2호, 2012, 193-234쪽 참조.
36) 연혁은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http://www.hr.go.kr/HP/HUM/hum_01/hum_1020. 

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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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가인권정책을 조정하는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인권정책과’이
다. 인권정책과는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 인권 관련 각 부처

간 협력,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의 조정·총괄, 5) 인권위와의 협력,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답변서 작성, 7)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
체와의 교류·협력,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 10)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1) 준법정신
의 계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37) 특히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2006
년 제정)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에 관련한 부처간 협의를 ‘국가인권정책협의
회’가 맡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의장이 법무부장관이고, 주무부서는 법무

부(인권국 인권정책과)이다. 이렇게 법무부 인권국이 확대 개편되어 자리

를 잡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
었고,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의 제도화도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답변서 작성 시 여러 정부부

처가 연관되어 있는 쟁점이 대부분이어서 부처 간 조정기구가 필수적인데,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체계

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같이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된 인권정책의 수립·이행·평가
역시 이러한 협의·조정기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권위와 법무부(인권국)의 역할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

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38) 인권위가 설립 초기에는 조직

적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법무부의 인권행정 강화가 인권위의 조직기반을

위협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었다.39) 실제로 그런 우려를 살만한 맥락이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인권주무부처가 인권행

정을 적절히 수행해야 인권위의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40) 

3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참조.
38) 이와 관련해서는 홍성수, 앞의 글(주28), 180-183쪽 참조.
39) “인권위, 법무부 인권국 신설 반대 논란”, 『세계일보』, 2005.09.22. 
40) M. O'Sulliv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ffectively Pro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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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부)가 국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되고 독립기

관인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정책의 감시·평가하고, 적절히 자문·권고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41) 인권침해사건
구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교정시민옴부즈만, 국방신
고센터 등 기관 내 분쟁처리기관들이 일차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사건이

나 단순 법률위반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좀

더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42)

4. 인권교육

   인권의 제도화에서 인권교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 차원에서

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는데, 특히 1994년 ‘유엔인권
교육 10년’(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이 선포되

고, 2005년 그 후속조치인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14)이 채택되면서 유엔의 움직임이 더

욱 본격화되었다.43)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학교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44) 먼저, 국가인권위원법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교육을 위한 각종 커리큘럼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인권강사진을 양성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군, 

Human Rights”, Alternative Law Journal, 25, 2000, 237쪽; Kumar, 앞의 글, 
294쪽 참조.

41) 이러한 견해는, 법무부 인권국은 행정부 내의 인권심의관, 인권감찰국의 역할을 맡

고,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정책, 여성인권, 인권교육·홍보 등을 전담해야 한다는 제

안(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민주법학, 36호, 2008, 
334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42) 홍성수, 앞의 글(주27), 115쪽 참조.
43) 이성훈,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권 2호, 

2010, 215-252쪽 참조.
44) 국내외 인권교육의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인권교

육연구센터, 2011); 나달숙, “인권교육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
구』, 23권 1호, 2011, 85~1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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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직접 인권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에는 대개 교사, 
학생, 학부모, 공무원45)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인권교육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무원 인권교육에 관련하여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204회에 걸쳐 총 11,574명의 본청·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학에서도 인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만 한다.4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

재, 전국 306개 대학 중 132개 대학에 525개의 인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

되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교과목 수가 8.3배 증가한 것이다. 로스
쿨에서도 대부분의 로스쿨이 인권 관련 교수진 규모 자체가 커졌고 대부

분 인권법, 공익인권법 등의 교과목도 개설되어 있다.47)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25개 로스쿨에 모두 공익인권법 관련 학회

가 창립되었고, 이들은 ‘로스쿨 공익인권법 연합모임’을 꾸려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48) 아직까지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몇 년 내에 많은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45) 양천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법학의 관점에서”, 『동아법학』, 54
호, 2012, 149-180쪽.

46)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인권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

가?>, 영남대학교, 2011.11.5., 1-17쪽; 임재홍,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권 2호, 2010, 33-62쪽 참조.

47) 인권법과 관련된 근간으로는 박찬운, 인권법 (한울, 2011, 초판 2008), 박찬운, 인
권법의 신동향 (한울, 2012);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2); 
인권법 교재 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인권법의 위상에 대한 연구로는 양천수,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법사회학의 측면에서 접근한 시론”, 『법학연구』, 48권 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8, 33-58쪽 참조.
48) 채형복,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관점

에서”, 『동아법학』, 52호, 2011, 31-65쪽; 박찬운, “인권법의 개념 정립과 로스쿨

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소고”, 『인권법평론』, 2호,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08, 3-54쪽; 염형국,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 방

안”, 『인권법평론』, 2호,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08, 
119-1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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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권의 지역화

   ‘인권의 지역화’(localization)는 인권의 세계화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

로서, 인권이 세계적 차원의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그 실질적인 이행을 위

해서는 결국 국가 단위, 지역 단위, 개별 분야에서 인권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지역화라는 말은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지
역’(region)단위 또는 ‘국가’(nation)단위의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한 국가 내의 지방 단위 또

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인권이 담론화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

로 사용하기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와 인권도시

   세계인권공동체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규범이 국경을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이다.49) 유엔 인권최고대표

실, 인권조약의 이행 메커니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개인통보제도
등 유엔 차원에서 관련 기구와 감시·보고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보

장시스템의 구축에도 힘썼다. 아프리카인권기구나 유럽인권재판소 등 지

역적 차원의 인권기구의 설립이나, 각 국에 설립하도록 권고해온 국가인

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다. 
   세계인권공동체의 화두였던 보편적 인권의 세계화라는 과제 못지않게, 
인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

49) 이하 인권도시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주로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3호, 2012, 307-3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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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50) 실제로 시민들의 구체적 삶에 밀착한 아래로부터의 토착

화된 인권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제들이 아래로부터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는 인권의 주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조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51)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데

있어 아무래도 유리하다.52) 지방 차원에서 인권규범이 형성되고 구현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53) 
   최근에는 특히 ‘도시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54) 한편으로 현

대사회에서 ‘도시’는 사회권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권리, 예컨대 식수, 
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에 대한 인권 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부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외국인, 이주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거나,55) 소수자 그룹의 실질적인 권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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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 Parmentier, “Introduction: reconsidering human rights from 
below”와 G. O. Aguilar,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a methodo- 
logical approach” 참조

51)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11쪽.

52)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Rule: Decentralisation 
and Human Rights (2002), 20-21쪽; E. Friis-Hansen, and H. M. Kyed,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and Human Rights: A Review of Approaches for 
Strengthening Voice and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ance. Social Develop- 
ment Department,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2009), 2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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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13쪽; 우리 헌정질서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라는

지적으로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324쪽 참조.
53) 김중섭, “지역공동체와 인권: 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 현상과 인식, 30
권 4호, 2006, 135-140쪽.

54) 포괄적인 소개로는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참조.

55) 강현수, “도시연구에서 권리담론의 의미와 과제”,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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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empowerment)하는 데에도 유리한 공간으로 생각되었다.56) 또한
도시를 세계적 차원의 인권침해에 대항하고 세계인권규범·체제의 재구성

을 추동해내는 지역적 실천 단위로 상정하거나,57)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문제와 전통적인 지역 인권침해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글로컬

(glocal)한 공간으로 보는 시각58)도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논의에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 것은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

페브르(Henry Lefebvre)이다.59)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le droit à lq ville)라는 개념을 통해, 시민의 시민권과 구분

되는 도시거주자의 권리, 즉 도시라는 공동의 작품에 대하여 도시 공간을

전유하고,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개념화하였

다.60) 이러한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이 여러 학자, 행정가,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도시권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는 흐름으로 연결된 것이다.61) 
2000년에는 ‘도시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이 제정되었고, 2004
년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계 헌장’(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부터 유네스코

56)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Rule: Decentralisation 
and Human Rights (2002), 21-22쪽; 강현수, “도시연구에서 권리담론의 의미와

과제”,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67쪽.
57) 정성훈,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12

권 3호, 2012, 381-406쪽 참조.
58)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적 모색: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컬-도시로”,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1호, 
2013, 143-165쪽 참조.

59) 이하 도시권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
론 (라움, 2012) 참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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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

련 실천 운동의 흐름”,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40-50쪽 참조.

61) C. Butler, 앞의 책, 146-1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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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와 유엔-헤비타트(UN-HABITAT)는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

젝트’를 추진해왔다. 개별 도시 차원에서도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

장’(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006), ‘멕시코
시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Mexico City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2010) 등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2011년에는 도시인권의 개념

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서인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
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가 채택되기

도 했다.62) 2013년 9월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지방정부와 인

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고 2014년 9월에는 중간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어, 유엔 차원에서도 도시인권이라는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지자체가 인권보장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권의
보장은 ‘국가’와 ‘중앙정부’의 책무이지만 그 책임의 일부는 지자체가 분

담하는 것이며,63)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이 인권의

보호·증진을 목표로 해야 할 책무가 있다.64)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책임은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 인

권 관련 법령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가 명시되어 있다.65) 그렇다

62) 이 헌장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40국이 가입한 ‘도시와 지방정부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의 ‘사회적 배제, 참여민주주의, 인권을 위

한 위원회’(UCLG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가 2011년 세계회의(World Council)을 열어 채택한 것이다.

63)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20쪽; 국가인권위원회,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2011), 19, 25-26쪽. 

64) 송기춘, “지방자치와 인권보장: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8권 3호, 2012, 192-194쪽 참조.

65) 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은 그 목적을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

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제5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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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지자체의 인권책무를 조례로서 재확인하고 세

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66) 실제로, 한국에서 인권의

지역화는 2000년대 후반 이러한 지자체의 인권책무를 담은 인권기본조례

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67)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시, 울산 동구, 경남 진주 등 주요 기초자치단체

에 45곳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68) 이들 조례에는 대체로 1) 인
권 근거규범의 확인, 2) 지자체의 인권책무 확인, 3) 인권거버넌스의 구축

(인권위원회 설치 등), 4) 인권의 제도화(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

무화 등), 5)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인권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

로부터 제기된 의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시민사회의 관심도 점

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진주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인권조례제

정운동이 시도된 바 있었으며,69) 인권도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었다.70) 한국
인권재단 산하 ‘도시와 인권센터’처럼 인권도시운동을 지원하는 민간조직

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권도시운동은 지자체 중심의 위로부터의

66) 정영선,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법학논총, 18집 2호, 조선대학교 법

학연구원, 2011, 162쪽; 조상균, “국내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과 평가”, <인권조례
제정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2009, 22, 27쪽.

67)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

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제2장 참조. 이하 인권도시운동과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홍성수, 앞의 글(주49), 310-311쪽 참조.
68) 2013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 검색시스템

(http://www.elis.go.kr)의 검색에 의한 통계이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검색기능의 문

제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다.
69) 진주시의 사례는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진주시 사례를 중심

으로”, 『현상과 인식』, 33권 4호, 2009, 117-137쪽; 김중섭, “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진주시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1권 4호, 2007, 33-56
쪽 참조.

70)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
총』, 29집 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15-4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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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성격이 강하며, 이로 인해 시민과 괴리된 인권도시라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1) 게다가 인권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예산, 조직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72)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와 인권도시운동이 자리를 잡는다

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서울)과 인권증진시

민위원회(광주), 인권행정을 담당할 공식 행정조직인 인권담당관, 인권침
해 진정사건의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서울)과 인권옴부즈

맨(광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권기본계획,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헌
장, 인권지표 등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성북 주민인권선언, 주민 인권학교, 인권영향평가 등 다양

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온 서울 성북구의 경우도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

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한 이래 90% 이
상의 지자체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했고, 실제로도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로 전

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7개)에서 서울, 광주, 서울성
북구 수준의 인권행정 제도화가 완비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

다. 전국 경향 각지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과 설치되는 조직

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해도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이다. 

2. 기업와 인권경영

   인권도시가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위계적으로도 하위에서 인

71) 이러한 비판으로 미류, “‘인권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간과 사회』, 39권, 
2012, 161-167쪽 참조.

72) 현재 인권도시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앞의 글(주49), 328쪽 이하; 
양해림 외,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강현수, “주
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도시 만들기”, 조명래 외,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

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아카데미, 2013), 307-3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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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심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의 ‘인권경영’은 단순히 크기와

위계의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초국

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또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은 더 이상 어떤 국가에 소속된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크
기 면에서도 일부 기업의 1년 매출액은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는 수준

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권경영은 단순히 좀 더 작은 하부단

위로 인권이 심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단위의 문제에 주

목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73)이라는 표제 하에서 기업

과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의

욕적으로 추진했던 유엔글로벌컴팩트가 출범한 2000년 이후부터이다.74) 
유엔은 더 이상 국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유엔이 추가하는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고, 기업들에게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핵심과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계경제와 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세계 인권

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을 종합하여, 인권, 노동기
준, 환경, 반부패 분야의 문제를 규정한 ‘유엔글로벌컴팩트 10대 원

칙’(The Ten Principles)을 제시하고 여기에 가입하는 기업·단체들로 하여

금 이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 1과
2에서 기업이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인

권침해에 ‘연루’(complicit)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이른바 ‘공범회피의무’
를 분명히 한 점이다. 즉,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어떤

73) 지금까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중요 자료들은 비영리단체인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의 홈페이지(http://www.business-humanrights.org)에 잘

정리되어 있다.
74)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홍성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

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 35권 2호, 단국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1, 65-95쪽; 이상수, “기업과 인권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응: 유엔 기업인권규범 및 기업인권 이행원칙의 재평가”, 『법과 사회』, 44호, 
2013, 99-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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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든 관계를 맺은 기관들의 인권침해를 승인, 묵인, 지원, 독려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인 존 러기가 작성한, 2008년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와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유

엔 차원의 대응이 보다 공식화되고 전면화었다.75) OECD는 2011년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인
권에 관한 장을 추가했고, 2010년 제정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는 인권 관련 항목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의 작성지침인 ‘G3 가이드라인’에도 2011년 개정 때

인권 관련 항목이 대폭 강화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로는, 영국이
처음으로 유엔의 기업과 인권정책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

의 행동계획인, ‘좋은 기업: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이행’(Good 
Business: Implement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권경영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었으나, 이 중 특히 인권에 관한 기업

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인권문제를 다뤄온 단체들과 해외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꾸준히 관

심을 가져온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좀 더 본격적인 흐름이 형성되었다. 인권위는 그동안 기업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76)나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준에 따른 국내

75)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와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2011). 존 러기 특별

대표가 그동안 수행한 성과에 대해서는 J. Ruggie, Just Business (New York: 
Norton, 2013) 참조. 

76) 예컨대,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삭제 권고 (2003), 경찰·소방관·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신체조건을 제한 삭제 권고 (2005), KTX 여승무원 고용구조 개선 권고

(2006),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개선 권고 (2006), 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신장



56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

법·제도 관행 개선 권고77) 등은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아예 ‘기업과 인권’이라는 독자적인 주제를 잡고 집중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8년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입문’을 발간하고, ‘기업 활동과 인권
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의 국제회의78) 및 국내회의79)를 주최하고, 인권경영 관련 보고서80)를 제출

한 바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지난 수년간의 성과를 종합한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완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인권경영에 관련한 일종의 기반사업을

일단락지은 바 있다. 2013년에도 인권경영포럼을 세 차례 개최하고,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사업은 주로 국제규범과 해외 사례에 대한 소개, 약
간의 기초조사, 필요한 과제의 점검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81) 시민사회에서도 인권경영이라는 포괄적인 이슈에 지속적인 대

제한 개선 권고 (2007), 항공사 女승무원 바지 허용 권고 (2013) 등.
77)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권고 (2007),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 인

권개선을 위한 법령·정책 개선 권고 (20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한 법령·정책개선 권고 (2008),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9), 사내하도급근로
자 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정책 개선 권고 (2009),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 개선 권고 (2011), 산재보상보험의 ‘업무상 질병’ 제도 개

선 권고 (2012) 등
78)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

할 것인가? (2009.5.6.);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회의

(2011.10.11.) 등.
79)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2009.9.14.); 기업

과 인권: 국가의 의무와 노동인권 (2011.11.22.); 기업과 인권: 유엔 정책프레임워

크 및 ISO26000 분석 (2011.7.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2011.8.31.) 등.
80) 주요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국가인

권위원회, 2008);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국가인권위
원회, 2009); 인권경영의 이해: 2010년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

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기업과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에 관한 연구 (2012) 등.
81) 이러한 비판적 시각으로는 홍성수, “토론문 -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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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나 관심은 아직 미흡한 편이고,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새로운 가치로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2) 하지만 기업이 갖는 영향력과 중요

성을 고려해본다면 기업에서의 인권 이슈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를 가능성이 높다.

3. 학교와 학생인권

   인권의 지역화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분야는 바로 ‘학교’다. 최근 한

국에서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단

위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인권’의 문제, 특
히 자신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 직후의

학생회 직선제 요구와 보충자율학습 폐지운동, 그리고 참교육운동이었으

며,83) 청소년들이 청소년 고유의 사안을 주제로 한 청소년 자신의 운동을

펼치기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84) 이때부터 청소년

들은 강제 자율학습·보충수업 문제, 두발자유화, 사학재단비리, 학교운영
위원회 학생참여, NEIS 반대, 청소년 참정권(선거권 연령), 학생회 법제

화 운동, 학내 종교자유화 등 등 청소년 고유의 문제들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5년 무렵에는 최초의 청소년 인권단체인 ‘학생복지
회’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에는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85) 2000년 대 들어서는 ‘학

가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

법학회 학술대회: 기업과 인권>, 성균관대학교, 2013.7.30., 144-149쪽 참조.
82) 2011년 『한겨레21』 제847호의 [표지이야기]로 실린 “인권경영, 미흡하거나 침묵

하거나”, “사회책임경영 안 하면 수출길 막힌다” 등 참조.
83) 전누리,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87년 민주항쟁과 고등학생운동, 청소년인

권운동의 뿌리”, 『인권오름』, 6호, 2006; 유윤종,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들불처럼 번진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 『인권오름』, 10호, 2006 참조.
84) 유윤종,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

씨 헌법소원 사건”, 『인권오름』, 2호, 2006; 학생인권과 관련한 당시의 여러 가

지 쟁점에 대해서는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참조.
85) 청소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도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인권보고서 (인간과 복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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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
워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조

직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1998
년 교육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에 맞춰서 ‘학생인권선
언’을 준비했으나 발표하지는 못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성교

제, 휴대전화 사용, 화장, 교사 체벌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학교생활규
정 예시안’을 발표하였고, 인권위는 이 예시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체벌금지, 초중등교
육법 개정,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등의 조

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2005년경부터는 학생인권을 법제화하자는 시민운

동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견수렴제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의무화, 체벌금지, 강제 자율학

습, 보충수업,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자

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로 2006년에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

부개정법률안)86)이 발의되었고, 11월에는 ‘학생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결국 입법에는 실패했다. 지역 차원

에서는 광주지역 인권, 청소년, 교육 관련단체들이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
회’를 결성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제도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2000년대 후반의 ‘학
생인권조례’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마다 내용상

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체로 학생은 인권의 주체이고 교육감·학교장·교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인권
론 (교육과학사, 2004); 관련 연구로는 표시열, “학생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

안”, 『오늘의 청소년』, 118권, 1997, 14-20쪽; 이수광, “학생인권론의 타당성과

내용”, 『교육연구』, 23권, 1999, 247-272쪽; 배경내,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

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하승수,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출판사, 1999) 참조.
86) 학생인권에 관한 규정이 담긴 개정안 (의안번호 4042.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3.13.)과 학생자치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긴 개정안 (의안번호 4150,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3.30.)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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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은 학생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학생의 다양

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의무화, 학생인권종합
계획 수립, 학생인권침해구제 등 학생인권정책의 제도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87)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

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광역시(2012), 서울특별시
(2012), 전라북도(2013)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

는 상태이다.88)

   대학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등록금문제 등 대학생

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운동이나 1990년대 후반의 반성폭력운동의 흐

름89) 등도 대학 내 인권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대학생 인권’이 독자적인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는 대학 학칙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학칙개정운동’90)과 몇몇 대학에서의 ‘대학인권센터’의 발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중앙대는 2012년 성평등상담소를 인권센터로 확대 개편

하였고, 서울대는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서
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

권위원회에서는 2009년에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인권친화적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87) 배경내,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인권 보장 입법의 중요성”, 『서강
법률논총』, 1권 2호, 2012, 87-112쪽 참조.

88) 배경내 외,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교육공동체벗, 
2012); 공현 외, 인권, 교문을 넘다: 학생인권쟁점탐구 (한겨레에듀, 2011).

89) 홍성수,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15집,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11, 36-38쪽 참조.

90) 안민석 의원실, 권영길 의원실, 대학생 학칙개정운동 준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학칙의 법적 성격 및 쟁송 방안 연구: 대학 민주

화, 학생 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학학칙토론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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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을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라는 점에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91) 이러한 변동의 추세는 모두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갖고 있다. 인권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인권규범이

국내의 규범체계·관행과 맞물려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인권의 제도화

는 인권이 주장이나 이념 수준을 넘어 한국 국가의 공식적인 법과 제도

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지역화는 인권이 좀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단기
적인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 심화되

고 발전할 것이다. 인권담론은 삶의 규범으로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서 인권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일은 점점 더 일반화될 전망이다.

91)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 중 ‘인권연구’(human rights studies)가 있는데, 
이러한 인권의 변동에 영향을 받아 인권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또 인권연구의

성과가 인해 인권의 변동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연구가 법학, 정치
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들로부터 분화되고, 인권에 관련한 전문학술지, 인권 관련

연구소, 인권 관련 학위과정 등이 생긴 것은 대략 2000년대 이후이다. 인권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법무부 인권행정기능 강화

에 따라 인권에 대한 연구 수요가 많아진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어느 특정 분과로 환원되기 어려운 인권의 고유한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법
학 내부에서도 헌법이나 국제인권법 등과 구분되는 ‘인권법’이라는 독자적인 분과

가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출간된 연구서 내지 대중교양서들이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M. Freeman, 김철효 역,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M. Ishay,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조
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최현, 인권 (책세상, 2008); S. Fredman, 
조효제 역,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A. Clapham, 박용현 역, 인권은 정치적이다 (한겨레출판사, 2010); 김비환 외, 인
권의 정치사상 (이학사, 2010);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조효제, 인권
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1); C. Menke and A. Pollman, 정미라 외 역, 인권
철학 입문 (21세기북스, 2012);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C. 
Hitchens, 박홍규 외 역, 인권 이펙트: 인간은 어떻게 사람다울 권리를 찾게 되었

는가 (세종서적, 2012); A. B. Fields, 박동천 역,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모티브북, 20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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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권의 세계화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끊임없

이 국제인권규범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고,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도입, 개인진
정제도의 활성화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인권규범을 원용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송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국제인권기구에 인권구제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렇게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현실이 교차되는 흐름

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92) 다른 앞으로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수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국제인권규범의 형성과 이행을

선도하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둘째, 인권의 제도화는 형식적인 제도화를 넘어 그 실질적 이행의 단

계로 나아갈 것이다. 인권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이

제시한 ‘국가의 인권보호체계’(national protection system)의 여섯 가지

차원, 즉, 헌법적 차원, 법률적 차원, 사법적 차원, 제도적 차원, 감시적
차원, 교육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유용하다.93) 먼저, ‘헌법적 차원’, ‘사법
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인권
의 국내규범화에 대한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보면,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등 인권법

제에 대한 개혁과제가 남아 있으며, 인권조례의 제정이라는 성과가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제도적 차원’
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거버넌

스를 갖추고 있지만, 행정주체와 시민사회 사이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

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인권책무가 좀 더 효과

적으로 수행되려면, 지자체별로 인권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조직을

갖춰야 하며, 각 기관 별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기관이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다.94)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제도’(human 

92)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기본권이해에 대해서는 김선택, “기본권보장의 발전과 기본권

학의 과제”, 『공법연구』, 37집 2호, 2008, 71-73쪽 참조.
93) B. G. Ramcharan, Preventive Human Rights Strategies (Abingdon: Routledge, 

2010), 50-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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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impact assessment)의 도입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95) ‘감시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이나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보고

서 작성, 기타 인권정책 추진 시 입안-시행-감시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

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인권단체들은 제1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대한 감시와 평가절차가 제대로 진행

되지 않은 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

기는 하지만,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의무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96)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한 기반 측면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

다. 인권기본법이나 인권교육법97)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권의 지역화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되긴 했지만 산적한 과제

들이 많다. 그동안 주로 국가·중앙정부 위주의 인권 제도화가 진척되어

왔음에 비해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의 인권의 발전은 더딘 편이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학교, 기업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 인

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지자체에서의 인권도시운

동은 그동안 국가폭력에 대항한 소극적 자유권 위주의 인권문제를 다양한

94) 예컨대, 군대에는 군인권옴부즈만, 교정에는 교정인권옴부즈만, 지자체에는 지자체

별로 인권옴부즈만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민인권보호
관’이라는 이름의 인권옴부즈만을 통해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95)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는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

하다. 입법기술적으로는 이 20조를 실효성 있도록 수정하거나, ‘인권기본법’에 인

권영향평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도 각 인권영역에서 인권영향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for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OHCHR, 2012); D. Abrahams and 
Y. Wyss,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0) 참조.

96) 김성재,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47-50쪽.
97) 2007년에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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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문제에 직결된 적극적인 인권문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이유로, 기업은 영

리기관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적용에 제한되어온 대표적인 영역들이었으

나, 최근에는 오히려 인권의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역이 되

었다. 앞으로도 사설학원, 병원, 가정, 마을 등 점점 더 작은 단위에서 인

권이 의제화될 것이며,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주노동자, 혼혈인, 성소수
자, 성매매여성, 노숙자, 탈북자, 부랑자 등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의 목소

리가 인권으로 담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 자체는

인권의 심화·발전을 위해 긍정적이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특히 인권의

제도화가 갖는 양면성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지

자체에 인권위와 인권담당부서가 설치된다면 그 위력은 대단할 것이다. 
시민들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질적

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가 “인
권을 정치에서 제거”98)하거나 “인권의 급진적 힘을 협소”99)하게 만들 가

능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100) 다행히 제도화의 위험이 극복될 수 있는

98) M. Freeman, “Putting Law in its Place: An Interdisciplinary Evaluation of 
National Amnesty Law” in S. Meckled-Garcia and B. Cali (eds), The 
Legalization of Human Right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Law (Abingdon: Routledge, 2006), 49쪽.

99) C. Gearty, Can Human Rights Surv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69-70쪽.

100) 같은 맥락에서 인권의 제도화·법제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논의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는 S. Meckled-Garcia and B. Cali (eds), The Legalization of Human 
Right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Law (Abingdon: Routledge, 2006); T. Campbell, K. D. Ewing, and A. 
Tomkins (eds), The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Sceptical Essays 
(Oxford: OUP, 2011) 참조. 그런 점에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성취를 선취한 여성계에서 제도화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희진, “법제화 이후의 여성운동을 위하여”, 정희진
외,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울아카데미, 2003), 11쪽; 김
경희, “법제화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사회과학
연구』, 15-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 122쪽 이하; 윤정숙, “진보적 여

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125호, 2004, 65쪽 이하; 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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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제도화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지역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 기
업, 지역 등 구체적 삶의 영역으로 인권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권이

본래의 수원지였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애초의 그 운동적 성격을 회복하

고 있다는 청신호이며, 이것이 바로 제도화의 부정적 편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반인권적인 정치는 그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어 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일순간에 전부 무너지진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축소되고 그 실질적 위상이 약화되

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며, 국가인권위원
회법의 차별금지 사유들은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제도화가 인권의 급격한 퇴행을 저지하는데 일

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인권시민사회는 인권

의 퇴행에 맞서 지역, 기업, 학교 등의 구체적 현장에서 다시 아래로부터

의 인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인권공동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시 지역적 수준에서 인권의 제도화로 귀결되

고 있기도 하다. 결국,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기인하는 민주적 힘이 인권

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101) 제도를 만들어내는 힘도, 정치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대목에서

한국에서의 인권의 발전을 위해 착목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민주노동과 대안』, 2003년
10월호, 45-59쪽 참조. 필자는 성희롱법정책에서 이런 문제를 짚어본 바 있다. 홍
성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

의 비판”, 『법철학연구』 12권 2호, 2009, 203-226쪽; 홍성수, “소송을 통한 사

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8호, 
2010, 209-232쪽 참조.

101) 비슷한 진단으로 T. Campbell, K. D. Ewing, and A. Tomkins, “Introduction”, 
Campbell, Ewing, and Tomkins, 앞의 책, 9-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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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s in Korea 
− Glob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Localization −

Hong, Sung Soo

   Human rights have been actually discussed in Korean societ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1948. However, human 
rights were just nominal in practice for a long time and they have become 
a national and social theme which is really influential in societies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in 1987. Since then, human rights NGOs 
have proliferated and human rights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values in terms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article 
categorizes these developments in Korea into three features: glob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First of all, the 
globalization of human rights means civil society have us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system and it has played their roles as 
substantial legal norms since 1993 in Korea. Secondly, it can be said that 
human rights are institutionalized in the sens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began to play 
an active role in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a series of important 
legislations regarding human rights were enacted. Lastly, the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means that human rights are materialized in local areas 
or in the particular spheres. In fact, some local authorities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city campaign and 
human rights began to have an influence on specific areas such as business 
and schools. With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there should be a growing tendency toward 
globalizaton, institu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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