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 간 구� � 분 내� � � � � � � � � � � � � 용

16:00~16:02 2’ 개회 사회� 전진희� [인권인문연구소� 연구소장]

16:02~16:05 3’ 인사말씀 윤목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16:05-16:25

10’

기조발제

1. 세계인권도시포럼� 10년,� 주요� 성과와� 과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10’
2.� 지역주도� 포럼의� 성공전략과� 비전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Part� 1�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내적� 발전� 방향� (좌장:� 김기곤)

16:25~16:35 10’ 발제� 1 허창영�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

16:35~17:05 30‘ 지정토론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

곽로렌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총장]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김용만� [광주광역시청� 민주인권과장]

17:05~17:15 10’ 자유토론
Part� 2�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인권� 도시의� 발전� 방향� (좌장:� 신경구)

17:15~17:25 10’ 발제� 2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소장]

17:25~17:55 30‘ 지정토론

샴스� 아자디� [비엔나� 시� 인권위원]

무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인권자문관]

프레데리크� 하노티어� [인권도시네트워크� 대표]�

한스� 사커스� [위트레흐트� 시� 국제협력과장]�

아만다� 마르티네즈� [UCLG� 인권위원회� 책임자]

17:55~18:05 10’ 자유토론
18:05~18:10 5’ 폐회

세계인권도시포럼� 10년� 평가회의

 행사개요

� ○� 일시:� 2020.� 12.� 2.� (수)� 16:00-18:10

� ○� 방식:� 온라인� 회의� (Zoom)�

� ○� 내용:� 포럼� 10년� 주요성과� 평가� 및� 국내외� 발전방향� 모색

� ○� 통역:� 한국어,� 영어

 진행순서



컨셉노트�

2011년� 첫� 출발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계의�

인권진영이� 광주에� 모여� 인권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고� 인권정책을� 공유해� 온� 것은� 인

권도시운동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시의� 의미를� 정립하고,� 광주인권도시선언을� 통해� 인권도시� 실천� 원

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인권진영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인권의� 지역화’라는� 목표를� 더욱� 뚜렷

이� 해왔습니다.� 개최지� 광주에게는� 대표적인� 인권행사가� 되었고,� 세계� 인권진영에게는� 대표적

인� 국제인권네트워크이자� 교류의� 장으로� 자리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10년의� 시간을� 축적해온�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직면한�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룬�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포럼의� 정체성과� 역할,� 국제인권연대를� 위한� 효과적� 방법,� 포럼

의� 기획과� 내용�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진지한� 목소리도� 이어져� 왔습니다.

인권지형� 변화도�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권리� 항

목은� 갈수록� 확대되고,�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인권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기술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

시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목표와� 지역마다� 다른� 인권정책�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인류

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인권공동체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10년� 평가회의’는� 변화하는� 인권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인권체제를� 구축하고,� 인권도시� 간�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

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수준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적� 수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지속가능한� 실천� 의제와� 규범을� 재설정하고,� 인

권도시� 확산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

는가?



둘째,� 대한민국� 국내적� 수준:� 지역� 간� 인권정책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접근�

방안을� 찾는� 작업뿐만� 아니라� 인권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에� 세계

인권도시포럼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셋째,� 포럼의� 개최지인� 광주의� 수준:�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행정과� 시민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이� 밖에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럼의� 기획,� 프로그램�

구성,� 참여와�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 볼� 것입니

다.

평가회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10년에� 대한� 성찰’,� ‘국제적� 시각과� 대한민국� 국내적� 시각에서�

포럼의� 발전� 방향� 탐색’�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각� 지역� 인권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

됩니다.�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새로운� 미래를�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인

권진영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