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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약실천위 설치, 다른 후
보 공약도 반영"

송고시간 | 2018/06/19 11:10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를 설치,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10대 공약 200개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약 실천 목표로 '소통 강화', '도민
화합', '도정 혁신'을 꼽으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주의 주인인 도민과 맺은 약속을
진정성과 열정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른 도지사 후보, 각 정당과 도의원의 공약 중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들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실천위 운영 단계부터 전 도민, 도의회, 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서 도민 대화합을
이뤄내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약실천위는 각계각층의 도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 최대 200여 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환경, 농축수산, 도시교통, 경제산업, 미래산업, 복지, 문화예술체육,
관광 등 8개 분과위원회와 보육, 교육청소년, 청년, 불편해소, 갈등관리, 행정혁신 등 6개
특별위원회를 둔다.
공약실천위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구체적 내용,
실행방법, 예산, 추진일정 등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한다. 도민공개토론회와 인터넷을 통한
참여도 진행한다.
공약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도 운영한다. 주민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선발된 도민으로
구성하고,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공약실천위는 구성 후 60일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8월 말 이전에 실천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보고한다.khc@yna.co.kr

원희룡이 '제주도 예맨 난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
•

•

•

By 이진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예민 난민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
다.
뉴시스에 따르면 원 지사는 “우리도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 피난 갔
던 사람들인데 피난 온 사람들을 박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
소한의 난민규약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대
처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 탈북인들이 내려온다면 받아야겠지만 예멘이나 시
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무사증을 시
행하고 있는)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제사회가 ‘이왕
(난민들이)갔으니 개개의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들을 다 맡아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난민신청자)들을 대놓고 배척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
하다가 이 사안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난민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후유증 없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문대림·원희룡, 5대공약에
제2공항 빠져"
정의당, 창당 이후 첫 제주도의원
탄생…"제주 제1야당 될 것"
[언론 네트워크] "제주 난개발 막
고, 생태환경 지키겠다“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와 제주도
국내와 남북관계
• 평창 평화올림픽 (2-3
월)
• 남북정상회담 (4.27,
5.27)
• 북미정상회담 (6.12)
• 제7회 지방선거 (6.13)
• 환경부 K-SDGs 준비
• 예멘 피난민 사건

국제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 채택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25
주년
• 유엔 사무총장 군축 의제
발표 (5.24)

제주도 인권 현황
•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6년 5월 31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15명, 임기2년)
• 2017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3년, 2018-2020)

제주, 평화의 섬

https://www.jeju.go.kr/jeju/peace/summary/m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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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지정 개요
지정 계획
세계의 평화도시
평화의 창출
평화의 확산
평화의 정착
지정기대효과
평화가 깃들인 그곳
자료실
평화갤러리

제주, 평화의 섬 – 지정 개요
https://www.jeju.go.kr/jeju/peace/summary/mean.htm

평화의
소극적
평화를
점에서
소극적
전쟁이
평화에
적극적
상태를

의미
평화와 적극적 평화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관
보는 것이다.
입장에서의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소극적 생각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말한다.

1978년 33차 유엔총회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존재하
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적극적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전쟁 부재의 단계를 넘어 이의 재발을 막는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욕구,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구축하여 나가는데 있음을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
세계평화의 섬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평
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
산하고 건설하는 제과정을 말한다.
세계의 평화도시
일본 히로시마, 일본 오키나와, 독일 오스나브뤽시, 스위스 제네바

제주, 평화의 섬 - 지정배경
삼무정신의 역사적 유산
제주는 예로부터 평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도둑, 대문, 거지 없는 삼무정
신은 바로 평화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사 최대 비극인 4ㆍ3의 아픔을 겪는 등 한(恨)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
으며 이를 극복한 제주인들의 가슴에는 항상 평화가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국제자유도시 비전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주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교류의 장
91년 한ㆍ소 정상회담 제주 개최 이후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정
상회담까지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감귤보내기('98~) 남북평화축전('03)등 남북교류활동 등의 평화사
업을 적극 실천해나가고 있다.
평화전시ㆍ교육ㆍ연구의 중심
지난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평화포럼은 제주를 동북아 평화논의의 중
심지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을 기념하는 제주국제평화
센터를 준공하여 2006년에 개관하였다.

제주, 평화의 섬 – 지정 기대효과
• 국가 차원의 평화이미지 확대에 기여
• 탈냉전에 대응한 평화회담 개최지 역할
• 제주 4.3 아픔을 승화하기 위한 국가차원
의 노력
• 문화, 환경, 생활공동체 차원에서 제주도의
독특한 이미지 확립에 기여

제주, 평화의 섬 - 평화의 창출
•

•
•
•
•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육성





91년 노태우-고르바초프
96년 김영삼-클린턴
96년 김영삼-하시모토
04년 노무현-고이즈미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 평화공존
탈냉전에 대응한 평화회담 개최지 역할




정례화를 통한 국가차원의 상설 평화협의체로 육성
중국 해남성 보아우 포럼과 같이 아태지역 대표적 포럼 육성

평화를 잇는 가교, 제주

제주평화포럼 (2001년 6월 15일 창립)

제주국제평화센터 (2005년 6월) – 홍보와 관광
4.3의 해결 및 4.3 평화공원
 2000년 1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3년 10월 1일 정부 공식 사과
 2008년 4.3 평화공원 조정
 2014년 정부 ‘4.3. 희생자추념일’ 제정

제주, 평화의 섬 –
평화의 확산과 정착
평화의 확산
•
•
•
•
•

제주평화연구원
모슬포전적지공원
제주 Water Park
남북네트워크활동
국제교육활동

평화의 정착
• 한반도 평화구현
• 동북아 평화구현
• 사회, 문화의 자유로운 시
대
• 환경, 지구문제의 국제적
네트워크 중심

제주도 국제교류 현황
형태

도시

자매도시
미국 하와이 / 인도네시아 발리 / 러시아 사할린 /
(6개국 6개 도시) 중국 하이난 / 포르투갈 마데이라 / 일본 아오모리
현
우호도시
대만 타이페이 / 호주 태주매니아 / 일본 시즈오카,
(5개국 8개 도시) 홋카이도 / 중국 다렌, 상하이, 헤이룽장 / 베트남 키
엔장
한일해협연안도 한국 제주, 부산, 경남, 전남 /
시현지시회의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야마구치, 사가
(2개국 8개 도시)
환태평양평화공 한국 제주 / 멕시코 티후아나 / 미국 샌디에고 / 러
원도시협의체
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대만 가오슝 / 중국 엔타이 /
(7개국 7개 도시) 필리핀 프에르토프린세사

평화와 인권의 관계
1.

평화와 인권 모두 보편적 가치(목적)이자 수단(방법).
-평화적(비폭력)수단과 인권기반접근
2. 현실에서 평화(안보)와 인권은 충돌하거나 갈등관계
- 국가보안법과 인권, 평화(화해)를 명분으로 과거 인권침해 묵인 등
3. 평화는 인권보장의 기반 또는 전제 조건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28조)
- 전쟁은 인권보장 기반에 대한 파괴와 모든 인권에 대한 총체적 부정.

4. 인권 침해는 사회정치적 갈등(폭력)으로 연결
- “If you want peace, work for justice’
- 인권존중 문화와 제도가 갈등을 예방

5. 평화권 : 평화가 인권이다. (개인과 집단 모두)
-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 (유엔 총회 1984)
UNESCO – The Human Rights to Peace (사무총장, 1997년)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인권이사회 2016년)
평화와 인권의 통합

“In Larger Freedom” 2005
"We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we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e will not enjoy either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Unless all these causes are advanced,
none will succeed."
 Kofi Annan, UN SG (199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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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인권과 (개)발전

평화

인권

발전

• 평화, (개)발전(사회경
제)과 인권은 유엔의 3
대 창립 목적.
• (개)발전은 오늘날 지속
가능/생태적 발전으로
확장
• 이 세 가치와 목적에 대
한 통합적 접근이 과제
• 제주도의 경우, 평화와
인권의 섬, 탄소 제로섬
3중 과제.

국제화 사례 – 지자체
평화
 평화시장 Mayors for
Peace

http://www.mayorsforpeace.org
/english/
163개국 7,595개 도시 (2018년 6
월 현재)

•
•
•
•
•

파리평화포럼
제네바평화주간
바젤평화포럼
스톡홀름 평화발전포럼
노르망디 세계평화포럼

인권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2011-)
• 부산(국제)민주주의포럼
(2017-)
• 서울(국제)민주주의포럼
(2009-)
• 서울인권(국제)회의(2016-)
• 제주인권회의 (1999-)
• 낭트 세계인권포럼
• 제네바 Summi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오슬로 Freedom Forum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
•
•
•
•
•
•
•
•

예멘 난민 – 도전이자 기회
빈군사적 평화, 생태평화
강정 해군기지 –
평화의 섬 국제 네크워크
제주평화포럼
평화올레 축제
평화교육 4.7 Walking for Peace
인권평화포럼 SDGs를 통한 인권과 평화의 연
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및 활용
• 목표
환경
• 목표
• 목표
• 목표
• 목표
• 목표
• 목표
• 목표
• 목표

4 – 세부목표 4.7 (세계시민, 인권, 평화,
교육 등)
5 – 성평등
8 – 일자리
11 – 도시 및 주거
12 – 지속가능생태관광
13 – 기후변화, 저탄소도시
14 - 해양생태계
16 – 평화와 정의
17 - ODA

제주 평화와 인권의 섬 제안
1) 인권도시/섬 비전 구체화

 제주인권(평화)헌장 제정
 제1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0) 체계적 이행
-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센터 설립 등.
 자치경찰제도의 인권기반 운영 – 도전과 기회 !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권기반 대응 – 시금석 !
 인권평화회의 개최
2) 세계평화의 섬 비전 구체화
•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도내, 국내 및 국제) 참여 거버넌스 구축
•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과 동아시아 긴장과 갈등 고조 상황에서 제주
의 국제적 평화허브 역할 강화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재평가)
•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설기관: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훈련센터),
제주(평화)포럼, 제주4.3평화재단의 연계와 역할 및 위상 검토
• 제주포럼을 평화와 인권 관점에서 SDGs를 논의하는 다자간 파트너
십 포럼으로 재구성 People-centered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Planet (PPPPP)
• 국제 평화의 섬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 평화 (비핵화)
• 평화 올레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제주 평화와 인권의 섬 제안
3) 제주다양한 모델의 연계와 통합 청사진 구축
 평화와 인권의 섬, 탄소 제로섬, 유네스코 창조도

시, 유네스코 자연유산, 문화예술의 섬 등 다양한
유형과 모델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SDGs 적극활용)
 관련 국제 네트워크 현황 파악 및 연계 전략
(UCLG, IELCI, 인권도시, 평화의 섬 등)
 유엔 SDGs 프레임워크에 따른 제주도 이행 계획
수립 및 실행 (2018년 K-SDGs 채택에 맞추어
2019년 JJ-SDGs 구축 및 실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