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던 당신,

제가 세희를 잃고서야 깨달은 인간존엄의 권리를, 

국민들은 더 큰 것을 잃기 전에 함께 깨닫고 함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자각하고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못난 아빠의 뼈아픈 깨달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_임종호 (416가족협의회)

추진단 등록
6월

각 지역, 공동체 등에서 최소 1회의 풀뿌리토론을 열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추진단에 등록합니다.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에서 신청하세요.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안내  | 7월 11일 오후 1시, 수운회관(서울 종로구, 안국역)

416 인권선언 추진단

에 함께해주세요

인권선언,이렇게 추진됩니다 

1차 전체회의
7월 11일(토)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풀뿌리토론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풀뿌리토론
7~10월

추진위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풀뿌리토론을 진행하여 토론의 결과를 모아줍니다. 

2차 전체회의
 일정 추후 공지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선언할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정합니다. 

범국민서명운동 등 

2016년 1~3월
416인권선언문을 만들고 선언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2016년 4월



막연한 감정으로 행동하면서 내 속에서 일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인권이란 단어를 통해 얻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던 일 모두가 인권을 경시한 행동이었다. 

_김연지 (엄마의 노란손수건)

4.16 이후의 달라질 세상은 그 토대를 튼튼하게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4.16인권선언을 향해 가는 풀뿌리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참사에 연루되었는지를 촘촘히 밝히기를 바란다. 정치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당연하게 여기거나 외면해왔던 것들을 낯선 것으로 꺼내어 놓고 새롭게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 (...) ‘잊지 않겠다’ ‘달라지겠다’는 약속의 말이 

껍데기만이 아닌 알맹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여 ‘인권’을 이야기하자! 

_박희정 (작가기록단)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를 밝힐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기고 잊어왔던 생명, 안전, 진실, 치유, 구조, 회복의 권리들을 

4.16 인권선언을 통해 다시 밝히고 행동을 확산해가요. 4.16 인권선언은 

전국적인 풀뿌리토론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존엄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피해자의 권리, 연대권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인권을 선언한다고 사회가 달라질까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먼저 아닐까요? 

우리가 선언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직접 밝히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만들어집니다. 

풀뿌리토론은 누구든, 어디에서든 열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 있으나,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풀뿌리토론을 열고 싶은 분들은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나 인권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나 조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선언의 힘은 선언된 권리에 있기보다 함께 선언하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권력에 우리의 권리를 내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할 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부와 기업 등에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를 너끈히 만들 수 있습니다. 

416인권선언으로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16인권선언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대한 권리를 밝혀가는 만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발 딛고 설 자리는 사라질 테니까요. 진실을 밝혀갈 진상규명 

활동과 416인권선언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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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