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에 대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안  

 

 

주정부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이행을 위한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이를 화해를 향한 

초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는 사안에 대한 더 나은 

투명성과 예측성을 도입하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BC주의 법률이 UN 원주민 권리 선언(UN 선언)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BC주 원주민 추장들의 지도하에 원주민 대표자 회의(BC주 원주민 

의회, 원주민 정상 회의 및 BC주 인디언 추장 협회)와 법안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방 법안 C-262와 유사하게 이 법안에 따라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 BC주의 법률을 UN 선언에 맞추어 조정   

• 지속적인 공개 보고를 포함한 실행 계획   

수정이나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은 UN 선언에 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 외에, 이 법안은 주정부가 다양한 원주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연성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소속 부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원주민 정부의 의사결정 기회 창출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환경 평가와 아동 복지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법률을 제정하나요?   

주정부는 정부의 원주민 아동 관리, 충격적인 빈곤 수준, 자살 및 차별 등을 

포함하여 식민주의에 의해 원주민이 처하고 있는 지속적인 탄압과 피해와 

관련된 역할과 실질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BC주와 원주민은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유일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캐나다 헌법은 원주민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분명하게 

지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인권을 인정하고, BC주의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UN 선언의 기준에 맞추고, 캐나다 원주민의 법적 권리를 

위한 입법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주정부, 원주민, 사업체 및 지방 정부는 효과적인 관계와 

견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더 나은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BC주에는 원주민, 산업계 및 주정부가 협력하여 이익을 창출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Sechelt 근처 shíshálh 부족과의 임업 및 북부 BC주의 

Taltan 부족과의 토지 이용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BC주의 원주민, 가족, 사업체 및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며, 협력적인 

미래 방향을 수립하여 BC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원주민 정부와 BC주 간의 계약을 지원할까요?  

BC주는 다양한 원주민 정부와 이미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 법률은 그렇게 

하기 위한 분명한 체계를 제공할 따름입니다. 이 법률을 통해 주정부는 

인디언 액트 밴드 및 법인 조직(단체 등) 외에 원주민 정부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정부가 다른 형태의 원주민 정부(예: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집단으로 함께 협력하는 다수의 부족 또는 세습 정부 등)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원주민 정부 또는 실체가 부족 

구성원에게서 부족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 법안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의사결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원주민 정부와 

주정부 간의 신규 의사결정 계약에 대한 재량권입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Heritage Conservation Act) 및 하이다 그와이 

화해법(Haida Gwaii Reconciliation Act) 등 여러 법들이 주정부의 법적 

의사결정에 원주민 정부의 참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환경평가법(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은 협력적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원주민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은 

비공식적이고 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 법안은 행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공동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구조와 

명확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원주민 정부는 명확한 프로세스와 규칙 및 결정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좋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예측 및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의 전적인 의사결정 참여 체계를 지원합니다.  

협상  

2017년에 주정부의 모든 각료들은 UN 선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행동 요청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뒤, 2018년에 주정부는 UN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BC주에서 UN 선언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BC주 원주민 추장들은 원주민 

대표자 회의(First Nations Leadership Council) 단체들에게 결의안을 통해 

주정부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공동 의제인 약속 

문서 실행 – 실질적인 행동: 법률, 정책, 프로세스 및 구조의 전환(news.gov. 

bc.ca/files/BC_FNLC_Actions.pdf)의 첫 번째 목표이며 2019년의 개원 연설과 

2019년 예산에서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 이 법안을 도입할 예정 하에, 주정부와 원주민 대표자 회의는 

2019년에 주 전역의 원주민 지도자들 및 단체들, 사업체, 노동계 지도자들 및 

자치정부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은 가을 이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UN 원주민 권리 선언  

2007년에 UN 총회는 UN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46개로 구성된 선언에는 문화, 

정체성, 종교, 언어, 건강, 교육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UN 선언은 품위있는 삶, 원주민 기관, 문화 및 전통의 유지와 강화, 원주민의 

필요와 소망에 따른 자체 개발 추구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UN 선언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언은 UN 헌장,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국제 인권법에서 

인정된 동일한 인권과 기본 자유를 지지합니다.  

UN 선언은 캐나다를 비롯해 148개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UN 선언을 화해의 토대로 완전히 채택하도록 캐나다의 모든 

정부들에 촉구했습니다. 

원주민과의 화해를 위한 토대 관련 BC주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