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과 미션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입니다.

활동 원칙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연대와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정치적인 불편부당성과 이념·종교적
독립성,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
인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인권문제의 해결은 일국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과제라는 신념으로 앰네스티는
설립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대하여 함께 활동을 전개합니다.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
앰네스티 활동은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을 위한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1961 년
포르투갈의 두 명의 양심수 석방 운동에서 시작한 앰네스티 활동은 지난 50 여 년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의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앰네스티는 세계 어디에서나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가 간 인권침해 정도를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례의 중대성에 따라 조사하여 활동합니다.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
인권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민족, 정치적 견해, 국적 및 사회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이 가능하려면
자유롭고 안전하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인권은 불가분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편부당성
앰네스티는 특정한 정부나 정치체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앰네스티가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앰네스티의 모든 지부와 지역사무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립성
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나 정치 체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앰네스티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견해나 주장을 반드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활동 및 캠페인 등의 활동에 대해 정부나 정당의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앰네스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재정을 의존합니다. 앰네스티는 독립성과
정치적인 불편부당성을 유지함으로써 앰네스티가 인권침해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정부의 비판을 일축합니다. 또한 국제사회 속에서
앰네스티의 입지와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민주주의 및 상호존중의 원칙
앰네스티의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는 각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개개인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2 년 임기의
이사회 또한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국제운동의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 또한
각 지부의 대의원이 2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의원총회(ICM,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에서 의결하여 결정되며, 4 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국제이사회(IEC,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선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