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Rights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dress :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Korea



�����������������
�����������
��	���������	�����������

������������������� ��
�
���������� ������
�����������������������

���������������





CONTENTS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_ 2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기획위원회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Planning Committee _ 6

행사개요

Overview  _ 7

프로그램
Program  _ 8

특별 세션 
Special Session _ 15

일반 세션 1
General Session 1 _ 37

일반 세션 2
General Session 2 _ 85

일반 세션 3
General Session 3 _107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Young-ae Choi,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포용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국내외 인권 활동가와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관심과 열정으로 2016년부터 이 뜻깊은 행사를 매년 너무나도 훌륭하게 준비하여 개최해 주시는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도시에는 한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문제

와 해결방법이 함께 공존합니다. 또한, 도시에는 여성, 노인, 어린이, 환경, 주거, 이주민, 혐오와 차별 등 다양한 

인권이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인권 보장 수준은 곧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점에서 포용하는 인권도시, 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만 인구의 서울은 다양한 사람이 다층적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삶을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포용의 공간, 사람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에 한국 최

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두 차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

울시 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시민사회와의 인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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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도시의 실현을 위해인권보장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왔습니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제 개정을 권고하였고, 2017년에는 인권문화 지역 확산 및 제도

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기반 구축과 이를 활성화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부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위원회 및 인권업무 담당자, 지역사회 인권활동가 등과 인권옹호자회

의 및 인권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실태, 이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편견과 혐오표현

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공동체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 역사에 아

픈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콘퍼런스 는 인권보장을 위한 포용의 길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며 그 가치가 우리 공동체에 뿌리 내

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인권기구와 활발한 소통으로 수평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최적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내 인권 거버

넌스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포용하는, 지속가

능한 인권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콘퍼런스 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콘퍼런스 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포용의 길을 모색하고 이

를 제도화할 수 있는 지혜와 고견이 함께 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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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Sang-Hie Han,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세계인권선언 71주년에 즈음하여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를 개최하여 포용도시 서울, 지속가능

한 서울 을 향한 진중한 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온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서울시가 모두와 더

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서로를 배려하며 포용하는 생활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인권 특별시로서의 역할과 책

무를 거듭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여기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드높여 주시는 여러 참여자 여러분

들이 더더욱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 콘퍼런스 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너무도 많은 고민을 해 왔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미

해결의 숙제로 남아 있는 포용과 통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시대가 너무도 급하게 바뀌는 이 시점에 그

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노령, 장애, 이주 등을 이유로 다른 삶이 강요

되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서울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의 일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설 수 있는지를 그려

내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혹은 이주노동자 등으로 호명되며 배제와 폭력, 혐오와 차별의 희

생자로 규정되는 삶의 모습들이, 잠시 시선을 달리 하면 서울 시민 모두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음을 성찰해 보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퍼런스 는 더불어 보살피는 포용의 윤리를 내세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라는 스 피노자의 

말을 빌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수동적인 슬픔에 감염될 수 밖에 없는 서울 시민 모두의 이성과 지혜

를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희생과 배려에 의하여 모두가 시

대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퍼런스 는 현실의 고발과 함께 더

불어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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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라는 슬로건은 이 점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미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약속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이해가 선행

될 때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콘퍼런스 가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배제와 차별로 호명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일 수도 있음을 먼저 자각하고, 그런 억압을 깨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자 또한 우리 모두여야 함을 먼저 다짐할 때 비로소 그 실천의 동력을 획득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이 콘퍼런스 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저 많은 이야기들이 “우

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세상을 만드는 유용한 힘으로 이어질 것이 분

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9  서울 인권 컨퍼런스 를 다시 축하드립니다. 그 성과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큰 마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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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T i t l e

일       시
D a t e   a n d   T i m e

장       소
V e n u e

주       제
T h e m e

주       최 
H o s t e d  B y 

참 가 대 상
Participants

언        어
L a n g u a g e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2019. 12. 5.(목) ~ 12. 6.(금) 10:00 ~ 18:00
December 5(Thu) – 6(Fri) 2019, 10:00 ~ 18:00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8F)
Seoul City Hall, Multipurpose Hall (8F)

포용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서울
Seoul,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y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
Governments,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cerned Citizens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수화 통역
English-Korean /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행사개요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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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일차_12월 5일 (목) 

시간 프로그램 

11:30-13:30
(120‘)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회의

13:30-14:30
(60') 등록

14:30-15:00
(30')

개 회 식

15:00-17:30
(150')

특별세션 도시, 국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구축과 유지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 1 
Resilience Strategies for Civil Society
Edwin Rekosh (Rights Colab, USA)

발제 2 
도시, 국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구축과 유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토론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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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일차_12월 6일 (금)

시간 프로그램  

10:00-12:30 
(150')

일반세션 1 커뮤니티케어와 인권
좌장: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발제 1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인권
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발제 2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우리사회 과제 - 커뮤니티 캐어와 인권의 관점에서 -
고영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토론 
이정하 (파도손) 
이진순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질문 

12:30-13:30 
(60')

휴식 

13:30-15:30 
(120')

일반세션 2  이주민 1_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 행정
좌장:석원정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발제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 행정
김미선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토론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김철효 (성공회대학교) 
이레샤 페라라 (톡투미) 
박은혜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팀) 
변경화 (서울시 외국인정책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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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15:30-17:30
(120')

일반세션 3 이주민 1_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 및 대응 방안모색
좌장: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발제 1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현황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제 2
미국의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구제청구권’에 관하여
남수경 (Legal Services NYC) 

토론 
이은혜 (아시아의 창) 
이은구 (경찰청 가정폭력대책계장) 
최진영 (전 서울이주여성쉼터) 

질문 

17:30-18:00 
(30')

폐 회 식 

2일차_12월 6일 (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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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cember 5 (Thu)

Time Program  

11:30-13:30
(120‘)

A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Commission Workshop Meeting
A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Cities Network Meeting

13:30-14:30
(60')

Registration

14:30-15:00
(30')

Opening Ceremony

15:00-17:30
(150')

Special Session 
Creation and Continuation of a Sustainable Human Rights 
Implementation in Cities,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derator: Pillkyu Hwang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Presentation 1
Resilience Strategies for Civil Society
Edwin Rekosh (Rights Colab, USA)

Presentation 2
Building and Maintaining Sustainable Human Rights Regimes in City, 
State, and International Society
Laegoon Park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Discussion
Soo A Kim (Directress of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Gayoon Baek (Jeju Dark Tours)
 Kinam Kim (Asian Dignity Initiative)
 Ye Jeong Jang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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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6 (Fri)

Program

Time Program  

10:00-12:30 
(150')

General Session 1
Community Care (Community-Integrated Care) and Human Rights
Moderator: Jong Han Leem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esentation 1
Community Care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and Human 
Rights
Bo-Yung Kim (Yeungnam University)

Presentation 2
The Society’s Task to Help the Mentally Handicapped 
Return to the Society
- Study of Community Care and Human Rights -
Young Ko (With Social-Coop)

Discussion
Jung Ha Lee (Psychosocial Disability and Human Rights ‘PADOSON’)
Jinsoon Lee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social Rehabilitation)
Moonhi Lee (KODAF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Young Moon Le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Jin Hwan An (Korean Federation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Q&A

12:30-13:30 
(6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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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cember 6 (Fri)

Time Program  

13:30-15:30 
(120')

General Session 2
Inclusive Administration of Migrants to Achieve the Goal of Becoming 
a Sustainable Seoul
Moderator: Won Jeong Seok (Seongdong Global Migrant Center)

Inclusive Migrants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Seoul
Mi Sun Kim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Discussion
Sunyoung Li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ulhyo Kim (SungKongHoe University)
Perarahelessage Ireshadilani (TALKTOME)
Eun Hye Park (Foreign Resident's Policy Division)
Kyung Hwa Byun (Multiculturalism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Q&A

15:30-17:30
(120')

General Session 3
Causes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on 
Married Migrant Women
Moderator: Ok Kum Won (Migrant center “Companion”)

Presentation 1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Young Sook Heo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Presentation 2
On the “VAWA Self-Peti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SooKyung Nam Vitale (Legal Services NYC)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1514

December 6 (Fri)

Program

Time Program  

15:30-17:30
(120')

Discussion
Eunhye Lee (ASIA CHANG)
Eungu Lee (Domestic Violence Reponse Section)
Jinyoung Choi (Seoul Migrant Women's Shelter)

Q&A

17:30-18:00 
(30')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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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Special Session 

도시, 국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구축과 유지
Creation and Continuation of a Sustainable Human Rights Implementation in 

Cities,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적으로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혐오주의가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활동이 위축되는 인권의 후퇴가 세계 곳곳에서 벌

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부는 인권에 관한 명확한 비전이나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결여하고 있고,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등 우

리 사회의 소수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라고 평가되는 국가들에서 조차 반인권적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룬 

인권문제라고 평가되었던 영역들도 새로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정권의 교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인권시스 템(정부-시민사회-거버넌스  포함)은 

어떻게 고안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러한 시스 템은 도시, 국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nternationally, we are witnessing a regression in human rights because of the triumph of populism, the 

spread of phobia, and the withdrawal of the civil society.

Domestically also, the government fails to provide a clear vision or the overall direction in policy regarding 

human rights, neglecting to resolve the phobia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sexual minority, immi-

grants, and refugees.

Even in countries evaluated as being democratic, antihumanitarian policies are being introduced, and 

human rights issues that already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consensus are being attacked.

Therefore,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how a human rights system (including government–civil society 

governance)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to be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change of regime, and 

look at how it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in a city, nation, or international society.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1716

특별세션 
Special Session 

기획

박예안 / Elliot Yae-Ahn Park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Lawyer,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교육 :

-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미국 컬럼비아 법대 J.D.

경력 :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14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펠로우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실습 인턴십

- 제1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oreign Law Firm Association)-공감 공익법펠로십기금 수혜

-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국제인권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Career : 

Elliot (Yae-Ahn) Park is a public interest lawyer working for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s 

a founding member of Trans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at GongGam, she has enjoyed the privilege 

of working for the causes that promot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every member of our society.

Particularly, Elliot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many transnational advocacy projects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address negative human rights impact caus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i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he is also part of a plaintiff’s legal counsel team 

in a landmark lawsuit filed by deported Korean American adoptee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and a 

major adoption agency in Korea.

A native Korean speaker, Elliot is a graduate of Columbia Law School (J.D.) and a member of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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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Special Session 

좌장
Moderator

황필규 / Pillkyu Hwan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ecutive Director, Lawyer,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교육 : 

황필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7년 영국 옥스 퍼드대 이주

정책사회센터(COMPAS) 방문학자, 2011년-2012년 미국 하버드로스 쿨 인권프로그램(HRP) 방문펠로우로 활동했다. 

직업 : 

황필규 변호사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상임이사 겸 변호사이고,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담당 겸

임교수다. 그의 주된 인권 연구 및 옹호활동의 영역은 국제인권, 아시아 인권, 이주민, 난민, 탈북자, 해외입양인 인권, 기업

과 인권, 재난과 인권, 사법접근권, 프로보노 등을 포함한다. 

그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를 다년간 역임했고 현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은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Hrba2j-Asia) 등 아시아지역의 두 개의 

주요 인권네트워크에서 의장을 역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Education : 

Pillkyu Hwang graduated from SNU with an LL.B. and has earned his PhD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university. He was a visiting academic at the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COMPAS) of 

Oxford University in 2007, and a visiting fellow at the Human Rights Program of Harvard Law School in 

2011-2012.

Career : 

Pillkyu Hwang is Executive Director at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nd an adjunct professor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lin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Law School. The 

main areas of his research, advocacy and field work includ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igration, refu-

gees, busines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doptees, alternative child care, North Korean escapees, 

disaster and human rights, and access to justice in general both in Korea and Asia. 

He has been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ordinator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for 8 years. 

For last few years, he has played a leading role, as the chair, in two major regional human rights networks 

in Asia, the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2010-2012) and the Asian Consortium for 

Human Rights Based Access to Justice (Hrba2j-Asia)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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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Special Session 

발제자
Speaker

Edwin Rekosh
Co-Founder, Rights Colab

경력 : 

라이츠 코랩(Rights CoLab)의 공동 창시자로서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 외 단체들을 조망하고, 새로운 조직 형태를 탐구하며, 대

체 자원 모델을 연구하여 제3세계의 시민 사회를 재구성했습니다. 19 9 7년에는 공익법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필넷(PILnet)’을 설

립하여 국제 자원과 네트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지역 사회의 국제 인권을 지원했으며, 2015년까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1

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에서 겸임 교수로, 카르도조 대학교와 센트럴 유로피언 대학교 법대에서는 초청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중국,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30개 이상 국가에서 혁신적인 인권 조직을 만드는 것을 도왔는데 이 중 10년은 루마니아와 헝가리

에서 지냈습니다. 2009 년에 미국변호사협회에서 국제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국제 휴먼 라이츠 워치 영화제(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Film Festival)의 공동 창시자입니다.

Career :  

Ed is Co-Founder of Rights CoLab, where his work is aimed at reimagining civil society in the Global South by looking 

beyond grant-funded NGOs, exploring new organizational forms and alternative resource models. He founded PIL-

net: The Global Network for Public Interest Law in 19 9 7 to develop global resources and networks in support of local 

human rights advocacy around the world, serving as President & CEO until 2015. He was a member of the adjunct 

faculty of Columbia Law School for 21 years and a visiting professor of law at Cardozo Law School and Central Eu-

ropean University. Ed has helped create innovative human rights initiatives in China, and in over 30 other countries 

in Europe, Asia and Africa, including while living in Romania and Hungary for ten years. He receive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in 2009 , and he was a co-founde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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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Special Session 

발제자
Speaker

박래군 / Laegoon Park
인권재단 사람 소장 / Director,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학력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학사)

경력 : 

- 19 89 ~19 9 3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 19 9 3~19 9 5 고문피해자모임 총무

- 19 9 4~2012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 200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 2004~현재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 현재) (재) 인권재단 사람 소장 

            (재) 4.9 통일평화재단 이사 

            (재) 4.16재단 운영위원장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연대 공동대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Education : 

- B.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areer : 

- Director, Council of Bereaved Families from Pro-democracy Movement, 19 89 -19 9 3

- Manager of the General Affairs, Association of Torture Victims, 19 9 3-19 9 5

- Standing Activist,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9 9 4-2012 

- Director of Investigation,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2002

- Executive Director, Human Rights Fund Saram, 2004-Present

- Manager, Human Rights Fund Saram, Present

- Director,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Present

- Operation Director, April 16 Foundation. Present 

- Joint Representative, April 16 Network, Present

- Joint Representative, People’s Alliance for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Present

- Operation Director, Yongsan Tragedy Truth Commissio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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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국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구축과 유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1. 한국 정치-사상누각의 경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권이 강조되었다. 대통령부터 인권을 강조하니 아래에서 줄줄이 따랐다. 2001년 국가인

권위도 만들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존재를 강화시켜주었다. 대통령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정부 부처들, 권

력기관들도 인권위의 권고를 마냥 무시하지 못했다. 경찰도, 법무부도, 군에서도 인권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

원회가 이전에는 인권 사각지대인 곳들을 들어가 조사하면서 감옥이 달라졌고, 사회복지시설이 변했다. 이 시기에 국제적

인 위상도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인권이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도 국제사회에서 모범

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인권은 무시되었고, 후퇴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에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

려고 시도했다. 인권활동가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서 가까스 로 철회시켰다. 인권 무자격자 

현병철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현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하게 복무했다. 독립적인 국가인권위는 물 건너갔

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조사관은 계약 해지되어 쫓겨났고, 조

직은 축소되었고, 반인권적인 인사들이 위원이 되었다. 국가인권위만 망가진 게 아니었다.

 

인권경찰도, 인권검찰도, 인권군대도 사라졌다. 학교에서 하는 인권교육도 변질되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탄압

을 당했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했던 이명박 정권은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농성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진압 당했고, 그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줄줄

이 죽어갔다. 권력기관은 억압기구로 돌변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인권무시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자유로

울 수 없었다. 법원에서 재판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국정원이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조작임이 드

러났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을 불러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혔다. 현역국회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구속시키더

니 합법정당까지 해산되었다. 

2014년 4월에는 인천에서 제주로 운행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250

명을 포함해 304명이 죽어갔다. 이 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위급한 시기에 실종된 대통령,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구조의 외면 또는 방기, 사건 조작 은폐 등이 드러났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이 사건의 확산

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지만,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란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곧 유가족들이 합류해서 투

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정권에 의해 탄압과 핍박을 당해오던 국민들은 2016년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투병 중이던 백남

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 폭로되면서 광장은 폭발했다. 2016년 늦가을에 시작된 촛불집회와 행진은 

2017년 4월까지 매주 이어졌고, 그 사이에 박근혜는 탄핵 당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2017년 5월에 선거에 의해서 새 

정부가 탄생했다. 

박근혜가 탄핵되자마자 세월호가 인양되었고,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2017년 5월, 촛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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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권력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전 정권이 내걸었던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억압적 권

력은 일순간 자유적 권력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질식할 것 같던 인권상황이 일거에 개선되어 갔고, 다시 권력기관들은 인

권을 그 앞에 갖다 붙였다. 인권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인권이란 어는 목표를 달성한 듯하면 그 목표를 

넘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되는 법이다. 대한민국은 새로 등장한 중요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불평등

과 불공정’, 그리고 혐오와 차별은 이전의 인권의 목록들 위로 급부상하면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2.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의 제도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인권의 후퇴만 있지 않았다. 2010년대를 전후해서 도시권, 도시에 대한 권리가 민간 인권운동에서

부터 제기되었고, 학계에서도 호응했다. 진주시에서 먼저 인권조례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2007년 광주시에서 먼저 인권조례

가 제정되었다. 2012년 국가인권위가 전국의 지자체에 인권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나서자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급물

살을 탔다. 중앙권력의 인권 무시 기조를 넘을 방안으로, 또는 자유권과 함께 사회권을 생활현장에서 보장할 인권레짐의 구

축을 목표 등으로 추진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으로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

들의 절반 이상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인권의 제도화가 전국적 차원에서 급속히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방정부들이 인권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조례

에 담겨 있는 인권위원회, 인권센터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많은 지자체들은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놓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인권의 제도화가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형식적이다. 또 지자체 

장의 의지에 기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선거에 의해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경우 의지가 없는 지자체장이라면 인권조례, 인

권위원회, 인권 센터 등은 쉽게 무력화된다. 더욱이 그 지자체에 민간 인권운동 역량이 지자체를 견인할 정도의 힘을 갖지 못

하면 인권조례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도시를 인권의 공간으로 사고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유권적 인권을 넘는 사회권적 실현을 추구하게 

되었고, 생활현장과 밀착한 인권의 내용과 방식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권력 차원의 인권제도에 더해서 지방권력 차

원의 인권의 제도화가 촘촘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인권조례에 의한 인권기구들의 설치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다문화), 여성, 노동, 학생,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각

종 조례들이 제정되었고, 그렇지만 이런 인권의 제도화의 과정에서 2014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서울시

민인권헌장을 시장이 선포하기를 포기했고, 2017년 충남인권선언이 폐기되었다가 복구된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그 이후 

인권 관련 조례들의 개악 또는 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이 막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주로 극우기독교세력에 의해서 조

장되고 있다. 기독교세력의 전 방위적인 반인권 행동이 인권의 제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세력들

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공격,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의 저지에 힘입어 전국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인권조례, 

인권선언, 인권헌장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제도화를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의 제도화와 함께 한편에서는 극우 기독교세력을 중심으로 혐오세력이 힘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

지법을 제정을 10년 넘게 막고 있다. 그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보훈처 등이 밀어준 결과 종편방송과 일베 

등이 급성장했다.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전에 결성된 이른바 ‘태극기부대’는 최근에서는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과 자유

한국당의 일부와 손을 잡고 5.18 피해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촛불항쟁의 중심지였던 광화문을 장악한 지 오래다. 

3. 국제 인권레짐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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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세지 못한 것 같다. 인권이 배경이자 목표로 유엔 문서들에는 등장한

다. 예를 들어서 SDGs의 17개 목표는 인권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난민 문제로 유럽연합이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고, 실제 난민 문제와 불평등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는 정치가 현

실적인 대안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다. 신자유주의로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포퓰리즘 정치가 세

계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되돌리는 짓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힘을 유엔이나 국제사

회가 갖고 있지 못하다. 강대국 미국이 흔드는 판은 매우 심각하다.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이스 라엘에 대한 편파적인 태

도와 친미 정권에 대한 지원 등으로 중동 정세는 악화되고 예멘 등에서 내전이 격화되게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간섭은 인권

적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비상식적으로 높이

려는 태도 앞에 한국 정부는 굴복하고 있다. 

최근에 홍콩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도 우려스 럽다. 홍콩과 같은 시위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유엔이나 유럽 등에

서 비난 성명이 쇄도했을 것이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양비론적인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럽국가들도 감히 시

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과 실탄 발사에 침묵하고 있다. 강대국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권의 목소리를 애써서 자제하

고 있는 인상이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두 강대국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유엔의 국제 인권 레짐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유엔의 국제 인권 

레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인권세력들의 힘이 있어야 한다. 통합적 원리로서 인권이 그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후퇴했고, 매번의 유엔의 권고들은 각국 정부들에 무시되기 일쑤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강제할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요즘은 그나마 크레타 툰베리의 기후위기에 함께 

연대하는 정도일까? 19 9 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국제적인 NGO들의 영향력은 사라져가고 있다. 

4.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과제 

인권운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권의 제도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민간 인권운동도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의 인권역량들은 오히려 제도에 잠식당하고 있

다. 인권이 제도화와 함께 인권 생태계는 피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운동의 위기를 말한 것

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서나 한국에서나 인권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기가 깊어지는 것이 아

닌가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 되고 지자체 차원에서부터 인권조례, 인권관련 조례가 후퇴하는 상황, 인권문제의 중심이 이젠 자유

권에서 사회권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노동권에 대한 대응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물론 장애인 단체와 반빈곤 단체들에서 부양의무제 폐지와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인권이 목소리는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해졌고, 사회적인 반향을 만

들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들에 묻히고 만다.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고, 차별금지법

안 발의도 하지 못하고, 인권이 한 축인 평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상황이니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

특별세션 
Special Session 

박래군 / Laegoon Park
인권재단 사람 소장 / Director,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특
별

 세
션

 
S

p
e

cia
l S

e
ssio

n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2322

는 것은 당연한 일일 듯싶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이후 인권레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민간 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만의 고민으로 그쳐서

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각 정부 부처, 국회 등의 제도권 영역 내의 인권행위자들을 연결하고, 민

간 인권운동도 시민사회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인권레짐의 부침

이 급격한 영향을 받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정착시킨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움직

이는 세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인권레짐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인권역량의 분열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 급선무다. 언제부터인지 사회운동 전반에서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바

꾸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없이 사안별 대책위원회 식으로 운동만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먼저, 민간 인권운동 내부에서 공동의 방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인 인권운동이 처한 조건들과 

상황들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연대의 틀을 만들고 공동의 실천

을 조직해낼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마련과 공동의 소통 채널의 가동 등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인권운동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 외부의 시민사회, 특히 노동, 여성, 환경운동 분야는 특히 인권운동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동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야 할 단위일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단위들과 상시적인 논의 

틀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인권운동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의 실천을 해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둘째, 거기에 제도권 내의 인권영역과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권위 따로, 지자체 인권위 따로, 정부 

부처와 국회는 따로가 아니라 이런 단위들과의 협의틀을 공식화하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협치가 유난히 강조되는 바, 관이 주도하는 협치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

은 민에 대한, 민은 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감시와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과 민간이 갖지 못한 자원을 가진 관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력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형식적인 인권의 제도를 실질적인 인권발전을 위한 장

치로 제대로 활용되게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 차원에서 인권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게 필요하다. 학교에서 배운 인권교육은 젊은 층의 인식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듯싶다. 가령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젊은 층의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의 효과는 크다. 

이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제시된 인권이라 가치가 문화예술인들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전반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만든다면, 그래서 혐오와 차별, 반인권적인 의식을 표출하는 게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

큼 인권레짐을 강고하게 하는 일은 없을 듯싶다. 

넷째, 정치권 상층의 침묵을 깨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인권인식을 드러내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서 그 

정책이 인권에 반하는 줄도 모르면서 입안하는 일을 종종 본다. 국회는 혐오표현의 경연장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 되었다. 이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비판, 사회적 고발, 이를 낙선운동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할 듯싶다. 그러나 

대놓고 혐오표현을 해대는 정치인들만큼 나쁜 게 침묵하는 다수를 방치하는 것이다. 그 침묵을 깨게 하는 일은 사회적인 분

위기를 만드는 일과 같이 해가야 할 듯하다.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밑작업이 탄탄하게 진행된 뒤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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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된다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취소하는 짓 같은 일, 국가인권위법 개악안에 서명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인권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닌 게 아닌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자원을 활용할 것은 많이 있을 하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을 나열해보았다. 이런 요소들을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인권네트워크가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지금의 위기에 몰린 인

권을 구하지 않을까 싶다. 각국에서의 이런 네트워크가 국제적 차원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같

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5.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소환하자.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다른 조항들에 비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 조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마련한 듯하다. 자유권이든, 사회권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그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제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형

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수없이 주장해도 어떤 권리는 수용되고 법과 제도까지 만들어지지만 어떤 권

리들은 전혀 반응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차이는 그 권리를 인정할 만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조건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좁은 범위 안의 개별 권리 중심의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한이 다했고, 결국 지구와 인류를 파

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지금의 불평등과 부자유,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국내적 차

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이들이 공동으

로 해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가 가져올 비극적 파탄을 끝내면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인권레짐은 지속가능

한 삶의 조건을 만들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결되고 그들에게 보편적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야, 그리고 그 사회

의 시민대중이 그에 공감할 때에야 제대로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이번 컨퍼런스 를 계기로 같이 해볼 

것을 제안하면서 발제를 가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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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d Maintaining Sustainable Human Rights Regimes in 

City, State, and International Society

Laegoon Park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1. Korean Politics: Experiencing a House of Cards

For 10 years from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Roh Moo-hyun Administration, human rights were 

emphasized. Since the president emphasized on human rights, all the other authorities followed the sui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ereafter) was established in 2001, and President 

Roh Moo-hyun enhanced the presence of NHRCK. As the presiden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

man rights,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could not ignore NHRCK’s suggestions. The 

prisons and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were changed as NHRCK entered and investigated places where 

there were no human rights. In this period, Korea’s position was enhanced. International society evalu-

ated that human rights in Korea improved, and NHRCK’s status was considered as an exemplary case.

For 10 years from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uman rights were 

ignored and regressed. Lee Myung-bak and the commission on presidential transition tried to change 

NHRCK into a presidential body. Human rights activists staged relay hunger strikes against it, and Lee 

withdrew the plan with the pressure from international society. Lee appointed Hyun Byeong-cheol, who 

was not qualified to deal with human rights as NHRCK’s chairperson, and he was faithful to Lee’s inten-

tion during his office. NHRCK wasn’t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ymore, and it remained silent or 

gave indulgence to human rights violation by state power. NHRCK’s commissioners resigned one after 

another, investigators were given notice of severance and fired. NHRCK’s organization was downsized, 

and anti-human rights personnels were appointed as commissioners.

Not only was NHRCK degraded. Human rights disappeared from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army. Human rights education at schools were also degenerated. Those who opposed to government 

policies oppresse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violently suppressed the candlelight vigil on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did the same thing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evicted at 

a tower in Yonsgan, and led several people to death. Ssangyong Motor workers’ strike was also sup-

pressed, and the laid-off workers and family members who suffered from traumatic experiences and 

died. The state authority changed into an apparatus of oppression.

The policy that ignored human rights was more strengthened dur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eun-hye wasn’t free from the incid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NIS hereaf-

ter) comments posting. The trial proceeded to the president’s disadvantage, and it turned out that the 

espionage incident of a Seoul city official was fabricated. President Park Geun-hye faced a crisis, and 

appointed Kim Ki-choon as the Chief Presidential Secretary. A congressman in office was impriso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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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rge of rebellion conspiracy, and a legitimate party was dissolved.

In April 2014, an alarming accident happened, which was Sewol ferry sinking on operation from Incheon 

to Jeju Island. 304 people including students of Danwon High School on a school trip were dead. This 

disaster changed everything in Korea. It revealed a president who was missing in time of emergency, 

absence of the control tower, chaos at the accident site, looking away or abandonment of rescue action, 

and concealment of the fabricated case. Although NIS, Defense Security Command,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ere mobilized, people began to come out to the square holding a sign saying, “This is not 

a country”. Soon the bereaved families joined and became the center of the struggle. People were op-

pressed and persecuted, but their anger exploded after the farmer Baek Nam-ki died and Choi Soon-sil’s 

monopoly of state administration was revealed. The candlelight vigil and march began in late autumn of 

2016 and continued until April 2017. Meanwhile, Park Geun-hye was impeached and dethroned, and a 

new administration was born by an election in May 2017.

Sewol ferry was salvaged as soon as Park Geun-hye was impeached, and it arrived at Mokpo New Port 

on the day she was arrested. In May 2017,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professes to be the admin-

istration established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was founded. The former administration’s policy di-

rection was changed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the oppressive government power was changed 

into a liberal one, and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which had been almost suffocated began to 

improve at one sweep, and the authorities attached “human rights” to their titles. Human rights in Korea 

seemingly came into life again. However, human rights tend to expand to a new horizon once it attains 

a goal. Korea still has a difficult task of solving new human rights issues newly emerged. Inequality and 

unfairness, hate and discrimination rapidly rise on the list of human rights issues and need to be settled.

2. The Right to the Cit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did not just regressed during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round 

2010, the civil human rights activists raised the issue of the right to the city, the academia responded 

positively to it. City of Jinju tried  legislate Human Rights Ordinance, but Gwangju legislated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in 2007. Since NHRCK advised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o legislate Human 

Rights Ordinance, the legislation proceeded rapidly all over the nation. The local governments drove the 

legisla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 to overcome the policy direction of disregard of human rights by 

central authority or to build human rights regime to guarantee social right as well as right of freedom,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currently legislated Human Rights Ordinance and more than a half of 

local governments at the municipal, county, and district level legislated Human Rights Ordinance That is,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was carried out very fast or is in motion nationwide.

However, not all the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realize the human rights policy at the local level.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organized human rights committee and human rights center. A lot more local 

governments usually only have the pubic officials in charge. That is, although human rights was institu-

tionalized on a national level, it’s mostly a mere formality and pretty much dependent on the wil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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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s of the local governments. When a representative of a local government is changed by 

an election, in case the representative is not interested i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Ordinance, 

committee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center will be incapacitated. Furthermore, when the ca-

pacity of the local human rights movement is not strong enough to pull the local government, the Human 

Rights Ordnance cannot exert influence.                         

          

The movement to legislate the Human Rights Ordinance made people think of a city as a space for hu-

man rights, pursue human rights as social right which goes beyond civil liberties, and think about the 

content and method of human rights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As a result, human rights is institu-

tionalized not only on a level of central power, but also on a level of local power. Human rights Ordinance 

se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a various kinds of ordinances related to disadvantaged such as 

disabled, migrants, women, laborers, and students were enacted.

However, Seoul Mayor gave up to proclaim the Seoul Charter of Human Rights which was made through 

citizens’ discussion in 2014, and Chungnam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discarded and then re-

covered in 2017. After that, ordinances related to human rights are changed for worse or human rights 

ordinances fail to be legislated, mainly by the extreme right Christians. Their anti-human rights conducts 

which are all-encompassing hinder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Christians earn support from 

attack to NHRCK and blocking legislation of discrimination act, and obstruct, on a national level, institu-

tionalization of everything related to improve human rights including Student Rights Ordinance, Gender 

Equality Ordinance, Human Rights Ordinance, and Human Rights Charter, 

Hence, while human rights are being institutionalized, crowds hostile toward human rights are gaining 

strength centering extreme right Christians. They have interrupted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for over 10 years. Also, cable channels and Ilbe users achieved rapid growth due to support of NIS and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uring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So-

called Tageukgi crowds organized before Park Geun-hye’s impeachment recently join with Our Republi-

can Party (former Korean Patriot’s Party) and a part of Liberty Korea Party, and insult victims of Gwangju 

uprising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Currently, there are so much hatred in Korean society, and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ose who express it took over Gwanghwamun Gate area.

3. Weakening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Human rights does not have a strong voice as it’s used to do in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 The 

UN. documents shows human rights is its background and objective. For example, the content of UN’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about human rights. The principle of valuing human rights, not 

ignoring or despising it, is still valid for sustainable life of humankind.

However, EU is regressing the principle regarding refugee issues and having difficulties due to problem 

arising from refugee and inequality. It happens while politics does not offer realistic alternatives. Interna-

tional society cannot provide an alternative for capitalist system as inequality widening on a glob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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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ew liberalism and moves to stance of nation-centrism, and populist politics take over the world.

US President Trump ignores the agreement between UN and international society, but neither UN nor 

international society has the power to control him. US, as a powerful nation, has a huge impact on the 

world. It withdrew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and influenced to worsen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nd intensify the civil war in Yemen with its biased attitude to Israel and support for pro-American 

government. Its interference to Korea goes much against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It remains silent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Japan in the past, but tries to increase Korea’s share of the expense for 

defense preposterously, but Korean government is yielding to the US.

The sil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recent demonstrations in Hong Kong is also great concern. If 

the same situation happened in other countries than Hong Kong, UN and Europe would announced criti-

cal statements. However, UN representative on human rights shows ambiguous attitude of bothsideism, 

and European countries also keeps silent regarding violent suppression on demonstrators and firing live 

ammunition. They seem to refrain from mentioning human rights, considering China, a powerful nation.

Like this,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wo powerful nations and U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does not operate anymore. For U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o work normally, every 

country should be equipped with powerful voice of those who support human rights, and this is possi-

ble when human rights is the mainstream discourse in the society as an integrated principle. However, 

human rights pulled back from international society, and UN’s suggestions are too often ignored by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International civil society’s solidarity to enforce human rights on UN and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exert power, and it just manages to band together with Greta Thunberg for the climate crisis. The influ-

ence of international NGOs in the late 19 9 0s and early 2000s is vanishing.

4. Task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Sustainable Human Rights Regime

Human rights activists have increasing worries. Whil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are being car-

ried out rapidly, civil human rights movements are not strengthened, but seemingly moving into the op-

posite direction. Human rights capacities on a local level were maintained so far, but now the institution 

bites into them. It’s even assessed that the ecosystem of human rights is ravaged due to the institution-

alization of human rights.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crisis of human rights movement was discussed, 

but the crisis of human rights seems to be getting more seriou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does not proceed, and Human Rights Ordinance and ordinances 

related to human rights are regressed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focus of human rights issues are 

moving from civil liberties to social right. However, the response toward that remains in the ares of the 

right to work, and even that’s not enough. Of course, the associations of the disabled and anti-poverty 

associations develop campaigns focusing on abolition of support obligation system, but they cannot 

draw positive response from the citizens. The voice of human rights has considerably been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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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소장 / Director,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compared to the past, and drowned by other voices, without creating a social sensation. It’s the same 

with political influence. The political sphere keeps its silence on hatred and discrimination, does not pro-

pose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is indifferent to the equality, a part of human rights. Therefore, it’s 

no wonder that we cannot hear the voice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With this political situation as a premise, we cannot keep worrying about how to build human rights 

regime from now on just inside the civil human rights movement camp. We need to connect related 

personnels on human rights in institutional sphere such as NHRCK, human rights commission in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also connect civil human rights 

movement sharing a critical mind with the civil society. We should not let the human rights regime drasti-

cally affected with the change of the political power. For that, we should build a group that moves toward 

the common goal of settling down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To build a sustainable human rights regime that’s not affected by a political situation, overcoming the 

segmented situation of human rights capacities is our urgent priority. At some point, we lost a common 

objective in the overall social movement. Without any discussion or agreement on how to change the 

society and the state we live in, people only continue campaigns based on a task force on each issue, and 

they are getting more dependent on experts.

First, we need to discuss to set the common direction and goal inside the civil human rights movement 

groups. It’s necessary to set the medium and long term objective though analysis and integration on the 

condition and situation the overall human rights movement faces. If we can make a frame for solidarity 

and organize a joint practice, we will be able to created a different situation with an initiative. Also, we will 

need to prepared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and a working common communication channel for that.

IN the process of setting a common goal for human rights movement, the civil society located outside 

the human rights movement groups, especially labor, women, and environmental movement sectors are 

units that human right movement should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and think about the direction 

to move together. It’s also necessary that local communities maintain the framework of a regular dis-

cussion with those sectors and make a joint practice on a community level, beyond the human rights 

movement sector.

Second, I suggest to make a regular discussion structure with the human rights sector in institutions. We 

need to formalize and develop the framework of consultation with NHRCK, human rights commissions 

in local governme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not separately with each 

institution. Moon Jae-in Government especial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governance. 

However, not the cooperative governance led by the government, but the cooperative governance from 

the equal position is what we need. To do this, it’s essential that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understand each other. The private sector seeks to check and draw the value, and the public sector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he private sector has. So if two sectors create a process of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 and cooperate, we can make the current perfunctory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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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d properly as devices to practically develop human rights.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value of human rights on a cultural level. The human rights educa-

tion from school seems to be deeply built into the perception of the young generation. For example, 

the young generation clearly has a different perception toward the issue of the LGBTQ from the older 

generation. They know it’s wrong to talk about yes or no regarding the LGBTQ. Thus,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s a huge effect.

We need to utilize human rights education to establish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across the 

culture and art with those who work in culture and art playing a leading role. Then we can create a social 

atmosphere that you can criticized when you express hatred, discrimination, and anti-human rights con-

sciousness and that would solidify the human rights regime more than anything.

Fourth, we need to break the silence of the upper political circle. We often see the presidents, ministers, 

and legislators show wrong perception on human rights, and draft a policy not knowing the policy goes 

against human rights.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National Assembly is degraded as a competition 

venue for expressing hatred. It’s important to created a process of continuous monitoring, criticism, 

social accusation, and anti-campaign. Also, what’s as wrong as politicians who openly express hatred is 

to neglect the majority who keeps silent. Breaking the silence needs to go with creating a social atmo-

sphere. To legislate anti-discrimination act in the future, we need to drive it after this procedure. Then 

things like proposing anti-discrimination law and cancelling it, and signing for the worse NHRCK Act. It’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accept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not something you can say yes 

or no depending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e would have various ways to utilize the social and political resources, but I first listed up what came to 

my mind. We can save the human rights currently in crisis if we connect these elements multidimension-

ally and organically, and build the human rights network in multiple dimensions. We need to take charge 

of connecting this network in each country to the network on a global scale.

5. Call for Article 28 of UDHR

The Article 28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hereafter) is as follows:

Everyone is entitle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This article is rarely mentioned compared to other articles in the Declaration, but it seems that it was 

provided predicting the current situation. Whether it’s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or whatever, to realize a 

right, soci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 needs to be provided. In other words, some rights are accepted, 

and law and institutions are made for, while other rights do not receive any response even if they are 

raised so many times. The difference lies in that whether the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a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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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reated to acknowledge the right.

It’s not enough to just talk about the human rights focusing on individual right in a narrow range. The 

time is running out, and if we leave the capitalist regime that destroy the globe and the humankind, the 

situation that current situation of overflowing inequality, lack of freedom, discrimination, and hatred. 

Those who dream of the change of the world and sustainable lives have a common task of thinking about 

a new order in both national and global level.

What will be the condition to pursue a “good life” and end the tragic en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will bring? The human rights regime can be settled down and maintained only when it’s connected to 

everyone who wants to make a condition for a sustainable life and accepted as something reasonable, 

and the public of the society sympathize with it. I suggest that we think about those starting from thi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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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 Soo A Kim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 

Lawyer, Directress of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경력 : 

김수아 변호사는 2019 년 6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임용되었다. 2015년 8월부터 2018년 9 월까지 약 3년간 광주

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으로 근무하였다. 2015년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및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

지 약 2년간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국제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9 년까지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긴급탄원프로그램, 인권교육프로그램, 네팔데스 크를 담당하

였다. 2000년에는 캄보디아 소재 크메르청년연합(KYA)라는 단체에서 약 일 년간 상근인턴으로, 한국에서는 2001년부

터 2003년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사업간사로 근무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동양사를 전공하였고, 2007년 홍콩대에서 

인권법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다. 2013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Career : 

KIM, Soo A is a lawyer and the directress of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since June 2019 . She was the directress of Human Rights Office at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Korea for about 3 years from August 2015 to September 2018. She was the full-time pub-

lic defender of the Jeju district court in 2015 and worked as a lawclerk at the Jeonju district court and 

Gwangju high court for 2 years (May 2013 – January 2015). Internationally, she worked as the program 

coordinator at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AHRC) based in Hong Kong for about 6 years (2003 – 

2009 ). At the AHRC, she was in charge of urgent appeals program,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and 

Nepal desk. She did an one-year internship at the Khmer Youth Association, Cambodia in 2000. In Korea, 

she worked as the program coordinator at the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for 2 years (2001 – 2003). 

She majored in Chinese history at the Korea university and got a LL.M degree on human rights fro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in 2007. She graduated from the Law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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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 Gayoon Baek
제주다크투어 대표 / Representative, Jeju Dark Tours 

학력 :

- 런던정치경제학교 인권학 석사 

- 워릭대학교 인권법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경력 : 

- 2008. 10~2011. 12: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담당관

- 2012. 2~2017. 10: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 2017. 11~현재: 제주다크투어 대표 

 

Education : 

- MSc in Human Right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LL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and Human Rights, University of Warwick

- BSc i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Ewha Womans’ University

Career : 

- 2008.10-2011.12, East Asia Programme Office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2012.02-2017.10, Coordinator, Peac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ea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2017.11-current, Representative, Jeju Dark 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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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 Lawyer, Asian Dignity Initiative

경력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Career : 

- Chair,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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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정 / Ye Jeong Jang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경력 : 

- 전) 과천시민정치다함 공동대표

- 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 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 현) 과천시민정치다함 운영위원

Career : 

- Gwacheon citizen’s politics DAHAM co-leader

-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Activist

- Solidarity to Enac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olicy&discussion team chief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sub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 Gwacheon citizen’s politics DAHAM steering committe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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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1 
General Session 1 

커뮤니티케어와 인권
Community Care (Community-Integrated Care) and Human Rights

2026년 전체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고, 노인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빈곤가구는 40%에 이르지만 이들 빈곤노인가구는 의료복지 수요는 높지만, 수요에 비해 서비스 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

태입니다.

빈곤노인가구에 비해 더욱 열악한 장애인들은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 대비 4배나 높고, 장애 외에 만성질환의 

유병률, 의료 및 치과서비스 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고 장애인 건강주치 의제는 아직 시범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이미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왔지만,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런 현실의 대안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 를 누리는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지역통합돌봄)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바탕이 되는 사회서비스  체계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 “커뮤니티케어와 인권”에 대해 논의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We are about to enter a super-aging society where people over 65 will occupy 20% of the population by 

2026. A total of 40% of senior households are poor households below the median income. While poor se-

nior households have a high demand for medical welfare, they are not receiving adequate care.

People with disability (PWD) who live under even more extreme conditions than the poor senior house-

holds have a crude death rate four times higher compared to the overall population. Also, they have a high 

prevalence rate for chronic illnesses and a high demand for medical and dental services. Despite the estab-

lishment of a law to guarantee their right to health and medical accessibility, plans to support the law are in-

sufficient, and even the pilot project for the physician for the disabled agenda is not being implemented yet.

In 2016, Article 24, Clause 1 of the current Mental Health Act, which states that the mentally ill can be 

forcefully hospitaliz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ick person, has been evalua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dition for the mentally ill to receive treatment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is still 

insufficient.

As a realistic solution to these issues, we have the Community Care (integrated local care service) system, a 

social service system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s for seniors and PWD that provides welfare 

wages and services to residents in the local community who require care such as seniors and PWD.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and share cases of “community care and human rights.”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3938

일반세션 1
General Session 1

좌장
Moderator

임종한 / Jong Han Leem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학력 : 

- 19 8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 9 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경력 : 

- 현 인하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 현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 현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현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 현 환경정의 공동대표

- 전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 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Education : 

- University of Yonsei, College of Medcine, Master of Medicine, 19 87

- University of Yonsei, Seoul, Korea,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Ph.D  19 9 7

Career : 

- Chairman, Committee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ha University (2019 - ) 

- Former Chairman, Korean Solidarity for Social Economy (2014-2019 )

- Former President, Korea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Association (2004-2019 )

- Former President, Incheon Pyongwha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19 9 8-2002)

- Former Medical director, Incheon Pyongwha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19 9 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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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9 7.02, 학사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 2009 .11, 박사 (요크대학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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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1–2009 .04, 요크대학교 초빙교수

- 2010.09 –2016.09 , 영남대학교 조교수

- 2016.10–현재, 영남대학교 조교수

 

Education : 

- Feb. 19 9 7. BA, Yonsei University, Korea

- Nov. 2009 . PhD, The University of York, UK

Career : 

- Jan. 2009 . – Apr. 2009 ,  Visiting Lecturer, The University of York

- Sep. 2010. – Sep. 2016,  Assistant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 Oct. 2016. – Current,    Associate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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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인권

김보영 (영남대학교)

서론

커뮤니티 케어는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장애인들을 전격적으로 방

문하여, 요구 사항이었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 2018년 복지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공식적인 복지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

고, 뒤이어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

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그해 11월 20일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노인을 중심으로 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19 년부터는 전국 8개 기초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연내에 16개 지역

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이를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

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첫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둘

째, 개개인의 당사자에 맞춘 급여와 서비스 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고립된 삶이 아닌 지역사회와 관계하고 참여하

는 삶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커

뮤니티 케어가 인권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어떤 제도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제도적 조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과연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비판

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케어와 인권, 그리고 실현을 위한 조건

커뮤니티 케어가 위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도 해당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발표에서는 

우선 성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에 관해서는 이미 19 9 1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원칙

을 채택한바 있다.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과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을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5가지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가능한 가정에서 의식주, 건강, 소득, 주거, 교육에 대한 접

근권 보장을 통한 자립성(Independence), 단순 임금 노동 이상의 일상생활, 지역사회 참여,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

여(Participation),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돌봄(Care), 자신의 가진 잠

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한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대우를 통한 존엄성(Dignity)을 말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 12월 13일에 채택이 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이 인권

일반세션 1
General Session 1

김보영 / Bo-Yung Kim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일
반

 세
션

 1
G

e
n

e
ra

l S
e

ssio
n

 1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4140

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건물, 도로, 대중교통 등 시설뿐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등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사회에서 착위 및 폭력과 학대로 부터 자유로운 안전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 스 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할 것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 

일할 권리, 정치적 권리, 여가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과 규정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와 그대로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노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

된 공간에 수용되어 고립된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

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역사회와 관계하고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에 대한 접

근성 보장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커뮤니티 케어는 이러한 취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으로

서의 기본권을 유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자, 방향이자, 방침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는 이미 여러 국가들에게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잡혀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에 노인을 

위한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시스 템이 발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지역공

생사회가 추진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공생형 서비스 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민간조직을 

통하여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돌봄을 제공해 온 역사가 있지만 19 9 4년 연방정부에 수발보험이 도입되면서 시

설보다는 재가서비스 를 먼저 제공하도록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는 이미 19 70년대 시설보호에서 재가서비스  중

심으로 전환되었으며, 19 83년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료서비스  관리운영 책임과 권한

을 기초 지자체에 부여하였고, 2004년부터는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NSA)으로 재정보조 체계 구축하고 있다. 영국

에서는 19 80년대 지역생활 보장을 명시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19 9 0년대

부터는 개인예산제 등을 통해 당사자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삶에 대한 통제권(control)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

보면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으로 서비스 가 개

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가진 당사자를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는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으로 서비스 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으

로 앞서 말한 당사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일선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개개인

에 대한 서비스  수급자격 및 내용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조건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과연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의 제도적 조건들은 그와는 정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

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가 발전하고 19 70년대 시봄(Seebohm) 개혁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통합적 체계가 먼저 구축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역시 지방정부 책임 아래 사회서비스 가 발달한 이후에 국가 차원

에서의 사회보험이나 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일본은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기초 지자체가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

었다. 모두 먼저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먼저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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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자체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경험이 전무하다.

노인돌봄 제도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에 대한 등급 판정과 운영을 건

강보험공단의 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지원 제도의 핵심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역시 대상자 인정조사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복지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요한 서

비스  제도가 모두 별도의 공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나마 그러한 서비스 들도 대부분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예산과 지침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어 

지자체의 재량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설계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조

건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통합 사례관리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

례별로 욕구는 파악이 되어도 제도적인 분절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공적 서비스 가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

라 기부나 후원과 같은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것에 대부분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를 해결하고 말 그대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가? 안타

깝게도 현재로서는 또 다른 파편적인 서비스 로 그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단계 선도사업

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 케어를 보

편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도사업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기초 지자체에는 다양한 서비스 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 내역을 보면 이러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여건 상 전체적인 체계를 개혁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선도사업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기초 

지자체 당 전담인력이 달랑 1명, 사업 대상자 규모는 100명에서 200명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장기요양

보험만 해도 기초 지자체 당 평균 신청자수가 연간 4천명에 이르고, 장애인은 등록된 중증 장애인 규모만 4천 4백여명

에 이른다. 담당자 1명과 1~2백명 수준의 서비스  가지고 의미있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실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는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그동안 노인기본돌봄서비스 , 노인종합돌봄서비스 , 응급안전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등 파편적으로 제공되던 지역사회의 지자체 노인서비스 를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각자 쪼개져 있던 돌봄과 관련된 지자체의 서비스 를 한데 통합하여 개개인의 노인에게 맞추어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지자체 안에서 조차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서비스  운영체계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특정 민간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승인만 하도록 하고 있다. 마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체계의 문제를 지자체 노인서비스 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도 배치된다. 이를 보면 여전히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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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제도가 아닌 사람 중심의 체계 구축

이상 커뮤니티 케어가 인권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통적

인 요건들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제도적 조건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

름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이를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기 보다는 또다른 파편적인 서비스 에 그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책 방향 자체가 혼란스 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정부에서 지역사

회 통합돌봄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발표하고 2026년부터는 보편화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혼선을 빗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축

되어야 하는 체계이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분절적인 제

도적 체계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별적인 제도에 각자가 자신을 맞추어 수급권을 따내야 하는 체계가 아니

라 사람에 맞추어 제도가 설계될 수 있는 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국민들이 노령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스 스 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을 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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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are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and 

Human Rights

Bo-Yung Kim (Yeungnam University)

Introduction

Community care emerged as an idea when Minister Park Neung-hu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

fare visited the handicapped persons participating in a sit-down demonstration at Gwanghawmun Gate 

in August 2017 and promised to grant their demand to abolish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Support 

Duty system and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2018, the beginning of year report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president proposed community care as an official welfare policy, followed by 

the installation of the community care steering group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ac-

celeration of the policy discussion through the installation of the community care special committee at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After such discussions, the framework plan was announced focusing on 

seniors under the name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on November 20, 2018. Starting in 2019 , 

beginning with the eight self-governing bodies in the nation, 16 regions are promoting the business to 

develop a model that suits their commun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it promotes the community care, defines the program as “A social 

service system that allows residents who need to be taken care of to reside in the local community in-

cluding their own home or a group home to enjoy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that suit their individual 

needs and live in harmony with the local community to achieve self-realization and activities.” In other 

words, community care is a social service system that first, allows people who need care to reside in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a facility, second, lets them enjoy wages and services customized for each 

individual, and third, guarantee them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nd participate in the local community. 

This presentation will take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are and human rights, what 

conditions are required to carry out the program as shown in the case of major countries, evaluation of 

Korea’s systematic condition in reflection and provide a critical evaluation on whether the government’s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policy can realize the program.

Community Care, Human Rights and Conditions for Realizing the Program

Defining community care as a program generally for people who need to be taken care of, the main 

targets will be seniors and handicapped persons. Children may also qualify but since a separate discus-

sion is required for that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seniors. On December 16, 19 9 1, the UN Gener-

al Assembly has selected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Basic principles for policies and systems were 

stipulated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of seniors. The principles are based on the five goals of 

independence through guaranteeing right of access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health, income, resi-

dence and education for the senior in a household, participation in daily life beyond manual labor for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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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communit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care to maintain or recover the best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self-fulfillment through opportunities to realize one’s own 

potential and dignity obtained through liberation from exploitation and physical and mental abuse and 

fair treatment. 

In association with the human rights of handicapped person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

sons with Disabilities was selected on December 13, 2006. This convention protects persons with dis-

abilities so that they enjoy equal and perfect 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 guarantees access to 

facilities including buildings, roads and public transportations as well as service su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stipulates freedom and safety in the society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The convention also stipulates the preparation and support of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plan so that 

seniors enjoy equal rights in the local community and lead independent lives, the promotion of inte-

g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guarantee of the mobility right, right to integrated education and 

continued education, medicine and healthcare service, right to work, political rights and leisure time.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regulations on the human rights of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clear that they are in line with the definition of community care. Accessibility for required 

services is guaranteed and support is stipulated for seniors or people who have physical or mental dif-

ficulties due to disabilities so that they maintain their dignity as humans away from an isolated life con-

fined in a limited space, live independently with choices in life and participate in the local community. In 

this light, community care can be understood as a purpose of a policy, direction and course of action to 

help people with vulnerability maintain and be assured of their basic human rights.

Community care is already a common policy in many other countries. Take Japan, for example. Japan has 

introduced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s in the 2000s to advance the regional integrated care sys-

tem for local communities and began establishing a symbiotic service that collapses the barrier between 

seni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ine with the promotion of a local symbiotic society since 2017. 

Traditionally, Germany has a history of providing specialized care at complex facilities through private or-

ganiza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are Insurance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in 19 9 4, how-

ever, principles are applied to provide home service ahead of facilities. France has shifted its system from 

facility protection to home service as early as the 19 70s. In 19 83, the local government act has provided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manage and operate social medical service for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a finance support system is being established since 2004 

by the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e pour L’autonomie (CNSA). England has promoted guarantee of living 

at the local community as a explicit policy in the 19 80s to establish a local community-centric support 

system and began to emphasize individual’s control over independent living and life through the person-

al budget system since the 19 9 0s.

The realization method of community care through policies and systems differ by country. Looking at 

the cases, however, we can discover a few commonalities in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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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are not individually separated to be integrated for the individual but rather operated in an inte-

grated system for the individual with needs. Second, the service is designed flexibly so that instead of 

being fixed in a certain format, it can be changed into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need and desire of 

the individual. Third, thanks to the diversity in service composition, services can be selected depending 

on the various desires and needs that occur while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Lastly, local governments 

decide the eligibility for and content of the service that each individual will receive with a sense of re-

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flexibly design various local government-led services.

Systematic Conditions of Korea and Integrated Care at the Local Community 

What conditions does Korea satisfy to realize community care? Unfortunately, the systematic condi-

tions of Korea have the opposite characteristics. Historically speaking, England developed services for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y centering on the local government after World War Two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first on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Seebohm innovation in the 19 70s. Germany 

and France introduced the social insurance and fund system on a national level after the social services 

develop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Japan introduced the Care Insurance 

system, making the local government play the part of the “insurer.” All have first established a social 

service system centering on the local government. Korea, however, has zero experience in developing 

the social service centering on the local government. 

For senior care, the core insurer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judging of grade and operation is managed by the branch offic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ivity support system, the core of the disabled persons support 

system, and the target check is also managed by the branch offic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local government is in charge of the rest of the welfare service but as long as the major services and 

systems are operated by a separate public corporation, the local government cannot do much. Even the 

services that the local government handle is manag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y, which 

means they a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budget and guideline, allowing very 

narrow freedom of oper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This prevents the design from being integrative 

and flexible for the user. In response to the raising of problem,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12 and is still in operation but while desires are identified by case, division of the 

system remains the same which means public service is not designed in an integrated manner, stopping 

at connecting private resource through donation or sponsorship.

Does the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attempt to resolve these issues and establish an inte-

grative system? Unfortunately, as of now, it is likely to end up another fragmented service. The govern-

ment has set a plan to promote the stage 1 leading business by 2022 to establish suitable models for 

each region, build a provisional foundation by 2025 and generalize the community care starting in 2026. 

The leading business that is being promoted currently installs care info desk at village offices and op-

erate a local care meeting that encompasses various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to develop mod-

els customized for each region. The actual budget history, however, crushes expectations. While radical 

일반세션 1
General Session 1

김보영 / Bo-Yung Kim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9 4746

일
반

 세
션

 1
G

e
n

e
ra

l S
e

ssio
n

 1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innovate the overall system in Korea, the budget allocated to the leading 

business shows that only one person per local government is dedicated to the work and business target 

size is set as 100-200 people. Long-term care insurance alone has an average annual applicant of 4,000 

people per local government and there are over 4,400 registered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ies. It is 

difficult to try out the community care model with one manager and a service for 100-200 people.

Moreov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trying to introduce a customized senior care service in 

2020 that combines the senior services provided at local communities in fragments including senior ba-

sic care service, senior integrated care service, emergency safety service and short-term housekeeping 

service. This means combining the services of the local government related to care to design a system 

for each senior. This policy is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provides fragmented services within each 

local government in an integrated manner.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is not at the heart of the 

operation system for the service but specific private institutions within the region are designated as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giving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the right to choose targets while the 

local government only approves the targets. This is a mere repetition of the problems exhibited by the 

service system divided in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t the lo-

cal government senior service. Such policy direction goes against the philosophy of the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that seeks to integrate centering on the local government.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even have a basic policy direction to realize community care.

Conclusion – Establish a System for the People

We have looked at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care i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common con-

ditions to realize community care in the example of major countries. The systematic condition of Korea, 

however, has the opposite characteristics.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under the 

name of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is not perceived and responded to correctly, with the danger of 

ending up another fragmented service under the confused policy direction. The government promised to 

announce the local community integrated care as a new policy direction and generalize starting in 2026 

but the meaning is not understood well and confusion continues to occur.

As explored earlier, community care is a system that must be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a dignified life. To guarantee independence in daily life at 

the local community, the fragmented system must be reorganized. A fundamental conversion needs to 

take place so that rather than individuals trying to fit into systems to qualify for benefits, the system is 

designed to suit the needs of the people. When this is realized, basic human rights will be guaranteed 

to all people regardless of old age or disability, allowing them to lead an independent life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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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우리사회 과제

- 커뮤니티 캐어와 인권의 관점에서 -

고영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대상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라고 규정짓고, 이들을 다루기위한 

정신과의사를 양산해낸 것은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비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는 정도면 공동체내에서 아우러질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기계의 생산성이 더 비중이 커지면서 기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제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동체내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상품가치가 있는 지를 반영하는  기능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비록 소수자와 약자일지라도 지역에서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공동체 내에서 노동조합와 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통하여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 있어왔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특히 정신장애인은 종적 관점에서에서 보면 오랫동안 사회적 배제 속에 있는 상태로 외면되어 

왔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지역전반에 걸쳐 베어들어 있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이나 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취업활동 그리고 지역 현장 그리고 장애인 내에서도 차별과 소외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신질환을 갖는 당사자 측면에서도 지역에서 부터 배제되어 병원이나 요양원의 수용의 시대를 지나 인권이 향상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거의 소통 없이 지내는 시설에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지역 안에 있긴 하지만 진정한 

지역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동네사람들과 실제로 소통하고 부대끼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과 접점이 이루어지는 지역공간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하듯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간적 배제만이 아닌 

심리적 배제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되어 지는 부분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할 것 인가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공동체를 논하는 

과정에서 담론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토의되면서 구체적이고 실행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건강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보건-복지적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는 질환(disease)이나 장애(disorder)

에서부터 벗어나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보건은 건강을 지키거나 증진하는 차원의 보수적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적 측면에서는 생활 속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회의 불평등 혹은 빈곤이나 장애(disability)로 문제가 

되는 측면에서의 건강과 행복이나 만족감을 갖게 하는 사회적 차원의 건강을 말한다. 또한 건강의 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것이 사회복지이며 기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회공헌 그리고 민간이지만 비영리를 추구하는 시민사회(공동체) 

차원 사회적경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을 정신건강영역에 보면 정신질환적 차원에서는 치료라는 면이 강조되어 일종의 치료자(이윤추구의 병의원: 

2nd sector)와 환자와의 라뽀(Rapport)’는 일종의 위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신보건영역에서는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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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ector)에서 보건활동 즉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제도적 형평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방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영역에서의 

조직들이라고 할 것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은 위계가 없고 이윤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와 기업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로 민관협력이나 거비넌스 (Governance)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에는 거의 사회 혁신적 요소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정확하고 적확한 정의와 현실적 추진방안을 정립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한국적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한국만의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추구의 정신의료 

기관 활동과 정부차원에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활동(지역정신건강센터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순기능적인 

면들에서는 받아들이면서 지역사회 돌봄이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주체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community1 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시가 과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존의 Top down방식으로 기획되고 

진행되는 방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규모적 측면이고 전자는 지차체 단위의 행정단위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 후자에서는 마을단위나 소규모 

공동체 단위이어야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운영주체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행정단위차원의 제도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될 안전망 체계의 

사업이 전자에 해당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당사자와 현장을 점유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전자는 지역의 여건과 형평성이라는 개념으로 전문가 영역에서의 정책적 성격을 띠는 획일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지역과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개별적인 서비스 로 작동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티(community) 가 다양하게 쓰임으로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적 실정에 맞는 재정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압력에 의해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 차원의 공유자산 형식의 지역소통공간으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지대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공유자산(community common sttate)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곳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소수자와 약자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즉 아지트가 필요하다. 주체적 의견개진과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사용자 참여이론2 의 단계)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공유자산화전략”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 공간은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내에서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개인(Individual) - 가족(Family) - 마을(community) - 지역(Local; District) - 지방(regional) - 국가(National) - 세계(Global)
2)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관점에서의 협치 -협치는 과거 권위적인 형태의 

거버먼트(governmant)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에 기반 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협력적 통치 기술을 흔히 거버넌스 (governance)로 표현한다. 

협력적 통치 기술로 표현되는 거버넌스 는 민관협치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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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과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알아가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제대로 이루지기 위해서는 아나키적이고 카오스 적(anarchy and chaos)이며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계질서의 해체로 인한 동등한 지역주민으로서 서로 돕고 

지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치료적 관계도, 체계 구축 관계도, 아닌 서로 돕고 아껴주는 돌보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아나키(anarchy)적 접근

결국 돌봄 대상자인 분들이 전문가(건강서비스 체계의 제공자)에 의한 치료 간호 관리 사회사업 업무가 아닌 (갑과 갑의 

관계) 즉 지배의 부재로서 지역 내에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유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여기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공동체 자치에서 즉 현장에서 추구할 것이다. 대중을 무지몽매한 야만인으로 보았고, 지배가 

없는 사회를 혼돈이라 매도하며 지배를 정당화 했었다. 그러나 아나키 상태란, 억압적인 모든 제도가 없는 분권형 사회, 

자발적 결합의 연합을 통해 조직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동체내에서는 이러한 아나키적 접근이 필요할 것 아닌가 

싶다.

2) 카오스 (Chaos)적 접근

사실 카오스 는 혼돈이 아니라 “거대한 틈” 즉 텅빈 공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비워져 있기에 지역주민들이나 장애인당사자가 

채워나가기가 용이하고, “이래야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는 즉 “원칙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이 내려와 이미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운영되게 되면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생태적(ecological) 접근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문제점인 대량생산 대량 소비적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높은 에너지 사용 접근방식에는 

결국 한계를 초래하고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계에는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과학이다.” 단절된 자연의 이치로 인해 문제가 되어가고 오히려 문명이 인간사회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현상이라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중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연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과 

환경운동에서의 3R(Reduce, Reuse, Recycle)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재구성(Reconstruction of community)

과 다양성을 갖는 상호작용(reciprocal)으로 물질적 풍요에 매달리기보다는 마음부자(rich mind)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먹고-자고-일하고-놀고”의 순환성이 유지되고 “배우고(=치료)를 통해 

개인의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마을 단위의 지역성을 담보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면대면 소통이 가능하게 하여 자연스 럽게 장애와 비장애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어야 한다.   

4) 민주적(democratic)3 접근

민주적이란 민중의 힘 즉 공동체 현장에서 민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에는 당사자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당사자운동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자발성과 자기결정권과 자기 

3) 민주주의(democracy)=dêmos(인민)+ krátos(힘) vs 아나키;아나르코스( ναρχο )= ν-(無) + ρχ (지배자, 통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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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행동 및 자기책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영역 특히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는 해결할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1) 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만연해있는 정신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과 정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내에서의 차별 또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돌봄 차원에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 및 동네 주치의 그리고 접근방법이 out-reach로의 

전환을 줄 수 있는 가정방문진료(왕진)제도 그리고 팀접근과 개별화된 맞춤서비스 를 줄 수 있는 사례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2) 전문가가 직접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가족과 동료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이웃지역주민에게 당사자에 

돕고 지원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역사회건강사업과 협업을 통해 건강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가관리가 기본적 요건으로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어 당사자가 지역에 뿌리내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는 의료의 상품화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진행에서 보면 항상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거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정신의료기관들이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당사자가 주체적 활동의 역할수행이 될 수 있도록 표현과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당자사 차원의 

위기쉼터나 동료지원가의 절차보조사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입원에서도 자의입원만이 있어야 될 것이며 병식의 

부재와 증상의 악화로 인해 벌어지는 일은 자기책임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취업만이 제대로 

된 성과가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productive activity)으로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당사자가 건강한 소통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의 융합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개별적 결핍과 욕구를 

해결하여(살림) 지역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살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접근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은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를 접근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에 의한 한계점도 인정하면서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과 간학제적

(interdisciplinary)을 뛰어넘는 범학제적(transdisciplinary) 즉 통섭적(consilience) 통합적 팀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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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s Task to Help the Mentally Handicapped 

Return to the Society

- Study of Community Care and Human Rights -

Young Ko (With Social-Coop)

Defining those who have a hard time maintaining a social life due to mental health issues as the 

mentally ill and producing psychiatrists to take care of them is a resul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an 

agricultural society, even if you have mental disorder, as long as you have the workforce to help, we can 

still harmonize within the communit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chanical civilization, however, 

put more emphasis on the productivity of machines rather than the labor force of humans, treating 

humans into products. To remain in the community, the functional element of a human being, whether it 

has commercial value,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minority and weak have fought to live as par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labor unions and cooperatives with survival rights and human rights. 

The mentally ill, in particular, were ignored in the society for a long time. For that reason, prejudice and 

branding of the mentally ill are deeply penetrated into the local community. Despite various activities to 

resolve such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oward the mentally ill is still ongoing in the local 

community and even within the handicapped persons group, most noticeable in policy, law, media and 

employment opportunity.

The mentally disabled are past the era of hospital or nursing home confinement but still excluded from 

the local community and living without communication, in the community but not part of local community 

life. To become part of a community, re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is required. We need to form a 

local space where the mentally disabled come into contact with the local residents.

Various methods of approach must be implemented to resolve the prejudice and branding placed upon 

the mentally disabled. We should consider both spatial exclusion and psychological exclusion. How can 

we create and operate a space that can provide a point of contact with the mentally disabled within the 

local community? Discussions should happen within the community to come up with specific ways to do 

this and decide on the size of implementation.

From a health perspective, we can think in terms of medical care, healthcare and welfare. Medical care 

refers to removing a disease or disorder and healthcare is about protection or promotion of health. 

Welfare means health in daily life and includes social health where poverty or disability can affect the 

happiness or satisfaction level of an individual. Depending on the chief agent, welfare is by the country, 

social contribution is by corporations and social economy on the community level provided by the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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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private sector.

Viewed from the field of mental health, treatment has been emphasized, creating a hierarchy between 

the treater (hospitals and clinic for profit: 2nd sector) and the patient called “rapport.”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care, the national level (1st sector) healthcare activity represented by the local community’s 

mental healthcare business, emphasize systematic fairness and tend to occur in one-sided uniformity. 

Organizations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emerged to handle these issue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have no hierarchy, do not operate the business for profit and pursue a social value for the 

community. Rather than excluding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plans should be made to promote 

peaceful coexistence to conduct business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governance. 

The Community Care system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contains an element of social 

innovation. Therefore, unless we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on community care and a realistic promotion 

plan, it is bound to fail. In addition, unique plans that reflect the medical reality of Korea must be suggested. 

Regarding for-profit mental hospital activity and government-led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activity 

(local mental health center and social welfare business), the functional portions must be accepted while 

the community car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in a proactive and integrative method in the socio-

economic sectors.

Both local community mental healthcare business and community care use the term “community.1” We 

should consider if these two terms have a different meaning and whether the city is functioning as a 

proper community. Also, we must answer the following realistic and practical questions of whether the 

current top-down approach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s going to succeed. 

First thing to ask is size. If the former seeks to establish a system on the administrative unit of the local 

government while the latter must be in village or small community size.

Second thing to consider is the difference in the main operator. The safety net system busines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systematic and policy-centric administrative unit level is the former and 

the activities of the local resident who share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mentally handicapped in the 

socio-economical sector is the latter. 

The third distinction is that while the former has a strong uniformity and policy-driven character in the 

field of experts based on the concept of local condition and fairness the latter operates as a diverse and 

individualistic service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its members. 

The word community is thus widely used to cause confusion. A re-definition that suits th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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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is required. Unless we actively fix the problems, even a new policy will be useless in the face of 

social pressure.

This is why the government should systematically suppor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mentally 

disabled and abled to create a local communication space in the form of small shared asset for the small 

local community. This will serve as a gathering place for the minority and weak who used to be the target 

of exclusion and negligence to communicate as local residents. Space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shared assetization strategy” in the socio-economic sector to serve as the stage for sharing opinions 

and conducting activities (User participation theory  stage). The space shall not be controlled or interfered 

by anyone and embrace various demands within the community and implement them.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systematic devices and the service provider should play the part of the facilitator and 

guide and faithfully perform them role of training people on the learning new concepts and philosophies.

To guarantee that community care is properly carried out in the socio-economic sector, it should be 

operated in a anarchy and chaos, ecological and democratic method. This will guarantee the establishment 

of a car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the 

hierarchy rather than a treatment-oriented relationship or system-based relationship.

1) Anarchy Approach

Ultimately, the targets of community care are taken care of not by the treatment and nursing 

management work but through a peaceful interaction within the local community with a lack of dominant 

party. Freedom and peace will be considered important values and pursued on the site of community 

governance through diverse and new alternatives. In the past the people were viewed as ignorant 

savages and society without a ruler was condemned as chaos to justify domination. Anarchy refers to a 

decentralized society where there is no oppressive system and an organized society through voluntary 

union. Perhaps the community should pick up on such anarchy approach.

2) Chaos approach

Chaos refers to a “huge void” or an empty space. Since it is empty, local residents and the handicapped 

persons can easily fill it up. Since there is no rules regarding “is must be this way” or “this is the way to 

do this,” since “having no rules is the rule,” it serves as a stage for free communication of ideas. The top-

down approach that operates a business based on pre-decided rules, will lead to poor results.

3) Ecological approach

 There is a limitation in terms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he problem of a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High energy usage leads to limitation and accelerates unfairness in the syste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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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s the interests of the rich. That is why “Humans understand nature partially through science.” If 

excluded nature becomes a problem and civilization puts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human 

society at risk, it is an addiction from a psychiatric perspective. In addition to the premise of naturalness 

and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rather than clinging to 

the materialistic abundance through reconstruction of community and reciprocality with diversity, it is 

important to enrich the min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Operate the community from 

an individualistic point of view to maintain the cycle of ”eat-sleep-work-play” and expand the scope 

of personal life through learning (=treatment). From a community perspective, secure the regionality 

of each village unit and make face-to-face communication possible to knock down the invisible wall 

between the disabled and abled in a natural way.

4) Democratic2 approach

Democratic means that operation by the people at the community is important. This means direct 

movement by the person concerned is necessary. Recently, the need for direct party movement is in 

desperate need. What needs to be done is forming the right condition for people to demonstrate their 

self-motivation, self-determination and self-directed action and responsibility.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serious problem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fields mentally disabled persons 

care. To operate a useful community care system, the following movements must be actively carried out.

1) First, the laws and policy-issues regarding the discrimination of the mentally handicapped should be 

taken care of by the government. Discrimination among the handicapped must be handled as well. There 

needs to be a practical plan to resolve the prejudice and branding on the mentally handicapped. To better 

serve the community, systematic devices need to be implemented to convert the approach method to 

one of out-reach, including the home visiting treatment system, team approach and case management 

for the personalization and customization of service.

2)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so that rather than the expert directly providing services, the person 

concerned, colleagues and local residents who want to participate should help and support the mentally 

handicapped person. The government can cooperate with the local social health business to help the 

integrative approach of health care. Based on the basic condition of approval-based management, 

residential stability will be secured to help the mentally handicapped person settle down in the region.

3) For the service provide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care is the core of the system. Throughout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budget and workforce is always a difficulty. To handle the problem, utilize 

the conventional system or create new policies or 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situation to 

2) Democracy = dêmos + krátos vs anarchy; anarkos ( ναρχο )= ν-(無) + ρχ (ruler,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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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mental health institutions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care system.

4) The environment must be formed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o play an active part and reflect his/her 

ideas and desires and the crisis shelter and supporter’s procedure supporting project must be activated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Hospitalization should be voluntary and things that happen due to lack of 

disease or exacerbation of the symptoms should be handled based on his/her own responsibility. The 

employment of the mentally handicapped should not be the ultimate goal but the productive activity that 

allows him/her to live on in the community.

For the local residents and the mentally handicapped to have a healthy communication and life based 

on a healthy spirit of community in the local community, convergence between medical care, healthcare 

and community care is required. That is why we visit the mentally handicapped to take care of the 

individual deficiencies and desires to hep them live as proud members of the community. It is impossible 

to tackle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handicapped persons with a single approach. While there needs 

to be various methods of approach toward the handicapped person, we also need to acknowledge the 

limitations caused by realistic conditions. That is why we need a transdisciplinary and consilience-based 

convergent team approach that goes beyond the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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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제7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Career :

- Director,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Expert Advisor, Expert Committee of Human Rights of Disabled, NHRCK

- Committee Member, Advisory Committee on Mental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ember of the 7th Committee, 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 Committee Member, The Committee for th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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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이레 사회복귀시설: 누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04-01 얀센(제약회사): 책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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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서울정신요양원: 누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 2017-01-06 의정부 정신 건강증진센터 가족모임: 가족강사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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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eting with family instructor

 05-20 “Milal Center” in the U.S. : Book lecture

 05-26 Family Group in “Nami”, Atlanta, Georgia, U.S.: Book lecture

 07-26 Basic Course on Family Link at Pocheon-si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 Meeting with family instructor

 10-27 Seoul Mental Sanatorium: Who Will Understand Me?

- 2017-01-06 Family Group at Uijeongbu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Meeting with    

 family instructor

- 2018-06-20 Family Group at Chuncheon Nation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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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Dortmund대학 (Dortmund University in Germany) Dipl. Paed.

경력 :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 나사렛대학 겸임교수

- 18대 국회 정책보좌관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Education :

-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heology at th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Dipl. Paed. from Dortmund University in Germany 

Career : 

- Member of the Disability Rights Committee for the Korean Bar Association

- Adjunct Professor at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 Policy Consulting Member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Deputy Executive Director at the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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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Panelist

이영문 / Young Moon Lee
국립정신건강센터장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학력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 81-19 87)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19 9 3-19 9 5)

-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전문의 (19 87-19 9 1)

- 텍사스  주립대학, 보건학 석사 수료 (2001-2003)

경력 :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19 9 4-2007)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2007-2012)

- 중앙정신보건사업 지원단장 (2007-2013)

-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2013-2015)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2017-2019 )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2019 .11-Present)

Education :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9 81-19 87)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19 9 3-19 9 5) 

- Yonsei Medical Center, Severance Hospital, Psychiatric Residency (19 87-19 9 1)

-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Public Health, M.P.H. Candidate (2001-2003)

Career : 

-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sychiatry, Professor (19 9 4-2007)

-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 Social Medicine, Professor 

(2007-2012)

- National Commission of Mental Health, President (2007-2013)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Gongju National Hospital, Director (2013-2015)

- Seoul Health Foundation, Representative Director (2017-2019 )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Director (2019 .11-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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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Panelist

안진환 / Jin Hwan An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Director, Korean Federation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경력 : 

- 현) 장애와사회 이사, 2011

- 현) 장애인아카데미 이사, 2015

-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분야 자문위원, 2013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2018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이사장, 2013

- 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15

- 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2011

- 현)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17

- 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2017

-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2019 

Career :

- Director of Disability and Society, 2011

- Director of Able Academy, 2015

- Consultant in the Employment Acceleration sector for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

- Member of the Urban Design Committee in Mapo-gu, Seoul, 2018

- Chief Director of the Yeongdeungpo Housing Welfare Support Center, Seoul, 2013

- Member of the Operation Committee at the Irum Center of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5

-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Federation of Career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1

- Vice Director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elfare Committee in Seongbuk-gu, Seoul, 2017

- Professor of Special Affairs for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t the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2017

- Member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Committee in Seou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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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민 1: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 행정
Inclusive administration of migrants to achieve the goal of becoming a sustainable 
Seoul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

입니다. 특히 이주는 시대적 흐름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 간 이동과 체류에서 이들의 기본권은 묵살되고, 이민자 후손들은 정체성에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이주는 현재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양상도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한국은, 이주민수용의 역사가 오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씩 발전해 왔지만, 2018년 제주도의 예멘난민유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라진 여론, 결혼이

주여성들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 혐오와 차별 등의 문제는 한국사회는 아직 이주민들과의 공존에 대해 명확

한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위하

여, 서울시의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주민 유

입과 정착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도시의 사례, 서울 외 도시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are essential values that should be pursued by cities, nations, and govern-

ments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an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ile immigration is a trend of the era that significantly impac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mi-

grants positively affect the overall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basic rights of immigrants 

are ignored in the process of moving between and staying in different countries, causing offsprings to 

suffer inconvenience and become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Even so, immigration is becoming more 

common and sophisticated.

Korea, including Seoul, is still going through trials and error because of the short history of immigration. 

Th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of immigrants have developed gradually. Still, issues in-

cluding the split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acceptance of refugees from Yemen to Jeju Island in 2018, 

and the extreme violence, phobia, and discrimination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immigrant 

workers show that the Korean society still lacks a clear direction regarding the peaceful coexistence with 

immigrants. Therefore, this session will discuss and share cases of foreign cities with a long history of 

immigrant influx and settlement and Korean cities besides Seoul with specialists to decide the direction, 

content, and method of immigration policy in Seoul. By doing so, we will attempt to realize a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y of Seoul withou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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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Moderator

석원정 / Won Jeong Seok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Director, Seongdong Global Migrant Center

교육 :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과졸업

경력 : 

- 2018년 5월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

- 2018년 2월 ~ 현재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

- 2018년 8월 ~ 현재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 2016년 6월 ~ 현재 서울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위원 

- 2015년 3월 ~ 현재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 2012년 ~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운영위원

- 2002년 ~ 현재 노동인권회관부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 2016년 2월 ~ 2019 년 1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2008년~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 전문위원

- 2005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공동대표

- 2002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공동대표

Education :

-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Career : 

- Expert Advisor of civil liberties, NHRCK, May 2018-Present

- Consultant of immigration policy, Ministry of Justice, February 2018-Present

- Consultant, Human Rights Policy Advisory Committee, Ministry of Justice, August 2018-Present

- Member, Committee for Emotional Laborers’ Rights Protection in Seoul Municipal Government, June 

2016-Present

- President, Seongdong Global Migrant Center, March 2015-Present

- Steering Committee Member, Joint Committee with Migrant in Korea, 2012-Present

- President, The Association for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Labor Human Rights Center, 

2002-Present

- Human Rights Committee Member, Seoul Municipal Government, February 2016-January 2019 

- Expert Advisor of human rights of foreigners, NHRCK, 2008-2011

- Joint Representative,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2005

- Joint Representative,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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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Speaker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학력 : 

- 고려대학교 사학과 및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 

경력 : 

- Asian Migrant Centre (홍콩 소재 Regional NGO) Program staff (19 9 4-19 9 8)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국장(19 9 9 -2003), 사무처장(2004-2007)

   국제협력이사(2008-2011), 상임이사(2012~현재)

-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집행위원장(2004), 

   공동대표(2005), 운영위원장(2018)

-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위원장(2018~현재)

- Migrant Forum in Asia (마닐라 소재 아시아이주인권옹호네트워크) Executive Committee Co-Chair 

   (2017~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위원(현재)  

Education:

- Majored in history at Korea University (B.A.) and studi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Korea University (M.A.) 

Career: 

- Asian Migrant Centre (Regional NGO located in Hong Kong) Program staff (19 9 4-19 9 8)

- Secretary General (19 9 9 -2003), Director of Administration (2004-2007),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 (2008-2011) and Standing Director (2012-present) of WeFriends

- Commissioner (2004), Joint Representative (2005) and Head of Operation (2018) for the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Director of the Foreign Resident Committee of the Welfare Governance of Seoul (2018-present) 

- Executive Committee Co-Chair (2017-present) of Migrant Forum in Asia (a network to protect 

   the rights of Asian immigrants located in Manila) 

- Member of Freedom Rights Second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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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 행정

김미선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1. 들어가며

국내 체류 이주민 수는 2019 년 9 월말 현재 245만명1으로 이 수는 2021년에 300만명 그리고 10년 내 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7년 이주민 인구 100만명 도달과 함께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공식화한 이후 그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1년에는 국내 인구 5천 2백만명 대비 

이주민 수가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5.7%) 보다 높은 5.82%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거주 이주민 수도 2014년 서울거주 인구(10,19 5,318명)의 3.9 %인 39 5,640명에서 2019 년 현재 서울 거주 

인구(9 ,741,871명)의 4.2%인 413.9 43명에 이른다.2  

이주민들의 존재와 수적 증가는 이주민 인권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 5개년 단위 국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계획을 시행중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에 따라 관내에 9 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주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통합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기순환정책,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동화와 통합,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포용정책을 펴고 그 

외에는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발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행정의 주요 과제를 이주민에 대한 포용,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촉진하는 최전선에 있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논의의 장인 ‘사람의 이동,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시장 포럼

(Global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의 주요내용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서울시의 이주민 정책

서울시는 2012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통합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1)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 년 9 월호.  
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담당관, <제2차(2019 ~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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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정비, 실행중이다. 

원래 안전행정부의 통합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 지원대상에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여 각 지자체의 지원대상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2014년 제정 당시와 2019 년 타법개정에 따른 정비를 통해서도 지원대상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내 25개 구들은 모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중 하나 혹은 둘 다 제정하거나 통합조례를 제정, 

실행중인데 2017년 현재3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 실행하는 구는 3개 구(중구, 도봉구,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둘 다 실행하는 구가 13개(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이며, 통합조례를 제정한 구는 9 개 구(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이다. 

이 가운데 통합조례를 제정한 9 개 구 가운데 구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모두 제6조(지원대상)을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하고 있다.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한 지원 대상의 설정 여부가 중요한 것은 2006년 거주외국인지원조례  공포 때부터 시민사회가 지

적했던 중요한 비판, 즉 중앙 하달식 조례안이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이전부터 중앙정부 차

원의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서비스 와 최소한의 인권보호 장치들이 작동4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조례가 마련된 것은 현실을 거스 르는 발상이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거주 외국인 현황과 형편에 근거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이주민 지원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

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서울시 거주 총 외국인주민 40만(서울시민 25명중의 한 명은 외국인주민) 다문화시대를 맞아 

지자체 최초로 <다가치 서울 마스 터플랜>5이라는 외국인주민정책 5개년 기본계획(‘14~’18)을 수립, 시행하였다. 

다가치 서울 마스 터플랜은 ‘다( )문화 시대, 다 같이 일구는 다양성의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인권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량강화 4대 목표와 

14대 정책과제, 하위 100개 단위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3)  행정안전부, <2017년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17.12.31. 현재)>, 2018. 12. 24.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 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79 77
4) 보건복지부(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 대상 의료비지원, 질병관리본부의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통해 만 12세 이하 미등록이주아동 

포함 무료 예방접종 시행) ▲ 교육부(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 고용노동부(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적용, 

노동청을 통한 미등록노동자 권리구제 및 지원활동) ▲ 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 지원 센터, 1366콜센터 운영시 불법체류 해소를 위한 지원, 

상담지원) ▲ 법무부(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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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제1핵심가치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현재 날로 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현재 서울시는 제2차(2019 ~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서울시는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이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서울로 잡고, 민주시민 역량강화, 보편적 

인권과 안전,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라는 정책가치 아래 4대 정책목표와 5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6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안전도시, 보편적 시민으로의 의무 및 권리 공유(일, 생활, 학습도시), 그리고 거버넌스 로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로 

설정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인 “이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성과 

인권의 걸림돌인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여 서로 존중하는 포용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층적 협력의 서울시 

이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3. 해외 지방정부의 이주민 포용정책

OECD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지방정부(도시)는 인정된 난민과 경제적 이주자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돕는 주요 

행위자이다. 전 세계 모든 이민자와 난민의 60%가 도시로 이주했고 그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는 OECD 평균 40%의 공공 지출과 공공 투자의 60%를 책임지고 있어 이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7

국제이주와 개발논의에서 이주민의 도착지이자 노동, 생활의 근거가 되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어 세계 주요 도시와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주민 포용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다섯차례 

진행된 글로벌 시장 포럼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의 이동,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시장 포럼(Global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은 2013년 제2차 유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회담에서 시작되어 이동성, 이주 및 개발 관련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이주 거버넌스 의 경험을 교환하고, 집단적 전략을 논의하는 시장 및 도시 지도자들의 연례 모임이다. 

2014년 스 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15년 제2차 포럼이 에콰도르 키토에서 2016년 제3차 

포럼이 필리핀 퀘손시티에서 2017년 제4차 포럼이 독일 베를린에서 그리고 2018년 포럼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회의가 열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각각 열렸다. 

글로벌 시장포럼은 이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더 많은 접근과 지역 의사 결정권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별히 제2차 포럼에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주 관련 지표를 구현할 때 지역 및 당국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추가 자원이 필요한 곳을 명시하고 기존의 지역 및 국제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5.9 .
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담당관, <제2차(2019 ~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9 . 8
7)  OECD Policy Brief for the 4th Global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Berlin, 26-27 June 
2017.
http://www.migration4development.org/en/resources/library/policy-brief-series-mayors-humanitarian-and-development-
actors-preparing-wel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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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 월 29 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퀘손시티에서 개최된 제3차 포럼은 시장, 도시 대표 및 26 개국의 국제기구 

회원이 참석하여  a) 출발지와 목적지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디아스 포라 (diaspora)의 역할; b) 도심 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와 난민의 통합과 보호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포럼의 공식문서인 Quezon City Action to Action은 구체적인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주민의 권리, 보호, 

통합 및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방 당국의 약속과 모든 이주민에게 긍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필리핀 정부와 미국 정부의 주도 아래 분쟁, 자연재해 등 

“위기에 처한 국가의 이주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세계 도처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이주민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4차 포럼의 주제는 “인도주의 및 개발 행위자로서의 시장: 준비, 환영 및 통합”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세계 각지의 시장들은 새로 유입된 이주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이주가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인간개발을 촉진했는지 등을 공유했다.8 4차 포럼에서는 40개 

도시가 지지한 시장선언(Mayoral Declaration)이 발표되어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와 ’난민을 위한 글로벌 컴팩트‘ 준비과정에 제출되었다. 또 이 선언은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및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 확인을 촉구하고 있다. 즉, (i) 이주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 (ii) 도시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이주민, 난민에 대한 지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들 (iii) 사회에서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와 행동에 

관한 것 등이다.  

2018년 12월 8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5차 시장 포럼은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유엔 회원국 정부들이 2018년 12월 10-11일 회의를 통해 채택하게 될 이주 글로벌 컴팩트를 지지하고 이행 의지를 

담아 마라케시 시장 선언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이주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권한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모든 대륙의 도시들은 이주의 영향을 관리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촉진하는 최전선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체 내 이주민, 

난민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내고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루기 위해 이주민, 난민에 대한 첫 

응답자로서 도시들이 실용적인 솔루션을 혁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글로벌 컴팩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첫째, 이주민 인권 보호와 착취로부터 보호하여 이주민의 취약성을 다루고 감소시키는 일(목표 7), 둘째,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모든 아동 청소년의 교육을 포함하여 필수 서비스 에 이주민이 내국인과 동등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목표 15), 셋째, 이주민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목표 16), 넷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증적 공공담론 형성(목표 17) 등이다.9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를 통해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국내 또는 국가간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8) https://undocs.org/A/CONF.231/3
9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의 23개 목표 가운데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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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이주민들이 경유하거나 

거주하는 멕시코의 Coahuila de Zaragoza주에서는 주 법률인 주민등록법 제14조를 제정하여 이주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신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스 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사람들의 도시 거주를 입증하는 ‘주민증’ 

제도가 있는데, 이 문서는 추방이나 억류 절차가 시작되기 전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또 

캐나다 몬트리올시도 포용적인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이주민들의 통합을 지원하는 2018-2021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한다.10 

몬트리올 포용(Montr al inclusive) 행동 계획은 2018-2021년 동안 신규 이민자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약 30개의 

측정값을 4개의 주요 전략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몬트리올을 개방성, 안전 및 포용의 시험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통합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는 고용 과정과 시민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단계는 법적 지위가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의 제공 및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 당국은 경제에 새로운 이민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그들의 권리가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이민자와 

캐나다 출생자 사이의 실업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들이 알맞은 가격의 주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4. 이주민 포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 서울 SDGs 2030의 지표체계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해 이들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추세이다. 2015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어 실행중인 2030지속가능발전 의제는 

물론 2018년 12월 UN 회원국들이 채택하여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이주와 난민에 관한 각각의 글로벌컴팩트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목표들을 설정하여 국가간 불평등 뿐 아니라 국내 불평등 감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SDGs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SDGs가 K-SDGs라는 

이름으로 2018년 12월 확정되었다.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으며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등 5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에 기반하여 218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고 2030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3.9 ), 교육에서 성불평등 

해소와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4.5),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5.1),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폭력 철폐(5.2),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5.5), 모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8.6),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 증진과 확대(10.2),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평등한 기회 보장과 결과의 불평등 감소(10.3),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 제공(10.5)에 따른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와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신규 지표) 및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 부여(16.8)에 따른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지표),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 수립과 시행

(16.11)할 것과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및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은 모두 

이주민 권리와 연관된 세부목표와 지표들로 한 사회 내 비시민인 이주민, 난민들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점의 해결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10)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9 /19 6/9 7/PDF/G19 19 69 7.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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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2017년에 발표된 9 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지표체계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지표(안)에 17개 목표, 9 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총 126개 지표를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해 확정될 지표안에는 세부목표 “8.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에 따른 지표로 “8.6.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권리 구제건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외에는 이주민과 관련한 세부목표나 지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부목표와 지표 중 “모든 

시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속가능발전 목표 11은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 

SDGs 2030 목표 11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민’, ‘사회적 약자’,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 등에 이주민이 당연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부 이행논의과 실행에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립, 시행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및 이행과정에 대한 수정 및 평가에 OECD가 제안한 네 가지 

영역(다중 거버넌스 , 시간과 공간, 정책입안 및 실현을 위한 지역 역량, 포용정책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의 체크리스 트11

를 참고해볼만 하다. 

5. 나가며

현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 사회, 한 

국가의 포용성은 점차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에도 담겨있듯, 포용이란 바꿔 말하면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다. 특별히 지방정부는 이주민, 난민에 대한 포용 정도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슬로건에만 그치지 않도록 실행 기준과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주민, 난민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하게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더 이상 

비국민, 비시민이라는 이유로 이주민, 난민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할 경우 한국사회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충실하려면 내국인과 이주민, 난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이주민을 포함하고 ‘국민’으로 한정된 법, 제도를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특별히 미등록 이주민 등 취약한 이주민, 난민을 포함하여 단 한 사람의 이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인 

사회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이주민을 위한 포용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이주민 인권과 포용을 중심에 놓는 

과감한 정책적 개선과 법적 제도적 개선, 관내 거주 모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과 지원정책 수립, 

평등과 참여에 기초한 민관 파트너십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과 정책개선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신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듯 ‘단 한 사람의 이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Migrant Behind)’이야말로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사회를 이룰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1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 789 264305236-enpdf?expires=157466819 2&id=id&accname=guest&checks

um=9 7082E2C9 56D80D2BD32E6A75FFEB9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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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Migrants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Seoul

Mi Sun Kim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1. Introduction

The number of immigrants staying in Korea is estimated at 2.45 million1  as of September 2019  and 

to increase by 3 million in 2021 and further to 5 million within 10 years. Since 2007 when the number 

of immigrants reached a remarkable 1 million, Korea became an official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immigrants coming in even greater numbers. If the current growth trend continues, the 

number of immigrants will reach 3 million or 5.82% of the total domestic population in 2021 which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5.7%). 

The population of immigrants in Seoul in 2019  is 413,9 43 or 4.2% of total Seoul population (9 ,741,871), 

which is higher than 39 5,640 or 3.9 % in 2014.2  

The expanding presence and number of migrants l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5 

year plan including the “National Action Plan” which deals with human rights of migrants,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urrently, the 3rd plan which started 

in 2018 and will finish in 2022 is being executed.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tegrated standard bill)’ for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o stayed within the district for over 9 0 days to help them settle 

down and thrive on their own.  

These policies demonstrate the commit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where migrants are welcome. Nevertheless, they have so far been criticized for being short 

term cyclical policy that focuses on employment grants and for evict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Critics say the policies only embrace those within a limited boundary while excluding everyone els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reviews main challenges of migrants inclusion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Seoul and key items of the ‘Global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where 

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ame together to discuss how to embrace migrants, promote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2. Migrants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1)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onthly Statistics Report on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ssued in Sept 2019 .  

  2) Officer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e women and family policy team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2nd (2019 ~2023) Basic Plan on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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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tegrated 

standard bill)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currently renamed as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2012,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 up and implemented ordinance 

aiming at “provid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help them 

settle down as part of the community and thrive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integrated standard bill by the MOIS, eligible candidates per the Article 6 are defined as 

“①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within the precinct of ○○ city. However, those who 

do not have a legal residence permit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Law shall are 

excluded.” This shows that undocumented immigrants are not eligible for these supports.  

On the contrar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oes not stipulate eligibility criteria for beneficiary 

selection at the time it adopted its ordinance in 2014 or revised relevant laws in 2019  which shows 

that it does not discriminate undocumented migrants. In other words, it allows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use assets and public facilities and to benefit from administrative supports 

provided by the city government under the same condition unless stipulated otherwise in other laws 

and ordinance.” 

A total of 25 districts (Gu) in Seoul has adopted either one or both ordinance for the support of foreign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or implemented and executed integrated ordinance. As of 20173 , 

3 districts (Jung-gu, Dobong-gu, Gangseo-gu) adopted and implemented ordinan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13 districts (Jongro-gu, Yongsan-gu, Dongdaemun-gu, Seongbuk-gu, Gangbuk-gu, Nowon-gu, 

Mapo-gu, Yangcheon-gu, Gwanak-gu, Seocho-gu, Gangnam-gu, Songpa-gu, Gangdong-gu) implemented 

both ordinance for foreign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9  districts (Seongdong-gu, 

Gwangjin-gu, Eunpyung-gu, Seodaemun-gu, Guro-gu, Geomcheon-gu, Youngdeungpo-gu, Dongjak-gu) 

implemented integrated ordinance. 

All the 8 districts that adopted integrated ordinance, with an exception of Guro-gu, excluded 

undocumented migrants by saying in the Article 6 (eligibility criteria) “① Foreign residents and multi-

cultural families with residential status in the district are eligible for support. However, those without legal 

permission to remai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uch as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re 

excluded.” Setting eligibility criteria based on the status of residence is problematic because it stems 

from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top-down style ordinance, an important criticism pointed out by civil 

society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ordinance on alien resident support in 2006.

 In fact,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ovided non-discriminating supports for migrants and protected 

the minimum human rights4  long before the local governments introduced their own ordina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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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7 Status ordinance on the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s of ’17.12.31.)>, 2018. 12. 24.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79 77

  4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 for medical bills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hildren, free 

     vaccination for children under 12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through “Government sponsored essential    

     vaccination project” provided by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 the Ministry of Education (compulsory education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Labor Law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protection and support for undocumented workers’ rights through 

     the Bureau of Labor) ▲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rriage immigrant support center, 1366 cal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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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criteria that excludes undocumented migrants goes directly against the reality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e current ordinance is criticized as it hijacked a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ordinance based on a thorough discussion with the activist groups that worked hard to uphold human 

rights and support plans for migrants. 

Meanwhile, hailing an era of multi-culturalism with over 400 thousand migrant population (one in 25 is 

migrants) in Seoul in 2014,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 up and executed a 5 year Basic Plan 

called “Dagachi Seoul Master Plan”5  for the first time among local governments (‘14~’18). “Dagachi Seoul 

Master Plan” pursues ‘the value of multi-culturalism and diversity promoted by all’. It endeavors to build 

a close knit network of support that can reach all corners of the society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It seeks to do this by expanding the value of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shared growth 4 

targets for capacity building and 14 policy goals, and 100 sub-category unit projects. 

Even as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foreign residents has always been top policy priority,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re growing in our society. In order to deal with this challeng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2nd Basic Plan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2019 ~2023). The goal of the 2nd Basic Plan is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Seoul and has set up 4 policy goals and 56 action plans under the policy values of enhancing 

democratic citizenship, universal human rights and safety, sharing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multi-

layered and cooperative governance.6  

The policy goal of the 2nd Basic Plan is to build an inclusive city for all where citizens develop their 

democratic value, where cultural diversity thrives, where human rights and safety are given top priority, 

where everyone is respected and heard, where duties and rights (city of work, life and learning) of citizens 

are shared and where all these are achieved through governance. 

The key to “guarantee participation for migrants in Seoul” (the target for the 2nd Basic Plan) is to root out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s these are the walls that hold back the society from thriving 

in diversity and human rights. Seoul needs to become an inclusive city and this requires an immigration 

governance executed through multi-layered cooperation. 

3. Policy that embrace migrant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of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OECD policy brief, local governments (cities) are the main actors helping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authorized refugees and economic immigrants. Around 60% of refugees and 

immigrants worldwide moved to the cities and the rate is still growing.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key players of public services for migrants and communities being responsible for 40% of public 

spending and 60% of public investment among OECD countries.7  

김미선 / Mi Sun Kim

(사)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 Exec-

utive Director,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to provide legal advise and consultation for illegal aliens) ▲ the Ministry of Law (free legal advice and support through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5) Press release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5.9 .  
  6)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fficer at the office of women and family policy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nd 

   Basic Plan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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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destinations of migrants, as 

well as the foundation of their labor and life, are expanding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discussions. During the 5 Global Mayoral Forums, how leaders of major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reate a sustainable society though inclusive policies will be discussed.

The Global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began in 2013 at the 2nd UN 

Senior Meeting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Mayors and lead of cities have met annually to discuss 

policies o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share experiences of migration governance and discuss 

collective strategies.   

Since the 1st forum held in Barcelona, Spain, the 2nd forum was held in Quito, Ecuador in 2015, the 3rd 

forum was held in Quezone City, the Philippines in 2017, the 4th forum was held in Berlin, Germany. The 

2018 forum was held in Marrakechi, Morocco, where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was convened.   

At the Global Mayoral Forum, the needs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in the local area 

and more access for local governments to the issues relevant to migration were highlighted. During the 

2nd forum, the key roles of local authorities in realizing indicators on migration in the 2030 SGD agenda 

were stressed, while areas that need further resources were clearly stated and efforts were made to 

suppleme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During the 3rd forum held from 29  to 30 Sept 2016 in Quezone City, the Philippines, welcomed mayors, 

city delegates and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26 countries to discuss a) their roles as 

diaspora that promotes development of communities in the departure or destination, b) integration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migrants and refugees in the central city.  

In the official document for the 3rd forum, Quezon City Action to Action, the local government promises 

to promote rights, protect, integrate and empower the migrants through specific actions and initiatives. 

The local government also promises to support migrants to achieve positive development as a result of 

immigration. During these meetings, a guideline was develop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s 

of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s from the countries at risk” such 

as natural disaster and conflicts in all corners of the world.    

The theme of the 4th forum held in Berlin in 2017 was “Mayor as the actor of humanitarianism and 

development: preparation, welcome and integration”. Mayors from various countries discussed long term 

goals such as humanitarian duties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e newly arrived migrants and refugees. 

They also share ideas on whether the immigration facilitated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communities they belong8.  The Mayoral Declaration which was endorsed by 40 cities was 

announced at the 4th forum and was submitted while preparing for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and “Global Compact for Refugees”. Also, the declaration calls for the following 

agenda through global discussions such as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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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8

  7) OECD Policy Brief for the 4th Global 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Berlin, 26-27 June 

    2017.

    http://www.migration4development.org/en/resources/library/policy-brief-series-mayors-humanitarian-and-   

    development-actors-preparing-wel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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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that can be done and is being done to utilize development potential of migration (ii) challenges 

that cities face when providing supports for migrants and refugees (iii) a series of recommendation and 

actions pursued to leave no one behind.  

During the 5th forum held in Marrakechi on 8 Dec 2018, UN member governments announced Marrakechi 

Mayor Declaration to support and to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implementing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which would be adopted at the meeting held from 10 to 11 Dec 2018. Main idea 

of the declaration is that migration is a phenomenon that happens in cities and regions and welcoming 

migrants is at the discretion of individual countries. It also reaffirms that cities in all continents are at the 

forefront of controlling the impacts from migration and promoting inclusion,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The declaration proclaims that cities will come up with and innovate practical solutions as 

the entry point of migration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achieve integration and to make positive 

changes at home and abroad. 

The leaders at the forum declared that they will focus on the following 4 goals with regard to the Global 

Compact as a top priority. First, to protect vulnerable migrants from human rights abuse and labor 

exploitation (goal 7); second, to give access to the same essential social services as those offered to 

the local residents including education for children regardless of residential status (goal 15); third, to 

achieve social complete inclusion and integration by enhancing capabilities of migrants and the society 

(goal 16); forth, to form a public conversation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of all forms and for improving 

awareness on migration (goal 17)9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recognized in the report to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at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play an essential role in resolving problems surrounding 

massive migration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For example, Coahuila de Zaragoza in Mexico where 

migrants either pass through or settle down to live implemented Article 14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e State Law) to guarantee residential rights for all regardless of their documented immigration 

status. Barcelona, Spain, has “Resident ID Card” which can be used as a proof of address in the city. The 

ID card can be issued to migrants whose status is not settled and who may face deportation or detention. 

In addition, Montr al, Canada, adopted the 2018-2021 action plan which supports integration of new 

migrants to build a more inclusive community.  

The Montr al inclusive action plan targets to integrate newly arrived migrants during  2018-2021 and 

sets up 4 key strategies that consist of around 30 indicators. The first strategy is to turn the city into a 

test bed for openness, safety and inclusion. The second strategy focuses on providing integrated and 

accessible service, with the third targets employment process and people related to civic society, while 

the fourth is to guarantee service provision and accessibility for immigrants whose status is not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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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s://undocs.org/A/CONF.231/3
9 ) Prioritization among 23 goals of the Global Compact on Migration

10)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9 /19 6/9 7/PDF/G19 19 69 7.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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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or who are vulnerable.  The ultimate goal of the city authority is to help migrants to actively 

engage in the local economy, to protect their rights, to bridge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born 

in Canada and in elsewhere, and to help them find affordable housing at a reasonable price.

4.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mbracing migrants – Indicators of Seoul SDGs 2030

As briefly aforementioned, countries increasingly pursue inclusive policies towards migrants and 

refugees to turn them into an important drive of growth.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dopted and has so far been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since 2015, as well as the Global 

Compact on Migration and Refugee adopted by UN member states and approv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set out the goals and targets that need to be addressed by the global community and highlight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ries to resolve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them. Meanwhile, K-SDGs 

which is centered around the 17 goals of SDGs, but customized to reflect local specificity was confirmed 

in December 2018. The K-SDGs follow UN SDG in a broader framework and target setting, but considered 

local circumstances for detailed goals under the vision of a ‘sustainable country for all.’ It includes 5 

strategies such as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where everyone leads a decent life”. It also has 17 goals 

and 122 detailed goals with 218 indicators to be achieved by 2030. These include universal medical 

service (3.9 ), resolution of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 and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all levels (4.5), abol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in all of its forms and manners 

(5.1), abolition of viol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in all of its places (5.2), guarantee of universal access 

to health and rights with regard to birth (5.5), protection of labor rights and creation of safe and sound 

workplace environment (8.6), promotion and expansion of social, economical, political inclusion for all 

by 2030 (10.2), abolition of discriminating laws, policies, and practices,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y, 

and reduction of inequalities in results (10.3), development of indicators (new indicators) o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migrant rights protection and migrant health care support as a result 

of provision of stable and orderly migration and movement through migration policies (10.5), granting 

of legal status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16.8) and the resulting legal ID provision for migrant 

children (indicator),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s and policies to prevent discrimination (16.11) 

and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set forth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Committee with 

regard to individual and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laws and their implementation. These detailed 

goals and indicators on migrant rights consider non-resident migrants and refuges 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n the meantim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d criteria for selecting indicator 

corresponding to the 9 6 detailed goals announced in 2017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cluded 126 indicators for 9 6 detailed goals in the final (draft) indicator. Finally, th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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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finaliz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re based on the detailed goal stating “8.6 

Protecting the rights of all work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creating a safe and stable working 

environment.” These include “8.6.1 The number of workers’ rights remedied by Seoul Labor Rights 

Center”, but no specific targets or indicators related to migrants. In this regard, it should be ascertained 

that what is currently stated as “all citizens” in the detailed goals and indicators applies to all migrants 

without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 sets out to ensure that “cities 

and settlements ar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and Seoul SDGs 2030 Goal 11 states 

“to crea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y where all citizens can live with confidenc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migrants are included in the “all citizens”,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citizens 

vulnerable to disasters.” Also, there should be active monitoring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regard, a checklist11  for the four areas (multi-layered governance, time and space, regional 

capacities for policy making and realization, and sectoral policies related to inclusion) proposed by the 

OECD for revising and evalu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n be used as a reference.

5. Conclusion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vision is “’an innovative and inclusive nation where all lives well 

together’. The inclusion of a society and a na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indicator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wide. As the sloga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lies, 

inclusion is, in other words, to “Leave no one behind.” In particular, since local government is the first 

place to experience the degree of inclusion towards migrants and refugees, showing the commitment to 

turning the words into action is needed more than ever. 

However, we need to create a policy that embraces migrants and refugees even in the face of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bove all, we need to change our perception. The Korean society, faced 

with population cliffs, urgently needs to realize that it should no longer alienate or exclude migrants or 

refugees just because they are non-national or non-citizen, as the very existence of itself is at risk. In 

this regard, if the Korean society is determined to fully implement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needs to embrace all migrants and refuge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to revise 

the laws and systems to include “all people” in all policies. We need to establish a universal and non-

discriminatory social system where not a single migrant, especially vulnerable migrants and refugees 

including undocumented ones, is left out. In order to actively embrace migrants,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a bold action to improve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 and to integrate and build a support 

policy for all local residents, and to form a private-public partnership based on equality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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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 789 264305236-enpdf?expires=157466819 2&id=id&accname=guest&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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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s the time a decisive action and choice of political leader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to 

achieve a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a social consensus.

As the spir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Leave No on Behind”, the best driver of an inclusive nation 

and an embracing society is to “Leave No Migrant Behind” where everyone th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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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r, Foreign Affairs Division, District Police Training Institute, 2014-Present

- Civilian Committee Memb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Present

- Committee Member, Welfare Council at Namyeong-dong, Yongsan-gu, 2016-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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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민 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 및 대응 방안모색

Causes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on 

Married Migrant Women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문제를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 여성들의 폭력 피해는 어느 날 새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존재해 온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

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주여성인권

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1명이나 됩니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42.1%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약 29 만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절반 가까이는 가정폭력을 현재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세션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Recently, because of case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Ko-

rean society is paying attention to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has been an unsolved serious social issue for a long time.

As international marriag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early 2000s, cases of violence against mar-

riage immigrant women are frequently occurring.

According to data collected by th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21 marriage immigrant 

women died of domestic violence between 2007 and 2017.

Also, according to the domestic violence condition surve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42.1% of marriage immigrant women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at means nearly half of the 29 0,000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re still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This is indeed a serious social issue. This session will look at the cause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come up with a response plan with specialists to guar-

antee the human right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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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Moderator

원옥금 / Ok Kum Won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Migrant center “Companion”

교육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졸업

경력 : 

- 2007년 이주여성긴급전화의 상담원으로 일함

- 2011년 천주교 의정부교구 구리 엑소더스  이주센터에서 일함

- 2011년부터 법정통역으로 활동중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한베트남공동체대표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장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베트남교민회 회장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로 활동중

Education :

- B.A. Department of Law,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M.A. Department of Judicial Affair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Career : 

- Counsellor, Migrant Women’s Hotline, 2007

- EXODUS Guri Catholic Migrant Center in Uijeongbu Diocese, 2011

- Court interpreter, 2011-present

- President, Vietnam Community in Korea, 2014-2017

- Honorary Foreigner Mayor of Seoul, 2016-2018

- President, Community of Vietnamese Residents in Korea, 2017-Present

- President, Donghaeng Migration Center, 2017-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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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Speaker

허오영숙 / Young Sook Heo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경력 : 

- 2007년부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일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겸임교수이

다.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운영위원이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자문위원이

다. 

- 단행본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2013)을 썼고,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폭력피해 여성들의 생존 분투기

(2018)’를 함께 썼다.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8, 국가인권위원회), ‘농업분야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Career : 

- Heo has worked at the Korea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since 2007 and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center. She is also an adjunct professor at the Multiculturalism Department of Gang-

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Heo is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t the Seoul Migrant 

Women Shelter, the Seoul Migrant Women Counseling Center and Earthian’s Station, and the consul-

tant at Danuri Call Center 1577-1366. 

- Heo wrote “The Story No One Knew: The Survival Story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2018)” as well 

as “Marriage Immigrant Women Supporting Their Family Back Home (2013).” As a joint researcher, 

she participated in the “Factual Survey to Guarantee the Stable Stay of Marriage Immigrants (201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ocial Integration Factual Survey Based on the Rights 

of Immigrants (201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Factual Survey on Sexual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in the Agricultural Sector (2016,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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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현황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결혼 현황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19 9 0년에 들어서야 별도의 통계를 낼 만큼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한건수, 2007). 국제결혼은 주로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의 결혼이나 통일교의 집단 결혼으로 상상되어, 한국사회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19 9 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동포 여성과 농촌 총각 맺어주기 사업이 일부에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200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국제결혼 급증의 배경에는 상업적 중개업의 성행이 맞물려 있다. 

                 표1.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단위 : 건)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남성+외국여성 6,9 45 9 ,684 10,69 8 18,750 25,105 30,719 29 ,665 28,580 28,163 25,142

한국여성+외국남성 4,660 4,839 4,504 6,025 9 ,535 11,637 9 ,09 4 8,9 80 8,041 8,158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남성+외국여성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한국여성+외국남성 7,9 61 7,49 7 7,688 7,656 7,164 6,59 7 5,769 5,9 66 6,09 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재구성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증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일부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3개의 언어로만 이루어진 한계가 있으나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약 69 .1%가 신체적·정서적·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통제를 제외한 부부폭력 경험도 

46.6%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2부」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장의 상담 통계 자료다. 이주여성 관련 상담 기관 중에서 13개 언어로 24

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조건과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현지 사전교육에서 상담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입국하기 때문에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하 1577-1366)이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다. 1577-1366 상담 통계에 따르면 해 마다 15만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매년 만 삼천건에 육박한다.  

표2. 2016년-2018년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상담 통계                                        (단위 : 건, %)

총 상담건수 가정폭력 부부갈등 이혼문제 체류 및 국적

2016 150,520 12,9 9 7 (8.6%) 16,9 27 (11.2%) 14,558 (9 .7%) 16,474 (10.9 %)

2017 152,255 12,627 (8.3%) 14,263 (9 .4%) 12,655 (8.3%) 16,672 (11.0%)

2018 150,9 83 12,578 (8.3%) 14,600 (9 .7%) 11,788 (7.8%) 15,9 02 (10.5%)

출처: 다문화가족지원포탈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용 현황’ 각 년도 재구성   

허오영숙 / Young Sook Heo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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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2018년 기준 전국에 28개소가 있다. 이 쉼터에는 동반 

아동을 포함하여 1년에 천명 정도의 폭력 피해자가  입소하고 있다.   

표3.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실적 (2014년~2018년)

구분
평균

보호인원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현원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2014년 29 1 1,281 823 458 1,233 800 433 311 189  122 

2015년 29 4 1,125 669 456 1,181 709 472 267 154 113

2016년 271 1,034 614 420 1,018 613 405 277 152 125 

2017년 280 880 534 346 9 02 526 376 244 152 9 2

2018년 29 9 877 508 369 854 514 340 286 155 131

출처: 정춘숙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의 극단은 사망으로 나타난다. 2007년 베트남 여성 후인마이 사례로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이주여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매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

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은 9 명이며(여성가족부, 2018), 2007년 이후 적어도 2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체 집계). 

표4. 결혼이주여성 사망사건 현황 (2013년~2017년)

발생일 지역 사건 내용 출신국

‘14.1.14 홍천 부부싸움중 아내를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 남편 농약 먹고 자살 베트남

‘14.1.23. 양산 부부싸움중 아내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 남편도 투신자살 베트남

‘14.4.4. 서울 남편의 이혼요구, 시댁과 갈등에 스 트레스 를 받고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투신 자살 베트남

‘14.7.22. 곡성
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 ‘13년 베트남으로 귀환하였다가 아이를 보기위해 입국, 

입국 당일 싸움으로 질식시켜 살해
베트남

’14.8.23. 금산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보험금을 노리고 갓길에 서있던 

8t 화물차에 들이받고 졸음운전이라고 주장
캄보디아

‘14.12.17. 청도 가정불화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목졸라 살해 베트남

’15.12.7 서울 구로구 오금교 부근에서 전 남편 조모씨가 윤모씨와 딸(6)을 살해하고 스 스 로 목숨을 끊음 베트남

’16.1.17 서울
이혼한 결혼이민여성 T모씨와 동거하던 베트남 내연남인 N모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T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어머니 E모씨(63)는 다치게 함
베트남

‘17.6.2. 서울
시아버지가 술 마시고 귀가 후 저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고, 며느리가 잠든 이후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 아들 내외가 자신을 무시하고 용돈을 잘 주지 않는다고 주장
베트남

출처: 정춘숙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허오영숙 / Young Sook Heo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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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범죄로 다뤄지는가?

체류자격 문제와 같은 제도적 차별이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경제적 우월감에서 오는 차별은 이주여성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지만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보면 이주여성이 특별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대와 지역, 종교, 인종, 계급, 교육 수준, 일부일처제와 

일처다부제를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역사가 가정폭력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만큼 가정폭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이다. 가정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통계 분석이 전부다. 한국여성의전화(2018)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 기타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9 0명이며, 살인 미수를 포함하면 243명이나 된다.   

피해자 

범죄 유형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기타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41 42 2 85 5 9 0

살인미수 등 23 76 4 103 50 153

누계(명) 64 118 6 188 55 243

표5.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2017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함에도 사회적인 주요 의제가 되지 않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회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에게만 별도로 존재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고율도 낮고, 신고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낮다. 2016년 기준 부부폭력 발생률은 41.5%인데, 경찰 신고비율은 2.8%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2019 년에도 데이트 관계의 여성을 때려 사망케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재판부가 있는 사회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응은 더 어렵다. 

배우자에 종속되는 결혼이주여성 체류  

황정미(2009 )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을 분석한 글에서 이주여성 가정폭력의 다양한 양태를 짚었다.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모멸감과 억압, 가족내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동, 아내에 대한 

성적 집착, 혹은 무관심과 유기 등 폭력의 유형과 가해자의 행동 유형은 다양했다. 그는 안전한 이주를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지배와 통제의 가능성이 이주여성의 발언권을 위축시킨다고 본 것이다. 1577-1366 상담 통계에서도 

체류와 국적 상담이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할 만큼 체류권은 이주여성의 삶에서 중요하다. 

결혼이민 (F6)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3년 체류 기한을 받지는 않는데, 그 기준이나 사유가 

불명확하다. 심지어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기도 한다. 체류 기간이 짧게 주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 기간 안에 다시 체류 연장을 해야 하고, 혹시나 체류 연장이 되지 않으면 미등록 체류가 되기 때문이다. 결혼비자의 미등록 

체류 신규 발생은 2017년 1,334명, 2018년 1,161명으로 매해 천명 이상이 새롭게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2018년 12월호). 

2011년 배우자 신원보증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을 등록을 하거나 체류 연장, 귀화 과정 모두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필요했었다. NGO들의 노력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 위원회 등에서 한국 정부에 배우자 신원 

허오영숙 / Young Sook Heo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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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 철폐를 권고하였고, 2011년 공식적으로 배우자 신원보증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체류 연장과 귀화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인 배우자 동의를 확인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화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배우자 도움없이 귀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주여성의 체류는 

한국인 남편들에게 공권력의 사적 위임 같은 통제의 권력을 주었다.   

2019 년 7월 5일 한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페이스 북에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동영상 속의 피해자를 

보호조치했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입장문을 발표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개발도상국 출신 아시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과 함께 체류 연장과 귀화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귀화 정책이 가부장적 혈통중심의 출산 정책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사건이 파장이 커지자 법무부는 2019 년 8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개선안에 대해 실질적인 체류 안정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30여개 단체가 연대 서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문제는 여전히 치열한 이슈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토대 만들기

성차별이 사회곳곳에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민감하지 않은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안전하기는 어렵다. 유독 결혼이주여성 폭력 

사건이 더 크게 이슈가 되는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피해자로만 재현할 수 있기 위험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피해자로 

일반화하여 동등한 시민권을 발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무성이 명확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제도적 대응체계가 신뢰성 있게 작동하여야 한다. 

언어 제약으로 제도적 대응 체계에 접근이 어렵지 않도록 통역 시스 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은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배우자 동의 중심의 체류 귀화 정책을 전환하고 이주여성이 자력으로 체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인종차별적인 광고를 앞세워 한국 남성의 결혼 수요를 자극하는 상업적 중개업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남성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금지하여야한다.  

이주여성상담소 확대가 필요하다. 2013년 서울시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시작하고, 2019 년에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5개소 신규 설치했다. 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하고 통번역 상담인력을 충원하여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출입국사무소 등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있어 왔다. 현장 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시민교육 역시 필요하며,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관련 정책에서 사회적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법무부의 모범 귀화자에 선정된 여성 2명은 모두 

대가족 부양하는 혼인귀화자였는데, 남성 2명은 경찰, 사업가였고 가족관계가 중요하게 소개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자치구 중 다수가 ‘

출산다문화팀’ 같은 명칭의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허오영숙 / Young Sook Heo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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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Young Sook Heo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International Marriage Status
International marriage was not a significant enough matter in Korea until recently. The first separate 

statistics on international marriage came out in 19 9 0 (Han Geon-su, 2007). People associated international 

marriage with Korean women getting married to men from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or the group 

marriage of the Unification Church, which was not something that an average Korean experienced. In 

19 9 2,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leading to a matching business that paired 

up Chinese national women with Korean farmers in parts of the country. As shown in the below table, 

international marriage drastically increased after the 2000s. Prospering commercial brokerage is at the 

heart of the sudden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Table 1. Trend in marriag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Unit: Cases)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Korean Male + 
Foreign Female

6,9 45 9 ,684 10,69 8 18,750 25,105 30,719 29 ,665 28,580 28,163 25,142

Korean Female + 
Foreign Male

4,660 4,839 4,504 6,025 9 ,535 11,637 9 ,09 4 8,9 80 8,041 8,158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Korean Male + 
Foreign Female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Korean Female + 
Foreign Male

7,9 61 7,49 7 7,688 7,656 7,164 6,59 7 5,769 5,9 66 6,09 0

Source: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http://www.kosis.kr) Reorganized from “Marriage to Foreigners” 

Domestic Violence Statu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s international marriage rapidly increased between Korean males and foreign females,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also bega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precise 

scope of the situation. As part of the 2010 domestic violence status survey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ulticultural family domestic violence status survey results were announced. 

While limiting s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three languages of Chinese, Vietnamese, and 

Korean, it is significant as an overall survey on domestics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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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is survey, 69 .1% of marriage immigrant women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the form of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violence, sexual abuse, negligence or control. Conjugal 

violence excluding control appeared high at 46.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2010 

Domestic Violence Status Survey Part 2”). 

On-site counseling statistics allow us to guess the circum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Danuri Call Center 1577-1366 (hereinafter 1577-1366) is most accessible for 

immigrant women since counseling is available in 13 languages 24 hours and some countries provide 

the counseling phone number in the pre-training for the women before they enter Korea. According 

to the 1577-1366 counseling statistics, over 150,000 counselings are done each year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counselings reached 13,000 cases each year.

Table 2. 2016-2018 Danuri Call Center 1577-1366 Counseling Statistics               (Unit: Case, %)

총 상담건수 가정폭력 부부갈등 이혼문제 체류 및 국적

2016 150,520 12,9 9 7 (8.6%) 16,9 27 (11.2%) 14,558 (9 .7%) 16,474 (10.9 %)

2017 152,255 12,627 (8.3%) 14,263 (9 .4%) 12,655 (8.3%) 16,672 (11.0%)

2018 150,9 83 12,578 (8.3%) 14,600 (9 .7%) 11,788 (7.8%) 15,9 02 (10.5%)

Sour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rtal Danuri (http/www.liveinkorea.kr)

 “Danuri Call Center 1577-1366 Use Status” reorganized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there are 28 shelters for immigrant wom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of 2018. The 

shelter houses around 1,000 victims of violence each year including the dependent children.

Table 3. Shelter operation status for immigrant women exposed to violence (2014-2018)

Year
No. of 

Protectees

No. of Annual Admissions No. of Annual Withdrawals No. of Current Protectees

Total Victims
Dependent 

Children
Total Victims

Dependent 

Children
Total Victims

Dependent 

Children

2014 29 1 1,281 823 458 1,233 800 433 311 189  122 

2015 29 4 1,125 669 456 1,181 709 472 267 154 113

2016 271 1,034 614 420 1,018 613 405 277 152 125 

2017 280 880 534 346 9 02 526 376 244 152 9 2

2018 29 9 877 508 369 854 514 340 286 155 131

Source: Congresswomen Jeong Chun-suk,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ost extreme outcome of domestic violence is death. The death of immigrant women due to 

domestic violence was revealed across the society starting with the death of Vietnamese woman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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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in 2007. Between 2010 and 2014, almost every year a memorial service was held for immigrant 

women who died of domestic violence. Between 2013 and 2017, nine immigrant women died of domestic 

viole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and over 20 immigrant women died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after 2007 (Statistics of th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Table 4. Status on the dea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2013-2017)

Date of 
occurrence

Region Case Country

‘14.1.14 Hongcheon
Husband killed wife during a fight by strangling 
her and committed suicide by drinking pesticide

Vietnam

‘14.1.23. Yangsan
Husband killed wife during a fight by strangling 
her and committed suicide

Vietnam

‘14.4.4. Seoul
Husband asked for a divorce and the stressed-out wife, 
who had conflicts with the in-laws, committed suicide 
in front of the husband’s family

Vietnam

‘14.7.22. Gokseong
Ran away from home two years ago, asking for a divorce. 
Returned to Vietnam in 2013 and came back to Korea to see 
her child. Suffocated to death on the day of entry during a fight.

Vietnam

’14.8.23. Geumsan

Drove into a eight ton truck that was parked on a shoulder
with seven-months pregnant wife on the passenger seat 
of a van for insurance money and insisted that 
he was driving while drowsy.

Cambodia

‘14.12.17. Cheongdo
Husband strangled wife during a fight after a history 
of family discord.

Vietnam

’15.12.7 Seoul
Ex-Husband Mr. Cho killed wife Ms. Yun and six year 
old daughter near Ogeumgyo Bridge, Guro-gu and 
committed suicide.

Vietnam

’16.1.17 Seoul

Mr. N, the Vietnamese live-in lover of divorced marriage 
immigrant woman Ms. T, got angry when T asked for 
a breakup and stabbed her to death, injuring her mother 
E (63 years old) in the process.

Vietnam

‘17.6.2. Seoul

The father-in-law fought with his son and daughter-in-law 
after returning home drunk for not making him dinner. 
He killed his daughter-in-law after she fell asleep by stabbing 
her on the neck and back. 
He stated that his son and daughter-in-law looked down 
upon him and neglected to give him pocket money.

Vietnam

Source: Congresswoman Jeong Chun-suk,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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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omestic violence treated as a crime in the Korean society?
Systematic discrimination such as qualification for stay or discrimination caused by economic superiority 

toward foreign women is a special issue that occur against immigrant women. Seen from the context 

of domestic violence, however, immigrant women are not the only victims. This is because domestic 

violence is a universal phenomenon, possibly the only phenomenon commonly experienced by mankind 

across time, region, religion, race, class, education level and monogamous and polygamous societies.

The Korean society suffers from serious domestic violence.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regarding how 

many women die of domestic violence each year. The only data available is an analysis of the statistics of 

women killed by men who wer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m summarized based on information 

reported by Korea Women’s Hot Line through the media. According to the Korea Women’s Hot Line 

(2018), 9 0 women were killed by their spouses, boyfriends or other men who they wer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in 2017 alone. The number amounts to 243 when including attempted murders.

Type of Crime Spouse Boyfriend Other Total Acquaintance Total

Murder 41 42 2 85 5 9 0

Attempted 
Murder

23 76 4 103 50 153

Total 64 118 6 188 55 243

Table 5. No. of female victims murdered by men with whom they wer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reported in the media in 2017 

Source: Korea Women’s Hot Line, 2017 Anger Gauge: Analysis of statistics on 

women murdered by men with whos they wer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hile the Korean society is full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does not become a major item for social 

agenda and the seriousness is not recognized enough. As shown in the above statistics, domestic violence 

is not a special phenomenon that only applies to immigrant women in the Korean society. The report rate, 

however, for domestic violence is low and even after reporting, cases that are prosecuted and put on 

trial are few. As of 2016, conjugal violence rate is 41.5% but police report rate is a mere 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cial Security in Statistics 2018). As long as there is a justice department that grants 

a probation to a man who beat his girlfriend to death in 2019 , it is more challenging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who suffer from such complicated vulnerability.

Right of sta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s subordinate to the spouse  
Hwang Jeong-mi (2009 ) goes over the various form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in 

an article that analyzes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types of 

violence and behavioral pattern of the assailant varied ranging from emotional violence, sexu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economical violence, humiliation and suppression due to cultural prejudice, ignorance 

and oppression for being a foreigner within the family, sexual obsession toward the wife, indifference 

and negligence. She believed that a systematic environment that guarantees safe immigration ha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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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in solving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because immigrant women, who are unfamiliar 

with the situation in Korea, must rely on their husbands to acquire stable qualification for stay. The 

possibility of dominance and control reduces the immigrant women’s right to speak. Right of stay is very 

important to immigrant women as shown in the fact that stay and nationality-related counseling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in the 1577-1366 counseling statistics.

The marriage immigration (F6) visa grants a right of stay of up to three years. Not all applicants receive 

a three-year stay grant, the standards and reasons are unclear. Some immigrant women at the shelter 

receive an extension of stay for three or six months. When the period of stay is short, one grows 

anxious. This is because one must apply for extension of stay within that period and if the extension of 

stay is not granted, you become an unregistered immigrant. For marriage visa, 1,334 people became 

undocumented immigrants in 2017 and 1,161 in 2018, which means over 1,000 people became new 

unregistered immigrants each year (Ministry of Justice, December 2018 policy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Until the spouse ID verific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2011, marriage immigrant women required 

the ID verification of her Korean spouse in the process of foreigner registration, stay extension and 

naturalization. Thanks to the hard work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vised the Korean government to abolish the spouse ID verification system, leading to 

its official abolition in 2011.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charge of stay extension and naturalization 

work, however, still confirms the approval of the Korean spouse through various means. The cooperation 

of the spouse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naturalization process of a marriage immigrant woman, 

which makes it practically impossible to acquire naturalization without the help of the spouse. The stay 

of an immigrant woman subordinate to her Korean spouse gave Korean husbands the right to control 

their wives by private delegation of public authority. 

In July 5, 2019 , a video of a Vietnamese woman being randomly beaten was uploaded on Facebook, 

causing great commotion. Th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that protected the victim 

in the footage announced a statement discussing the proble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manifesting in the form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at forces women to be subordinated to 

their spouses in the process of stay extension and naturalization. The center also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act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stay and naturaliza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enter on children is a reflection of the patriarchal and pedigree-centric childbirth policy. To ease the 

social ramific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Marriage Immigr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on August 2019 . The sta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ontinues to be a serious issue. Over 

30 organizations submitted a written opinion with joint signature, judging that the Ministry of Justice’s 

improvement plan does not guarantee practical and stable sta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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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foundation to guarantee a safe life to marriage immigrant women
If is difficul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be safe in a society that is not sensitive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where sexual discrimination exists across the society. We must also consider the 

context behind why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 women is becoming a particularly big issue. It is 

dangerous to reenact marriage immigrant women as mere victims. Generalizing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into victims makes it difficult to manifest equal citizenship to them. 

The accountability for the exter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must be made clear on a government 

level. From the moment domestic violence occurs, the systematic response system must operate reliably. 

The interpretation system must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so that access to the systematic response 

system is not limited by language barrier.

Guaranteeing the right of sta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s a minimal condition to guarantee a 

safe life to immigrant women. We must prepare a way to change spouse-centric stay and naturalization 

policies and help immigrant women obtain stable stay status on her own.

There needs to be powerful restrictions against commercial brokerage that stimulate the demand for 

marriage of Korean men through sexual and racially discriminating advertisement. The marriage cost 

support projects implemen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ut to an end.

The immigrant women counseling center should be expanded. In 2013,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egan th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stalled five new counseling centers for immigrant women exposed to violence in 2019 . We 

must increase the number of immigrant women counseling centers and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immigrant women.

There needs to be human rights education for immigration workers. There has always been questions 

raised as to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people who work a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addition to training of civic complaint managers on-site, appropriate actions must be taken for managers 

who use sexually or racially discriminating language.

Civic education is also required. There must also be a systematic device to sanction discriminating 

behavior.

Social influence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in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For example, the two 

women selected as model naturalized citizens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8 were both naturalized 

through marriage and supporting a large family. The two men were each a policeman and businessman 

and their familial relationship was not discussed on a significant level. Many of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conduc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ork through departments called “Childbirth Multicultural 

Family Team” or the sort. We must consider what sort of social message this send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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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 2001년부터 도시빈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

재 뉴욕시에 있는 비영리 공익로펌 Legal Services NYC의 퀸즈 사무소 (Queens Legal Services)에서 이민자권익 프

로젝트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와 이민자 권익옹호 활

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뉴욕가정상담소의 ‘행동하는 비전 (Vision in Action)’상을 수상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

서 느끼는 인권 현실에 관한 글을 쓰는 칼럼니스 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Education : 

-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unter College

- Yeshiva University, Benjamin Cardozo School of Law

Career :  

Lawyer in New York State. Active as a public rights lawyer since 2001, defending the urban poor, wom-

en, sexual minorities, immigrants etc. Currently working as the senior lawyer of the immigrant rights 

project at Queens Legal Services for Legal Services NYC, a non-profit public law firm in New York City. In 

recognition for her free legal services for gender violation victim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s, and her work in immigrant rights protection, Nam won the “Vision in Action” award from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in 2013. As a working lawyer, Nam also writes columns about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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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구제청구권’에 관하여1

남수경 (Legal Services NYC)

1. 결혼을 통한 이주민의 체류권 획득 과정

미국에서 일반적인 결혼이민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이민국 (USCIS)에 가족이민 신청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을 해야 한다. 가족이민 신청이 승인 되면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경

우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현지의 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

해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즉, 결혼을 통해 체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과 최종 인터뷰 등 전 과정에서 시민권

자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방

안으로 결혼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이 발급된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고,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해서 영구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이 소멸하기 전에 배우자의 협조 하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결

혼 이주여성은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몇 년에 걸친 두 번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동등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특히 가해자가 배우자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통제와 폭력을 가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과정 자체가 폭력적인 관계를 더 심화 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기구제청구권’이다.

2.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기구제청구권 (VAWA Self-Petition)

19 9 4년 연방의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이하 VAWA) 2 은 이

주여성과 아동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 없이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벗어나 배우자의 협조 없이 혼자의 힘으로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고, 그 배우자의 

법적 신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경우 가정폭력은 더 심화된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폭력적인 가정에 갇

혀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 한다. 이 여성들은 폭력적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면서 학대를 감내

해야만 하거나, 폭력적인 관계를 떠날 경우 추방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3    

이처럼 VAWA 자기구제청구권은 배우자에게 학대 당하는 이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폭력적인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스 

스 로 영주권과 더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 이 글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미국의 이민법 하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통해 체류권을 보장 받는 지를 살펴 보면서, 한국에서의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여성’에 대한 폭력반대법으로 명명되었지만, 실제 이 법은 성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절대 다수가 여성이지만,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도 실제로 존

재하고, 따라서 남성 피해자 역시 VAW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H.R. Rep. No. 103-39 5 , at 26-27 (19 9 3)

남수경 / SooKyung Nam Vitale
Senior Staff Attorney, Legal Services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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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구제청구권 신청 자격 요건

자기구제청구권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1. 가해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

2. 합법적 결혼을 통한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 동성결혼 커플도 자기구제청구권 행사 가능.

- 해외에서 행해진 결혼도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된다면 미국에서 다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됨.

- 중혼, 즉 이전의 혼인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아니다. 하지만 피해 배우

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중혼 사실에 대해 몰랐고, 결혼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믿었다면 가능.  

-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로 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 

3. 혼인의 진정성 – 영주권 획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님.

4.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와 실제로 같이 살았음. 

5.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학대 또는 심각한 비인간적 대우 (extreme cruelty)를 당함.

6. 신청자가 좋은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님. (예를 들면,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음). 

학대를 하는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도 위의 사항들을 충족 시킨다면 이혼이나 사별 후 2년  이내에 자기구

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자기구제

청구권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

난 자녀가 아닐지라도, 또는 자녀가 직접 학대를 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결혼 이주여성의 자기구제 신청에 포함 시킬 수 있

다. 이 경우  결혼 이주여성의 자기구제청원이 승인되면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기구제청구를 통해 영

주권을 취득한 이주민은 3년이 지나면 일반 결혼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2)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체적 학대가 없더라

도 배우자의 ‘극심한 학대 (extreme cruelty)’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극심한 학대’는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한 협박과 위협; 조롱, 욕설, 비하 등의 언어 폭력;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 전화나 

통신에 대한 통제와 감시 등의 사회적 격리; 경제적 통제와 착취; 성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대 배우자를 위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하지만 부

부강간이 범죄로 명시화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강간 사건의 신고율은 일반 강간 사건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문화의 차이나 미국법에 대

한 정보 부족 등으로 배우자에게 당하는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구제청구를 위해 경찰 신고 기록이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케이스 를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공권력에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진술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제3자의 증언, 가정폭

력 상담 기록 등 전반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서도 자기구제청구권 상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다.

(3)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이주여성이 자기구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비밀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자기구제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가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남수경 / SooKyung Nam Vitale
Senior Staff Attorney, Legal Services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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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면제신청 (Battered Spouse Waiver)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결혼이민을 통해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결혼 기간이 만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 동안만 유

효한 소위 조건부 영주권인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

임시 영주권은 그 효력에 있어서 일반적인 영주권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2년 만기가 되기 전에 결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

다는 것을 증명하는 청원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을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19 86년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에 기반한 조

치이다.4   

이로 인해 결혼 이주여성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폭력적인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가해 배우자의 도움없이 영구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 면제신청 (Battered Spouse Waiver)’이다. 

영구 영주권 신청을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 하기 위해서는 (1)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니

었고, (2)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 했거나 심각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4) The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 86

남수경 / SooKyung Nam Vitale
Senior Staff Attorney, Legal Services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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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VAWA Self-Peti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1 

SooKyung Nam Vitale (Legal Services NYC)

1. The Right of Stay Acquisition Process for an Immigrant through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for general marriage immigration, a citizen or resident must apply for the immigra-

tion of a family member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at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

migration Services (USCIS) for the foreign spouse. Once family immigration is approved, if the spouse is 

already living in the United States, green card applic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USCIS and if the spouse 

is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he/she must apply for an immigration visa through the US consulate 

or embassy.

In other words, to acquire right of stay through marriage, the cooperation of the spouse who is a citizen 

or resident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submission of documents that prove 

the validity of the marriage and the final interview. To prevent fake marriage for the purpose of green 

card acquisition, a conditional green card is issued if the marriage has taken place less than two years 

ago.

The conditional green card is valid for two years and the permanent green card application must be made 

with the spouse with citizenship before the conditional green card expires. If the permanent residency 

application is not don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onditional green card, the marriage immigrant wom-

an will lose her stay status.

In the process of two green card applications over a few years,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sband 

and wife is not one of equal partnership but involves domestic violence, in particular, if the assailant uses 

the spouse’s immigrant status to exercise control or violence, the green card application process itself 

can be used as a means to aggravate the violent relationship. The “VAWA Self-Petition” for immigrant 

women exposed to violence was devised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2. VAWA Self-Petition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hereinafter VAWA)2 ,” which was passed and legal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19 9 4, has opened up a way for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to escape domestic vio-

lence and abuse without fear of forced deportation and acquire a stable stay status without receiving 

1) I hope this article will assist marriage immigrant women in understanding how they can be guaranteed of their right of 

stay through the legal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 in the event that they becam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nd help promote discussion on laws that protect im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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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ile named as an anti-violence act against “women,” the actual law applies without the distinction of gender. While the 

vast majority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e women, male victims also exist and therefore men also qualify to receive 

benefit from the VAWA. 
3) H.R. Rep. No. 103-39 5 , at 26-27 (19 9 3)

help from the spouse.

In the legalization process of the bill, the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said, “In a case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is aggravated when the victim is not a US citizen 

and the legal status of the victim depends on the assailant of domestic violence…Many immigrant wom-

en are trapped in a violent family, isolated and have a hard time asking for outside help. These women 

must continue to live with a violent spouse and endure abuse or worry about deportation when they end 

the violent relationship,” stressing that there needs to be a legal device to protect the immigrant women 

who suffer from domestic violence3.    

Thus, the VAWA Self-Petition protects immigrants who are abused by their spouses and opens up a way 

for them to acquire green card and citizenship without the cooperation of a violent spouse.

(1) Qualification Conditions to Apply for VAWA Self-Petition 

To acquire green card through the VAWA Self-Petition, the following matters must be proved.

1. The abusing spouse is a US citizen or resident.

2. Spouse through legal marriage or unmarried offspring below the age of 21.

-Same sex married couples can also exercise the VAWA Self-Petition.

- If a marriage took place overseas but is acknowledged as a legal marriage in that country,  

the couple does not need to get legally married again in the United States. Double marriage, 

or marriage that took place before the previous marriage was annulled, is not a legally valid 

marriage. If, however, the victim spouse did not know about the double marriage of the cit

izen spouse and believed that the marriage was legally fulfilled, then the marriage is valid.

-For unmarried offspring under the age of 21, in the event of being abused by their citizen 

or resident parent/s

3. Sincerity of marriage – Not a fake marriage to acquire green card.

4. Lived with the spouse during the period of marriage. 

5. Received physical abuse or extreme cruelty from the spouse during the marriage.

6. The applicant has good moral character. (For example, no serious criminal record.). 

Even if divorced or separated by death from an abusive spouse, as long as the above matters are satis-

fied, the VAWA Self-Petition is possible within two years of divorce or separation by death. In the event 

that the divorce has already taken place, status of stay is guaranteed through the VAWA Self-Petition 

without the court’s ruling on the reasons attributable to the spouse for the breakdow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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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that the marriage immigrant woman has a child, even if the child was not born between her-

self and the violent spouse, and even if the child was not a direct victim of abuse, he/she may be included 

in the immigrant woman’s VAWA Self-Petition. In this case, when the marriage immigrant woman’s VAWA 

Self-Petition is approved, the child will also acquire resident status.

Immigrants who acquire resident status through the VAWA Self-Petition will be qualified to acquire cit-

izenship after three years, like in the case of receiving resident status through general marriage immi-

gration.

(2)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What is noteworthy is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limited to physical violence but defined as a much 

broader term.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is no physical abuse, if you can prove “extreme cruelty” of the 

spouse, you will successfully acquire a green card.

“Extreme cruelty” is manifest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reatening and intimidation using the sta-

tus of the spouse, verbal violence including sneering, swearing, belittlement, social segregation such as 

isolation from family and friends and control and monitoring of phone and communication, economical 

control and exploitation and sexual violence.

It is very common for the assailant of domestic violence to use sexual violence to threaten and control 

their spouse. Even though marital rape is specified as a crime, still many people do not consider this to 

be a serious crime. Therefore, the report rate for rape cases that occur between married couples is sig-

nificantly lower compared to general rape cases. Immigrant women, in particular, often do not perceive 

sexual violence exerted by their spouse as sexual violence due to cultural differences or lack of knowl-

edge on the United States law.

Direct evidence such as police report record or a restraining order from the court makes it a lot easier to 

proceed with the case for VAWA Self-Petition. Even without requesting the help of public power, overall 

circumstantial evidence including a written statement by the abused person, testimony by family, rela-

tives and friends and record of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an prove domestic violence for application 

of the VAWA Self-Petition.

(3) Confidentiality

In the event that an immigrant woman exercises her VAWA Self-Petition, confidentiality is legally guaran-

teed for the applicant. This is to guarante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exercise their rights without 

the fear of retaliation or the abusing spouse bringing up a one-directional argument in the screening 

process.  

3. Domestic Violence Victim Waiver Request (Battered Spouse Waiver)

As mentioned earlier, if the marriage has not yet lasted two years when the green card has been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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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general marriage immigration, a conditional green card is issued and remains valid for two 

years.

A conditional green card is not unlike a general green card in its effects. Unless, however, a petition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is requested with the spouse to prove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is being continued before the two year period ends, the green card status will be 

lost. This action is based on the law enacted in 19 86 to prevent the acquisition of a green card through 

fake marriage4.   

As a result,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becam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before acquiring a 

permanent green card often maintained their violent marriage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their status. 

The program to prevent this is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Waiver Request (Batter Spouse Waiver),” 

which allows legal protection measures to allow acquisition of a permanent green card without the help 

of the abusive spouse.

To request for a permanent green card without the help of a citizen spouse, you must prove that (1) the 

marriage was not a fake marriage for the acquisition of green card and that (2) the spouse exercised 

physical violence or extreme cruelty during the marriage period. 

4) The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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