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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SHRC 2020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환 영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우영입니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에 참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6년에 시작된 ‘서울 인권 콘퍼런스’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다양한 도전과제가 인류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 위기
속에 터져 나오는 각종 갈등, 혐오와 차별이 그동안 힘겹게 다져온 인권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의 위기 앞에서는 국가와 도시가 따로 없습니다. 위기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복잡해지고 세밀해진 만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지방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은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왔습니다. 모두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사회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이후, 세계는 시민의 권리증진, 정치적 권리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습니다. 이제 인권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사회적 분야를 넘어 공동체의 권리를 강조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천만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은 다양한 구성원만큼이나 다양한 갈등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내포하고 있습니
다. 서울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을 포용하고, 세밀한 제도화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인권의 가치가 무너지고 인권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
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위기상황에서 서울이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멀리하고 인권
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각 세션별로 심도 깊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로 향하는 문명대전환의 길목에서 서울시가 세계의 지방정부와 비정부 인
권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그 어떤 도시 보다도 다양한 모습의 인권이 존재합니다.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인권 확립
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콘퍼런스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밀접한 인권 현안과 사례를 공유하고, 인권도시 서울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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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SHRC 2020

KIM WooYoung

Greetings to you all.
I am Woo Young KIM, Vice-Mayor for Political Affairs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wholeheartedly welcome you all to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The conference launched in 2016 marks its fifth anniversary this year. It is a great pleasure for us to invite human
rights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online to share their diverse experiences and ideas, even upon facing the
spread of COVID-19.
The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reatens the life and the future of the mankind with wide-ranging
challenges. Conflicts, hatred and discrimination of different kinds resulting from the crisis of public healthcare are
upending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s we have strived to foster for long.
The crisis of human rights hits a country and a city alike. It has become even more critical for local governments to
lead the efforts for human rights whose role is to reach out to and care for citizens at a time when discussions on
human right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and specific amid the crisis.
Human rights have served as the most pivotal value in the society for the past several years. We all talk about
human rights, and endeavors for enhancing human rights have become a natural social value.
Since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 December 10, 1948, the world has made great
efforts for promoting the civic rights and empowering their political rights. Discourses on human rights have now
reached a point of emphasizing the rights of the community beyond economic and social domains.
Seoul housing as many as 10 million citizens, in particular, is also home to as diverse blind spots in human rights as
its peopl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obliged to initiate policies by paying attention to details so that each
and everyone’s dignified human rights could be guaranteed. Also, we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ake for
granted our duty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policies by embracing more citizens and institutionalizing initiatives
precisely.
Yet, we have come to delve into our role to address the problems when the hard-fought value of human rights is
collaps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vulnerable are intensifying
along with more and more blind spots in human rights.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Human rights in crises and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est
represents our awareness of these issues.
In the conference, we expect that fruitful discussions in each session could unfold for staying away from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the blind spot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in human righ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seeking for more proactive subnational roles, while sharing the experiences of
the global subnation and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experts at a juncture of transforming the civilization in
the post-COVID 19 era, despite the current global pandemic.
Seoul has more diverse facets of human rights than in any other cities in the world.
We will do the utmost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universal human rights even during the crisis.
We expect that this conference could serve as a meaningful occasion for sharing the current issues and cases
of human rights that are relevant to all of you, and finding solutions for overcoming the crisis and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for Seoul, a city of human rights. Thank you.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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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Mayor for Political Affai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축 사
SHRC 202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사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콘퍼런스에서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국
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직접 접촉하고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조례를 중심
으로 한 지역인권보장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인권행정의 원칙을 담은 인권조례 제정과 동시에 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서울시 인권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독립적인 인권침
해 조사 및 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 콘퍼런스의 주제가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주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권과 안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가치는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합니다. 따라서 안
전을 위한 조치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시
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활동이 타 광역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
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울인권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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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SHRC 2020

CHOI YoungAe

Ladies and gentlemen,
I am CHOI YoungA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et me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for the “2020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which
marks its 5th edition this year.
I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encourage various stakeholders of human-rights-focused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to explore ways of building sustainable cities that uphold human
right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nd outside of Korea.
Since local governments interact with and provide public services to citizens in close proximity, loc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centering around human rights ordinances, are highly significant.
In light of thi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et forth ‘standard framework ordinances on
human rights’ in 2012 and recommended local governments to enact their own.
Seoul is viewed by many as proactive and devoted to public administration for human rights, which I
believe is attributable to Seoul citizens’ great interest and aspirations for human rights. I believe Seoul’s
commitment to human rights will continue to have a strong impact on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theme of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this year is “Human rights in crises and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believe the theme is extremely important and well-timed, as our
day-to-day life is now threatened by COVID-19 which struck the worl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n a time of crises, human rights and safety are not mutually exclusive. The two values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reinforcing. Thus, ‘human-rights-based approach’ in safety measures will help us
overcome concerns and fears about the future and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our society. Also, Seoul
became the first municipality to introduce officers for citizens’ human rights protection to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and remediate human right violations.
It’s my sincere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inspire exhaustive discussions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a time of crisis, such as this pandemic.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Thank you.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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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SHRC 2020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입니다.

축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위기가 좀처럼 끝을 보여주지 않는 겨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 숫자가 6천

사

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140만 명에 이릅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3차 유행이 시작되어 모두의 마음을 무겁
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지
속가능한 미래는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 지켜내고 빚어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 과
정은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대신해줄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희망’은 나보다 남을 먼
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위생을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식, 따뜻한 배려와 나
눔, 자발적 헌신과 희생 속에서 싹을 틔운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기로 인해 심화된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돌아보
고,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해볼 기회입니다. 특히,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취
약계층의 인권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씨앗은 성숙한 인권사회를 향한 씨앗과 같습니다. 서울의 노동자, 노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혐오와 편견을 걷어낸 자리에 인류애를, 차
별과 불평등 대신에 포용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시 인권정책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
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인권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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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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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iDuck

Distinguished guests, welcome. I am KIM KiDuck, vice chairperso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winter season is here, and we are still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risis that is lasting longer
than many expected.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has surpassed 60 million worldwide,
and the death toll has reached 1.4 million. A third wave is being witnessed in Korea, creating concerns
for all of us.
The pandemic has reminded us of everything that we had taken for granted. Our everyday life and
a sustainable future are not handed to us, but should be tirelessly fought for and this cannot be
achieved with the effort of one person. A collective effort is required. I have also learned that rather
than expecting someone to do something for you, you have to start acting right away. ‘Hope’ is born
from a community spirit of putting other people before you, a mature citizenship of complying with the
government's prevention guidelines and maintaining personal hygiene, caring and sharing, as well as
dedication and sacrifice.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discuss these very themes. It is now time to revisit the social disparity
and bi-polarization that have been aggravated by the crisis and think about the socially vulnerable now
suffering greater difficulty. In particular, we will talk much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marginalized,
who have been impacted by the absence of care.
A glimpse of hope that we have witnessed amidst this crisis will guide us to a more mature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In order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workers, senior citizens and children
of Seoul, we need to internalize a culture of respect and compassion. Hate and prejudice should be
replaced by faith in humanity, while discrimination and unfairness should be eradicated through
inclusion.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experts for joining us in this meaningful event, and pledge that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ill remain fully committed to developing more advanced human rights
policies for the city of Seoul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The council will spare no effort to make sure that
the Korean society successfully overcomes this challenge and becomes a more mature society that
believes in human rights. Thank you.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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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 Chairman, Seoul Metropolitan Council

축 사
SHRC 2020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전용 치료제 개발 또한 눈앞에 다

축

가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확진환자가 하루 50만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세계사적인 위험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
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며 우리의 현존재를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사
오늘 서울시의 이 콘퍼런스는 판데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뀌어가는 세상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막스 베버
는 문명인들이 전차나 차량의 작동원리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그것을 타고 다니는 반면, 미개인들은 자신이 사용하
는 도구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끌려다니던 우리는 판데믹의 고통을 계기
삼아 그 맹목의 질주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동병상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원하였던 나의 이웃을 생각
하고 눈 감았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소외되었던 이주민들의 하루하루를 되새겨 보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들이 있기에 가능하였음에도 우리는 그동안 그 소중한 생활의 지식을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아
니, 그냥 그 세상의 깊이를 저버린 채 표층의 안일함만 누렸을 터입니다.

우리가 인권이라 부르는 그 어떤 윤리는 바로 이런 각성에서 비롯하는 것일 듯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
기된 아픔이든 그 이전부터 우리의 쓰린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었든 관계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
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코로나 시대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인권은 바로 이 지점
에 자리할 것입니다. 낯선 얼굴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 바뀌어 가는 것, 혹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낯선 얼굴이 되어 삶을 호소하고 생활을 공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인권명령이 아닐까 합니다.

앙리 르페르브는 도시는 작품(oeuvre)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데믹의
고통 속에서도 도시는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인권콘퍼런스는 같이 만들고 같이 전유하며 더불어
향유함으로써 사람을 위한 도시로 나아가는 서울을 위한 것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며, 돌봄으로써 공유하고 나눔
으로써 연대하는 바로 그 생산적 정의를 위한 노력이 이 인권콘퍼런스의 장을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지혜의 공간을 만들고 그에 참여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함은 이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를 기다리기에 너무도 힘든 우리 모두에게 야무진 희망의 단초를 마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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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SHRC 2020

HAN SangHie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the COVID pandemic broke out. Vaccines are being developed and cures
just around the corner, yet we are still witnessing up to 500,000 confirmed cases a day. This historical
threat is shaking up our entire lives. It has now become part of our daily lives and it in someway defines
who we are.
The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intends to shine a limelight on the current changing world that
cannot be wholly captured just by the word "pandemic". Max Weber once said that civilized men blindly
ride trains and cars without even understanding how it works; and it's actually the barbarians who
know much better about the tools they use. We wish to leverage this pandemic as an opportunity to
stop our blind acceptanc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ake some time to look around
ourselves.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our neighbors, and reflect on the pains of workers we
shunned, and lives of marginalized migrants. While our lives only went on because they were there, for
too long we weren't aware of this simple fact. To be blunt, we didn't look care to understand the depth
of our world and just enjoyed the superficial comfort.
This ethic we call "human rights" must be something that stems from this kind of epiphany.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s a wound resulting from the COVID pandemic or an old bruise from pre-COVID
times. The coronavirus has already deeply set it roots in our lives. Or should I put it this way: we have
set ourselves in the COVID times. This is exactly where human rights in the COVID times will stand.
Facing the strangers, and changing our attitudes towards them; or being strangers to one another, yet
still sharing our daily lives with one another. That must be the current human rights mandate.
Henri Lefebcvre calls cities "oeuvre". The reason being: we all build a city together. That is why cities
can stay beautiful even during this painful pandemic. Today's conference is to support Seoul become a
city for the people by engaging people to build and share this city. This conference will lay the grounds
for the caring, respecting, sharing and uniting efforts to truly meet the productive definition of a city.
This is why I'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who have helped in creating this platform of
wisdom and to those who are participating today. I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silver lining to all
of us who are tired of awaiting the post-corona world. Thank you.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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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기획위원회 ㅣ Planning Committee
SHRC 2020

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이주영
LEE JooYoung

황선미
HWANG SunMi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Advi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사단법인 뿌리의집 기획실장
General Manager, Planning
Department, KoRoot

기획위원회

일반세션 2 | General Session 2

일반세션 3 | General Session 3

황선영
HWANG SunYung

임상혁
IM SangHyuk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
President, Global Single_
Parent Center

녹색병원장 & 서울시 노동분야 명예시장
President, Green General Hospital &
Honorary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주제별세션 1 | Theme Session 1

주제별세션 2 | Theme Session 2

임종한
LEEM JongHan

이상윤
LEE SangYun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상임대표
Professor,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Chairman,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Senior Researcher,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주제별세션 3 | Theme Session 3

이영문
LEE YoungMoo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Presiden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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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행사 개요 ㅣ Overview
SHRC 2020

행사명ㅣTitle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일시ㅣDate

2020. 12. 7.(월) ~ 8.(화)
7th(Mon) - 8th(Tue) December, 2020

장소ㅣVenue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콘퍼런스
※ 현장 스튜디오 : 서울특별시청 태평홀 및 다목적홀
※ On-site Venue : Seoul City Hall, Taepyeong Hall and Multipurpose Hall

주제ㅣTheme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
Human Rights in Crises and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프로그램ㅣProgram

개회식, 특별세션, 일반세션 1~3, 주제별세션 1~3
Opening, Plenary Session, General Session 1~3,
Theme Session 1~3

시청방법ㅣLive

공식 홈페이지 (www.shrc.kr)
Official Website (www.shrc.kr)

언어ㅣLanguage

한국어 (한국어-영어, 수화통역)
Korean (English-Korean /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참가대상ㅣParticipants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
Domestic and Overseas Local Governments, Civil Groups,
Official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주최ㅣHosted by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홈페이지
Homepage

발표자료
Material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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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Virtual Conference

프로그램
SHRC 2020

12. 7.(월)
시간

프로그램

14:30–15:00

개회식

프로그램

[특별세션]

15:00-17:30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12. 8.(화)
시간
10:00-12:00

프로그램
[일반세션 1]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12:00-13:00

13:00-15:00

휴식

[일반세션 2]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

15:00-15:30

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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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세션 1]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주제별세션 2]
코로나19와 정보 인권

휴식

[일반세션 3]
노동자 안전과 인권

[주제별세션 3]
정신보건과 인권

Program
SHRC 2020

7th(Mon) December
Time

Program

14:30–15:00

Opening

15:00-17:30

Inequality,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imes of COVID-19

Program

[Plenary Session]

8th(Tue) December
Time
10:00-12:00

Program
[General Session 1]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12:00-13:00

13:00-15:00

Break
[General Session 2]
Policies an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15:00-15:30

15:30-17:30

[Theme Session 1]
Human Rights and Health of the
Elderly in the Age of Health Crisis

[Theme Session 2]
COVID-19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Break

[General Session 3]
Worker Safety and Human Rights

[Theme Session 3]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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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SHRC 2020

1일차

12. 7.(월)

시간

프로그램
개회식

세부 프로그램

14:30–15:00

환영사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축사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2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축사3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세션]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좌장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발표1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교수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

발표2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

발표3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토론2

정재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장

토론3

박미자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토론4

박서빈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토론5

임재영
서울컨벤션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15: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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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rogram
SHRC 2020

Day 1

7th(Mon) December

Time

Program
Opening

14:30–15:00

KIM WooYoung
Vice-Mayor for Political Affai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gratulatory
Address 1

CHOI YoungAe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ongratulatory
Address 2

KIM KiDuck
Vice Chairman, Seoul Metropolitan Council

Congratulatory
Address 3

HAN SangHie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Detailed Program

Welcoming
Remarks

[Plenary Session]
Inequality,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imes of COVID-19
Moderator

Speaker 1

Speaker 2

Speaker 3
15:00-17:30
Panel 1

Panel 2

Panel 3

Panel 4

Panel 5

LEE JooYoung
Advi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Violetta IGNESKI
Associate Professor, Philosophy, McMaster University &
OHRC Commissioner,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KIM MyoungHee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National Medical Center
HAN SangHie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NA YoungJung
Activist,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 Nanuri
JUNG JaiCheol
Senior Research Fellow, Seoul Health Foundation
PARK MiJa
Job Creation Team Leader, Job Policy Division,
Seongdong-gu Office
PARK SeoBin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Deputy Chairman,
5th Seoul Youth Council
LIM JaeYoung
Seoul Convention High School & Deputy Chairman,
5th Seoul Youth Council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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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SHRC 2020

2일차

12. 8.(화) - 일반세션

시간

프로그램
[일반세션 1]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세부 프로그램

10:00~12:00

좌장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발제 1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발제 2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3

릴라나 키이스
피쿰(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자

토론 1

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토론 2

홍주현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토론 3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12:00~13:00

휴식
[일반세션 2]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
좌장

13:00~15:00

황선영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

발제 1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발제 2

이춘양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토론 1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토론 2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3

허설화
글로벌한부모센터 운영위원

토론 4

강성오
서울시 다문화가족팀장

15:00~15:30

휴식
[일반세션 3] 노동자 안전과 인권
좌장

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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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녹색병원장 & 서울시 노동분야 명예시장

발제 1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발제 2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토론 1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2

강태선
세명대학교 조교수

토론 3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4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5

문상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장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Detailed Program
SHRC 2020

Day 2

8th(Tue) December - General Session

Time

Program
[General Session 1]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KIM Jeanie
Foreign Attorney,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Speaker 1

MA HanEol
Attorney,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Speaker 2

HYUN SoHye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Speaker 3

Lilana Keith
Senior Advocacy Officer on Labour Rights and Labour Migration,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PICUM)

Panel 1

LEE JinYoung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Panel 2

HONG JuHyun
Deputy Director,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Panel 3

SONG HyoJean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anel 4

PARK ByoungSoo
Director, The Child Rights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2:00~13:00

Break
[General Session 2] Policies an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13:00~15:00

Moderator

HWANG SunYung
President, Global Single_Parent Center

Speaker 1

LEE YoungHo
President,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Speaker 2

LI ChunYang
Researcher,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Inha University

Panel 1

JEON YoungSoon
Director, Korean Hanbumo Association

Panel 2

KIM YiSeon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anel 3

XU XueHua
Member, Operations Committee, Global Single_Parent Center

Panel 4

KANG SungO
Team Leader, Multicultural Family Tea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5:00~15:30

Break
[General Session 3] Worker Safety and Human Rights

15:30~17:30

Moderator

IM SangHyuk
President, Green General Hospital & Honorary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peaker 1

HAN InIm
Secretary General, Center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Speaker 2

YOU SungGyou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Labor Law Firm Chamter &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Panel 1

PARK JongShik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Panel 2

KANG TaeSun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Panel 3

KIM JongJi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Panel 4

CHO SungAe
Secretary, Workers Union Occupational Health & Safety Department,
Korea Public Service & Transport

Panel 5

MOON SangGyu
Team Leader, Labor Policy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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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rogram

10:00~12:00

Moderator

세부 프로그램
SHRC 2020

2일차

12. 8.(화) - 주제별세션

시간

프로그램
[주제별세션 1]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
좌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교수

세부 프로그램

발제 1

이상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발제 2

니나 모라르 보울
주한덴마크 대사관 보건 & 의료 참사관

토론 1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토론 2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토론 3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토론 4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10:00~12:00

12:00~13:00

휴식
[주제별세션 2] 코로나19와 정보 인권
좌장

13:00~15:00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

발제 1

라만 지트 싱 치마
액세스 나우 선임 국제 고문 & 아시아 정책 국장

발제 2

마이클 베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과대학 디지털 권리 및 규제 강사

발제 3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토론 1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토론 2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3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15:00~15:30

휴식
[주제별세션 3] 정신보건과 인권
좌장

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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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발제 1

남윤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발제 2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토론 1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토론 2

김양균
쿠키뉴스 몬스터랩 랩장 & 의학기자

토론 3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4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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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8th(Tue) December - Theme Session

Time

Program
[Theme Session 1] Human Rights and Health of the Elderly in the Age of Health Crisis
LEE KyeongSoo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Speaker 1

LEE SangHyun
Director, General Public Health Service, NHIS Ilsan Hospital

Speaker 2

Nina Monrad Boel
Health Counsellor, Embassy of Denmark in Korea

Panel 1

CHON YongH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anel 2

CHANG SoongNang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anel 3

LEEM JongHan
Professor,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Chairman,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Panel 4

KIM JungHyun
Research Fellow, Seoul Welfare Foundation

12:00~13:00

Detailed Program

10:00~12:00

Moderator

Break
[Theme Session 2] COVID-19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13:00~15:00

Moderator

KIM MyungHee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National Medical Center

Speaker 1

Raman Jit Singh Chima
Senior International Counsel & Asia Pacific Policy Director, Access Now

Speaker 2

Michael Veale
Lecturer in Digital Rights and Regulation, Faculty of Laws, University College London

Speaker 3

OH ByoungIl
President,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Panel 1

NA BaegJu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University of Seoul

Panel 2

KO HakSo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 3

SUH ChaeWan
Attorney at law, The Committed of Digital Information,
Minbyun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15:00~15:30

Break
[Theme Session 3]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15:30~17:30

Moderator

LEE YoungMoon
Presiden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peaker 1

NAM YoonYoung
Medical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peaker 2

PARK ChongEon
Editor in Chief, Mindpost

Panel 1

SHIN SukChull
Center Director, Songpa Mental Disabled Center for PeerSupport

Panel 2

KIM YangKyun
Lab Leader & Medical Reporter, Kukinews Monster LAB

Panel 3

YOUM HyungKuk
Attorney, Human Rights Law Foundation

Panel 4

KIM JongOk
Leader, Seoul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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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Inequality,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imes of COVID-19

Plenary Session
SHRC 2020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기획위원 :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과 대응의 여파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불평등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대면노동이
필수적이거나 밀집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시설 거주자, 안전한 주거공간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중단 또는 비
대면으로 전환은 공적인 돌봄이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의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기간의 휴원·휴교,
비대면 교육은 단지 학업으로만 치환될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생산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나 소득원을 잃게 되어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현재 시행
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안전망이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책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코
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대응정책이 건강권을 포함한 시민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인권에 기반을 둔 감염병 대응책, 재난 대응책을 고안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상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돌아
보고, 코로나19 판데믹 대응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2020년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혹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논의를 하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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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셉노트

특별세션
SHRC 2020

Inequality,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imes of Covid-19
Coordinator : LEE JooYoung(Advi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I. Concept Note

특별세션

In the aftermath of the spread and response to COVID-19, people are experiencing various
inequalities. Workers who have to be physically present at the workplace or undertake duties
in a dense work environment, facility residents, and people who do not have a safe or have an
unstable living space are more at risk of infection. The suspension of public services or shift to
contact-free services in an effort to stop the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causing a gap
in public care for those who need it, and prolonged closures of kindergartens and schools and
contact-free education are creating various issues in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which learning cannot simply make up for. We need to carefully and realistically
examine whether the policies, currently in effect for those who lost their jobs or income sources
and whose livelihoods are at risk due to the government’s preventive measures, are sufficiently
acting as safety nets,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eriously review how policie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OVID-19 affect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including their health rights,
and further devise and implement countermeasures to the infectious disease and disaster based
on human rights. In this process, citizen experiences, especially from those social members in
vulnerable posi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discuss these viewpoints, this special session
seeks to first, examine the citizens’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second, discus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ird, evaluate and discuss what rol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yed in responding to COVID-19 infections in 2020 or what it
plans to d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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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션 구성 l Program

좌장 | Moderator

Plenary Session

이주영

LEE JooYoung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Advi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발제자 | Speaker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발제자 | Speaker
Violetta IGNESKI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교수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
Associate Professor, Philosophy,
McMaster University & OHRC Commissioner,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발제자 | Speaker

한상희

HAN SangHie

서울시 인권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토론자 | Panelist

정재철

JUNG JaiCheol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장
Senior Research Fellow,
Seoul Health Foundation

토론자 | Panelist

박서빈

PARK SeoBin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Deputy Chairman, 5th Seoul Youth Council

김명희

KIM MyoungHee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National Medical Center

토론자 | Panelist

나영정

NA YoungJung

장애여성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Activist,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 Nanuri

토론자 | Panelist

박미자

PARK MiJa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Job Creation Team Leader,
Job Policy Division, Seongdong-gu Office

토론자 | Panelist

임재영

LIM JaeYoung

서울컨벤션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Seoul Convention High School &
Deputy Chairman, 5th Seoul Yout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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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SHRC 2020

좌장ㅣModerator

이주영 LEE JooYoung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Advi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특별세션

학력ㅣEducation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3.3.-1998.2.)
영국 서식스 대학 인권학 석사과정 (2005.10.-2006.9.)
영국 에식스 대학 법학 박사과정(국제인권법 전공) (2006.10.-2012.1.)
B.A. in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3.-1998.2.)
M.A. in Human Rights, University of Sussex, UK (2005.10.-2006.9.)
Ph.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iversity of Essex, UK (2006.10.-2012.1.)

경력ㅣCareer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12.9.17.-현재, 2013.3.1.-7.31. 제외)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겸직교수(2019.3.1.-현재)
KOICA 인권경영위원회 위원(2018.11.-현재)
한국인권학회 부회장(2019.1.1.-현재)
Advisor, Human Right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9.17.-Present)
Adjunct Professor,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3.1.-Present)
Member of the Human Rights Management Committee, KOIC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11.-Present)

Vic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 (2019.1.1.-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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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 Speaker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Violetta IGNESKI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교수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
Associate Professor, Philosophy, McMaster University &
OHRC Commissioner,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Plenary Session

학력ㅣEducation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철학박사
PhD, Philosophy; University of Toronto

경력ㅣCareer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위원장: 2020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2008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2002년~2008년
Commissioner,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2020Associate Professor, Philosophy, McMaster University; 2008Assistant Professor, Philosophy, McMaster University; 2002-2008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29

특별세션
SHRC 2020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의 COVID-19 대응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 & 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 교수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20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HRC)는 2020년 1월 잠재적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COVID-19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세션

• 일간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발생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
• 팬데믹 및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책 성명 및 지침 발표
• 온타리오 주 교정 시설 수용자들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변화 촉구
• 온타리오 주의 빈곤 감소 전략으로서 빈곤과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
보고서 제출
•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 사회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수집에 대한 권고 및 제언
• 팬데믹 대응 계획이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계와의 협력
자문 그룹 및 커뮤니티와의 소통
OHRC는 정기적으로 여러 자문 그룹과의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자문 그룹
• 토착민 화해 자문 그룹
• 빈곤 자문 그룹
• 교육 자문 그룹
• 고용 자문 그룹
온타리오 주 인권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부문을 대표하는 (고용, 주택 등)
이러한 그룹들은 COVID-19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HRC는 온타리오 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사회 집단과의 폭넓은 소통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은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COVID-19과 팬데믹 대응이 인권법 보호 집단, 즉 유색인종, 장애인, 여성, 아이들, 미등록
이주민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 복지혜택이 주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일부 이민자 및 노숙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보건의료, 교육 및 주택)
•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보호장비(PPE) 및 기타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 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에 경험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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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높은 집단 간호 시설에 포커스가 집중된 탓에 많은 소외계층이 간과되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과 취약성에 대한 이해는 빈곤, 인종, 성별, 계급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SHRC 2020

• ‘취약성’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점

또한 OHRC는 온타리오 주 전역에 걸친 토착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우려사항 및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 기술/브로드밴드 인프라 접근성;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가정의 식량 안보;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교통수단; 학교 유지관리; 지역 학교 펀딩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펀딩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형 학급; 특정 언어 수업의 부재
• 입법: 특히 법안 197, <COVID-19 경제 회복 법안> 관련 협의의 부족과 UN의 선주 민족 권리

선언 (UN 선언문) 및 협의의무의 잠재적 위반.
정책적 지침 제공
2020년 1월 이래 OHRC는 COVID-19와 관련하여 인권 및 의무에 대한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정책 성명 (3월)
• COVID-19 팬데믹 대응의 인권기반 접근법에 대한 정책 성명 (4월)
• 인권과 COVID-19 – 캐나다 및 전세계의 성명과 리소스 (3월)
• 교정시설 내 COVID-19 전파에 대한 존스 법무차관에의 서한 (3월)
• 보건부의 COVID-19 대응 관련 인권 이슈에 대한 엘리엇 보건장관에의 서한 (4월)
• OHRC 성명: COVID-19 퇴치를 위해 필요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4월)
• COVID-19 트리아제 프로토콜, 데이터 수집 및 필수 지원인력에 대한 Ontario Health
회장/CEO에의 서한 (6월)
• 취약계층을 위한 COVID-19 행동 계획에 대한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장관에의 서한 (6월)
• 건강보호 및 진흥법에 의거한 온타리오 주 규정 569 개정사항 권고에 대한 서한 (6월)
• 개인 건강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온타리오 주 규정 329/04 개정사항 권고에 대한 OHRC 보고서
– 보건부에 제출 (6월)
• 학교 수업 재개 관련 파트너십 테이블 미팅 소집에 대한 교육부 장관에의 서한 (7월)
• 장애학생 권리 존중에 대한 교육부 장관 및 학교장에의 서한 (7월)
• 데이터 수집에 대한 온타리오 주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특별 자문관 제인 필팟 박사에의
서한 (7월)
• 검토중인 배회금지 조례에 대한 케노라 시 시장 및 시의회에의 서한 (7월)
• COVID-19와 온타리오 주 인권법 – 질문과 답변 (3월 18일, 업데이트 중)
• 인권기반접근법 채택에 대한 COVID-19 장기요양시설 위원회 위원장에의 서한 (8월)
• 온타리오 주 차기 빈곤 감소 전략에 대한 OHRC 보고서 (4월).
OHRC는 온타리오 주 검찰부와 COVID-19 관련 주간 미팅을 가지며 교정시설 내 전파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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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복지시설 내 아동과의 만남 제한, 즉시 위탁이 가능한 위탁가정의 부족

특별세션
SHRC 2020

자료들을 논의하고 온타리오 주의 교정 시설 내 COVID-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수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부는 OHRC의 권고사항을 다수
반영하여 과잉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인원을 크게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임상 분류체계 (트리아제) 프로토콜 검토
3월 28일 Ontario Health는 COVID 팬데믹 환자 급증을 위한 임상 트리아제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문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Ontario Health는 온타리오 주 정부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목적으로

특별세션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관계자들은 인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취약계층이 잠재적으로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4월

9일

OHRC는

온타리오

주

보건장관에의 서한을 통해 임상 트리아제 프로토콜 수립 과정에는 인권 전문가와 취약그룹
대표자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HRC는 Ontario Health와 문서 작성에
참여한 COVID-19 생명윤리학팀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9월 중순 생명윤리학팀의 프레임워크 수정안과 권고사항이 OHRC 및 소수의 의료 관계자들과
기밀로 공유되었지만 인권 관계자들과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OHRC는 보건장관에의
서한을 통해 권고사항과 인권존중을 반영한 수정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하고, 11월 6일
후속 서한을 통해 신규 프로토콜이 인권 관계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OHRC의 COVID-19 활동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ohrc.on.ca의 COVID-19 섹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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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 Speaker

김명희 KIM MyoungHee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National Medical Center

특별세션

학력ㅣEducation
(1990-1997)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8-200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2000-2003) 한양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1990-1997 Hanyang University Medical College (M.D.)
1998-2000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2000-2003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경력ㅣCareer
2003-2009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04-2005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Development and Population Studies
(Bell Fellowship)
2005-2006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research fellow)
2010-현재 (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2003-2009 Eulji University Medical College (assistant professor)
2004-2005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Development and Population Studies
(Bell Fellowship)
2005-2006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research fellow)
2010-present People’s Health Institute (Director, Center for Health Equ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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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 Speaker

한상희 HAN SangHie
서울시 인권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airperson, Seoul Committee on Human Rights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특별세션

학력ㅣ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1977-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1981-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1984-1987)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B.A. 1977-1981)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M.A Law, 1981-1983)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Ph.D Law, 1981-1983)

경력ㅣCareer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현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1985-1997)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1997-present)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of Law and Politics, Professor(1985-1997)
Seoul Metropolitan City Committee on Human Right, Chairperson(2019-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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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NA YoungJung
장애여성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Activist,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 Na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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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ㅣCareer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
<인권운동> 기획편집위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참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참여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참여

Activist,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Member, Operations Committee, Institution for the Right to Found Family
Member, Planning and Operations Committee, Center for Sexual Rights and Reproductive Justice
(SHARE)
Member, Planning and Editing Committee,
Activist,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 Nanuri+
Participant, Minority Refugee Human Rights Network
Participant, HIV/AIDS Activists Network Korea
Participant,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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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정재철 JUNG JaiCheol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장
Senior Research Fellow, Seoul Health Foundation

학력ㅣEducation

특별세션

2004-2010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연구과 사회정책 전공, 사회정책 박사(사회보험)
2004-2010 Japan waseda university, social security, PhD

경력ㅣCareer
2011-2016 민주연구원 사회정책실 연구위원
2016-2020 국회사무처(바른미래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2011-2016 Researcher, Social Policy Office, the Institute for Democracy
2016-2020 Deputy Chief of Staff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Bareunmirae Party)

78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Plenary Session
SHRC 2020

토론자 | Panelist

박미자 PARK MiJa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Job Creation Team Leader, Job Policy Division, Seongdong-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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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ㅣEducation
1988 미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8 성균관대학교 입학(유학과)
1992 성균관대학교 졸업(유학과)
1988 Graduated from Mirim Girls' High School
1988 Admitted to Sungkyunkwan University(Confucian Studies)
1992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Confucian Studies)

경력ㅣCareer
2020/07/06 성동구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팀장
2019/07/05 성동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팀장
2018/07/03 성동구 행정관리국 총무과 팀장
2016/01/01 성동구 감사담당관
2013/03/15 성동구 공보담당관
2011/09/09 성동구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
2008/04/24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1996/08/01 성동구 시민봉사실
1992/06/20 관악구 총무국 총무과
2020/07/06 Seongdong-gu Job Policy Division, Team Leader,
2019/07/05 Seongdong-gu Education Support Division Team Leader
2018/07/03 Seongdong-gu General Affairs Section Team Leader
2016/01/01 Seongdong-gu Auditor
2013/03/15 Seongdong-gu Public Affairs Officer
2011/09/09 Seongdong-gu Planning and Public Relations Division
2008/04/24 Seongdong-gu Public Health Center, Health and Hygiene Division
1996/08/01 Seongdong-gu Citizen's Volunteer Office
1992/06/20 General Affairs Division, General Affairs Bureau, Gwana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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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박서빈 PARK SeoBin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 Deputy Chairman, 5th Seoul Youth Council

학력ㅣEducation

특별세션

동덕여자중학교 (2016-2019)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019-2022)
DongDuk Girl’s Middle School (2016-2019)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2019-2022)

경력ㅣCareer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15기 운영분과 위원 (2018-2019)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16기 위원장 (2019-2020)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회장 (2019-2020)
구립서초유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19-2020)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17기 위원장 (2020-2021)
구립서초유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20-2021)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2020-202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제3대 위원(2020-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제9기 위원 (2020-2021)
서울시민회의 위원 (2020-2021)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소년자문단 (2020-2020)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2020-2020)
직업계고 정책소통단 (2020-2020)
Seocho Youth Center, Youth Steering Committee, a Operating Department Member of 15th (2018-2019)
Seocho Youth Center, Youth Steering Committee, a Chairman of 16th (2019-2020)
Seocho Youth Center, Union of Youth clubs, a Chairman in 2019 (2019-2020)
Seocho Youth Center, Steering Committee, a member in 2019 (2019-2020)
Seocho Youth Center, Youth Steering Committee, a Chairman of 17th (2020-2021)
Seocho Youth Center, Steering Committee, a member in 2020 (2020-2021)
Seoul Youth Council, a Deputy chairman of 5th (2020-2021)
Seoul, Child and You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a member of 3rd (2020-2021)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tudent Participation Group, a member of 9th (2020-2021)
Seoul Citizens' Conference, a member in 2020 (2020-2021)
National Education Council, Special Committee on Youth, Youth Advisory Group (2020-2020)
National Education Council, People's Participation Group (2020-2020)
The vocational high school, Policy Communication Group (2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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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임재영 LIM JaeYoung
서울컨벤션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부의장
Seoul Convention High School & Deputy Chairman, 5th Seoul Youth Council

Plenary Session

학력ㅣEducation
잠실중학교 (2017년~2019년)
서울컨벤션고등학교 (2019년~현재 재학중)
Jamsil Middle School (2017 - 2019)
Seoul Convention High School (2019 - present)

경력ㅣCareer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 (2018년)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경제사회분과 부분과장) (2018년)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우리동네복지분과) (2019년)
제5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부의장)대한민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019년)
2018 서울 가정법원 청소년 참여법정 청소년참여인단
제6기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안전보호분과장) (2018년)
제7기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2019년)
제8기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2020년)
3rd Seoul Youth Council Member (2018)
Seoul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Deputy-head of Subcommittee on
Economics and Society) (2018)
Seoul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Member of Subcommittee on Our
Neighborhood Welfare) (2019)
5th Seoul Youth Council (Deputy-chair)
Korea’s Youth Special Committee’s Member (2019)
Seoul Family Court’s Teen Courts Program Participant6th Songpa-gu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Head of Subcommittee on Safety and Protection) (2018)
7th Songpa-gu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Chair) (2019)
8th Songpa-gu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Chai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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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General Session 1
SHRC 2020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기획위원 : 황선미 (사단법인 뿌리의집 기획실장)

대한민국에는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작점입니다. 법과 제도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출생 사실, 즉 본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학대나 유기, 불법 입양, 인신매매에 노출되어도 보호를 받
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협약과 지침을 통하여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협
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제7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관리에 관
한 규약 (이하 "자유권규약")역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짐(제24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처리되며,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국민'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다고 명시함에 따라 (법1조)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
해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와 법제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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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셉노트

일반세션 1
SHRC 2020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Coordinator: HWANG SunMi(General Manager, Planning Department, KoRoot)

일반세션 1

I. Concept Note
There are children whose birth is not registered in Korea.
Notification of birth is an essential starting point for a child to enjoy his or her rights. Even though
laws and systems guarantee various rights for a child, he or she cannot enjoy them unless his or
her existence can be verified. Without a birth registration to prove one’s birth – or one’s existence
– there is no way of receiving protection even if exposed to abuse, abandonment, illegal adoption,
or human trafficking. This i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pulates through conventions and
guidelines that children must be immediately registered after birth and urges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s to introduce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at guarantees birth registrations
for all childre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ipulates that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rticle 7),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Covenant on Rights to Freedom”) states that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Article 24).
Currently, birth registrations in Korea are handled according to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ereinafter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nd are part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However, this Act states that it prescribes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and verification of its “people [national]” (Article 1), making the registr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birth of a foreign child who is not a national practically impossible.
Accordingly, this session seeks to discuss specific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nd legislation
improvement proposal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children in Korea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so that all children, including migrant
children, can b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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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션 구성 l Program

좌장 |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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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KIM Jeanie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Foreign Attorney,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발제자 | Speaker

마한얼

MA HanEol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Attorney,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발제자 | Speaker

현소혜

HYUN SoHy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발제자 | Speaker

릴라나 키이스

토론자 | Panelist
Lilana Keith

피쿰(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자
Senior Advocacy Officer on Labour Rights
and Labour Migration,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PICUM)

토론자 | Panelist

홍주현

HONG JuHyun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Deputy Director,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이진영

LEE JinYoung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토론자 | Panelist

송효진

SONG HyoJea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토론자 | Panelist

박병수

PARK ByoungSoo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Director, The Child Rights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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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ㅣModerator

김진 KIM Jeanie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Foreign Attorney,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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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ㅣEducation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 인류학 전공 (2005-2011)
The University of Auckland LLB/BA (2005- 2011)

경력ㅣCareer
사단법인 두루 (2019-현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2016-2019)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2014-2016)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2013)
뉴질랜드 변호사 (2011)
Duroo –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2019-present)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2016-2019)
Save the Children Korea (2014-2016)
Legal Practitioner of the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admitted in 2013)
Barrister and Solicitor of the High Court of New Zealand (admitte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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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얼 MA HanEol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Attorney,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General Session 1

학력ㅣEducation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4-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2018)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Yonsei Univ. (2004-2011)
Law School, Sungkyunkwan Univ. (2005-2018)

경력ㅣCareer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사단법인 두루 (2018-현재)
Admitted to the Ba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Bar Association, 2018)
Duroo -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2018-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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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1. 출생등록될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현재의 출생신고제도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일반세션 1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
스575 결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도 아동은 출생 후 즉
시 등록되어야 한다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밝히고 있다. 출생등록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 정체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아동권리 보장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제44조)는 모
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제46조 제1항)
가 신고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를 발견해 신고를 촉구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미혼부에 의한 출
생신고는 실질적인 장벽이 너무 크다(제57조 제2항).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
국적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은 불가능하다(제1조).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특히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난민이 실
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이후에도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
회, 2 2017년 사회권규약위원회, 3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4 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5 에서 모든 아동
을 위한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권고했고, 2019년에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재차 같은 권고를 하였다. 6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 복지,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
다. 한국에는 아래의 사례 7처럼 우리와 같은 시대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다.
사례1.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A는 국내의 병원에서 미숙아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A의 모는 출생 직후 병원에서 잠적하였다. 모
의 기록은 외국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름뿐이고, 모와 부의 국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가 30개
월이 될 때까지 누구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사례2. 외국 국적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시도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부와 한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태어난 B는 출생 직후 부에게 맡겨진 후 부가 단독으
로 양육하고 있다. 모는 출생 직후에 출생신고 없이 모든 연락을 끊어 버렸다. B는 한국 국적을 가
진 모의 자이므로 한국 국적이 있지만, 외국인 미혼부가 단독으로 한 출생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3-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C/C/KOR/CO/3-4 (2011) Para 3637.
2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CPR/C/KOR/CO/4 (2015) Para 56-57.
3
유엔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C.12/KOR/CO/4 (2017) Para 27.
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EDAW/C/KOR/CO/8, (2018) Para
34-35.
5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17-1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8)
CERD/C/KOR/CO/17-19, Para 27-28.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C/C/KOR/CO/5-6, (2019) Para 22.
7
이하의 사례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례에 대한 상
담 및 소송지원을 위해 발족한 법률지원단에서 다룬 사건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으로 2015년에 발족하였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편적
출생신고에 관한 캠페인 페이지(http://www.ubr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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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신고
C는 외국 국적의 미등록 체류중인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부는 C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신
국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부의 출신국 신분 기록이 말소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C는 백혈병
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사망했다. 출신국 대사관이 사망신고는 받아주긴 했지만, C가 평생
살았던 한국에는 C의 존재를 기록한 공적 장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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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B는 질병으로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곧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 한다.

사례4. 모가 국적을 취득한 이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D의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한국 국적)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친모는 한국국적을

2. 출생통보제의 도입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19년 '만 3세 아동 소재ㆍ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실을 발견했다. 출생신고가 된 첫째 아동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다가 사망신
고가 안된 둘째 아동의 사망, 출생신고조차 안된 셋째 아동의 사망 및 각 사체유기를 발견한 것이다. 8
2019년 전수조사 이전인 2016년에는 10남매 중 4명의 출생신고를 뒤늦게 하였고 7명은 초등학교조
차 보내지 않았던 사건이 기사화되었고, 9 2017년에는 반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수당, 출산
수당 등을 수령한 사건이 있었다. 10 사례1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위해 아동의 출생신고
를 선뜻 나서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고의무자의 의지와 실천에 의존하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
는 아동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출생기록의 공신력도 담보하지 못하는 빈틈이 있다.
2019. 5.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모든 아동의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 그러나 그 이후 2020. 2. 전수조사를 통
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20. 5.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12
제21대 국회에서는 신동근 의원이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을 발의하며 출생통보제를 제안했
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
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이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
과 함께 시ㆍ읍ㆍ면장의 출생신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가 신고를

8

한국경제, “학대로 숨져도 '미등록' 아동은 방치돼도 몰라… ‘부모 아닌 국가가 출생신고해야’” (2020. 2. 22.).
광주일보, “5평 단칸방 9명 생활 … 빚 때문에 7남매 학교 안보내” (2016. 4. 4.)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59695600574119006
10
경향신문, “허위 출생신고로 수천만원 받은 항공사 승무원, 6 개월 도피 끝 검거” (2017. 8. 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8281642001#csidxb63aef0ad6352ec835ec
307f4d7a95e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2019.
5.
2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522
12
법무부 보도자료,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2020. 5. 8.)
http://www.moj.go.kr/bbs/moj/182/524043/artclView.do
13
신동근 의원 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48 (2020. 7. 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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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고 출신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 후 배우자의 친생부인소송으로 인해 D의 가족관계등록
부가 폐쇄되어 D의 출생신고를 다시 하려 해도 한국에서는 출생 당시 모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
유로, 또 출신국에서는 본국 국적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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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하는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최고하고(제38조 제1항),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며(제122조).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46조 제4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지는 경우
가 모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에 의한 신고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출생신고를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이주아동이 출생사실의 통보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이주아동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또한 출생통보 이후 신고의무자가 보완해서 신고해야 하는 입법례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또한 출생통보 이후 주민등록번호
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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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사실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지ㆍ전송하는 출생통보제도는 출생등록
의 누락을 막고 출생신고를 강제할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 이때 이주아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외국인등록번호나 출생연월일을 활용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통보의무를 면제할 필
요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살핀다.). 출생등록을 누락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출생신고여부를 확인하여 최고하고, 종국에는 반드시 출생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미혼부의 출생신고
지난 2020. 6. 8.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
2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요건을 ① 문언 그대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이 사건과 같이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
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며 해석을
확장하였다(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 결정). 그동안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엄격한 요건에 숨통을 터준 결정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서영교 의원, 16 김미애 의원, 17 백혜련 의원, 18 남인순
의원 19 이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은 미혼부를 출
생신고 의무자에 포함시켰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아는 경우에도 혼
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미애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한 미혼부가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세가지 사유를 법 조문에 반영했다.
그런데 미혼부의 출생신고의 경우 모의 배우자의 친생추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의 협조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재불명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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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은 후순위 신고의무자로 동거친족 내지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을 지정하고 있지만 부
모의 사망이나 행방불명과 같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1305-2호 (2013. 5. 7. 제정)].
15
이탁건 등,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공익법총서 06 -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2020), 85.
16
서영교 의원 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94 (2020. 6. 23).
17
김미애 의원 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66 (2020. 6. 18).
18
백혜련 의원 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78 (2020. 6. 25).
19
남인순 의원 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54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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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전자 검사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친생추정을 번
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아동 신분의 빠른 확정을 위하여 친생추정 번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생물학적인 혈연관계가 아님과 동시에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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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적인 친모나 그 배우자에게 출생신고 뿐 아니라 친생부인이나 인지 등의 절차까지 나아가길 기대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동의 출생신고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20

에 대한 정보 중 일부를 알더라도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게 되므로 이
때 친자관계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갖출 수 없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공히 부 또는 모로 함이 적절하다.

4. 보편적 출생신고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과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즉, 부모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① 특종신고나 ② 외국 공관에서의 출
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출생등록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출생신고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여 공신력 있는 공
적 장부에 보관하고, 출생 사실을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종신고에 대한 ‘수리증명서’ 및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원’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증명하는데 그친다. 21 따라서 특종신고만 가지고 '법률상의 신분'이 온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특종신고’ 제도는 출생등록 및 이를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다.
한편 외국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친모가 출생 이후 귀화하여
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미등록 체류로 출국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신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 공관이 없는 국가의 출신인 경우, 난민인정자ㆍ신청자ㆍ인도적체류허가자로 본국
대사관 방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22 에는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국내
에 있는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 태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로부터라도 출
생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주아동을 포함
한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
으로는 ① 가족관계등록법에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사건별편제 방식의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
②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출생등록부제도를 가족관계등록법 내에 신설하는 것,
③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의 등록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법에 이주아동을 포섭하는 것이 ③안처럼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
모든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출생등록부를 만드는 것이 ②안이나 ③안처럼 이주아동만을 위한 공적장
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절차, 적용, 활용에서 덜 차별적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 신고의무, 방

20
21
22

이탁건 등, 위의 글(각주18), 91-92.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이슈 브리프” (2019), 11.
이탁건 등, 위의 글(각주18),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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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혼인 외 출생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확장한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셋 중 하나 이상을 모르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이나 비협조 또
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

일반세션 1
SHRC 2020

법, 미신고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절차와 규정을 총론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주아동 출생등록부에 편제할
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할지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일괄적인 등록제도를 마련할 필요
가 된다. 23 또한 위에서 살핀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 통지를 받아 출생신고를 최고하는 경우나 미
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건별편제 방식의 출생등록부를 먼저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생
신고를 통해 인적편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완해 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출생 사실 및 신분
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일반세션 1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 수행 시 「출
입국관리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현재 출생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이 출생을 신고하는 데에 있어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와 증명
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에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범위에 출생등록을 포함시켜서
미등록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안에 국내의 관할권 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아
동을 위한 출생등록부에 대한 조문을 마련해야 한다. 사건별편제가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인적편
제와 정합성은 떨어지지만 모든 아동을 위한 일괄적인 등록제도를 둘 수 있고, 미혼부모나 친자관계
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당장 인적편제를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등록을 우선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5.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
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제2조 제1항)을 당부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
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
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되며,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출생등록
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라고 하여 그 법적 지위에 종속되어 아동의 ‘미등록
출생’을 감수 또는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을 개별적 권리주체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다. 그것이 보편적출생등록이다.

23

이탁건 등, 위의 글(각주1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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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ow to improve legislation for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1.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However, birth registration today, which are governed by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ereinafter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fails to guarantee to the full extent
the children’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44). Even if the father or the
mother, the person obliged to file report for birth (Article 46.1), fails to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 no legal process supports the behavior of urging or forcing them to file report. Even
worse is the substantial barrier that an unwed father faces in filing a birth report for a newborn
(Article 57.2). The Act, furthermore, does not allow the birth registration of a child whose
Korean nationality cannot be confirmed or whose parents are of a foreign national (Article 1).
Addressing its concern that Korea’s current system for birth registration hinders refugees – or
refugee applicants – from registering the birth of a child,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ed, in 2011, that Korea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 to allow
1
birth registration of every child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or origin. It was
consecutively followed by recommendations for birth registration for every child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5, 2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2017, 3 and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4 an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2018, 5 and there was another set of
repeated recommendation from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19.6
A person with no birth registration is not guaranteed the right to health care, welfare and
education, and is more vulnerable to violence and crime. The cases below7 describe the people

1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3-4 (2011) Para 36-37.

2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4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2015) Para 56-57.
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4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2015) Para 27
4
United Nat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8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2015) Para 34-35
5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17th and 19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2015) Para 27-28.
6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5th and 6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2019) Para 22.
7
The following cases were handled by the Legal Support Group – formed by the members of both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Network (UBR Network) and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t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which was launched to
provide counseling and litigation support for complicated birth registration cases. UBR Network was founded in 2015 as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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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dividual, in modern society, must have a social status such as the resident registration so as
to benefit from a state-run system and the acquisition of such social status begins with a birth
registration of an individual. (Supreme Court Decision 2020Seu575 Decided June 8, 2020) Article
7.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inafter “UNCRC”) stipulates
that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specifying the child’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Birth registration is the notable first step in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to a legal
identity,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including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일반세션 1
SHRC 2020

일반세션 1

who are alive today but does not exist on paper.
Case 1. A child whose father or mother did not report the birth
Child A was born as a premature baby in a hospital in Korea. His mother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giving birth to her baby. The only record left about the mother was a name,
which presumably was of a foreign national. The child was left unregistered until he was 30
months old because the nationality of both mother and father was unknown.
Case 2. Birth registration attempt by an unwed father of a foreign nationality
Born to a father of a foreign national and a mother of a Korean national, child B is being
brought up by his father who took custody of the child shortly after birth. The child was
naturally given Korean nationality as his mother was Korean, but the birth registration filed
solely by the father who is not Korean was rejected. Child B needs regular hospital care for
his illness and soon, has to enter elementary school.
Case 3. Birth registration of a child with foreign nationality
Child C was born to parent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were living in Korea unregistered.
The father visited the embassy of his country of origin to register the birth of his newborn
child but failed to do so because his record in the country was already expunged. Then, child C
died of leukemia short ahead of bone marrow transplant. The embassy did accept the death
report but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record of the child anywhere.
Case 4. A child whose Family Register Certificate was cancelled after the mother acquired the
nationality
After birth, child D was registered as a child of the mother’s legal spouse (who was a Korean
national). Later, the birth mother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relinquished her original
nationality. The child’s Certificate of Family Register was later canceled due to the spouse’s
denial of paternity actions. The mother filed another birth report but was rejected because she
was not of a Korean national at time of the child’s birth; while an attempt to register birth in
her country of origin also failed because she already gave up the nationality.

2. Introduction of Birth Notification
An extensive investigation on the whereabouts and safety of children aged 3,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9,
found the death of a child whose birth was not registered. While looking into allegations of child
abuse, they found two more deaths; the death of the second child whose death was not reported
and the death of the third child whose birth was not registered, and body was abandoned upon
death.8 In 2016, 3 years before the investigation, there was a news report on this family whose
parents registered the birth of 4 children out of their 10 children very late, and did not even send
their 7 children to elementary school. 9 There was quite the opposite case in 2017 where parents
received childcare assistance and maternity allowance by falsely reporting a birth. 10 Case 1
represents the cases where people cannot willingly register the birth of an unregistered child.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relies on the will and action of those obligated to
report, is fairly flawed as it fails to protect children and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birth
records.

solidarity group working together to register the birth of all children born in Korea. More information on their activities can be
found on the campaign page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http://www.ubrkorea.org).
8

Hankyung, Abused unregistered children left unattended: the government to ‘register birth (Feb 22 2020).

9

Kwangju Daily, 9 family members in 15 square feet room: 7 children forcibly staying at home (Apr 4 2016)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59695600574119006
10
Kyunghyang Shinmun, Flight attendant receives millions of won by falsely reporting birth of a child (Aug 28 20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8281642001#csidxb63aef0ad6352ec835ec307f4d7a9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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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notification system – a mandate for medical institutions to notify the birth of a child or
submit birth certificate to local governments - is believed to be an effective measure to legally
coerce into reporting a birth and ensure that the birth of all children born is registered. The
system, in order to ensure that migrant children are not left out, should allow birth certificate to
be issued using parents’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or date of birth, instead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oreove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exempt
from notification obligations under Article 84 of the Immigration Act (which will be further
elaborated in section 4).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birth notification, the head of

11
Press releas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reater national responsibility towards children (May 23 2019)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522
12
Press release by the Ministry of Justice, Resolution on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Law Revision Committee for
Inclusive Family Culture (May 8 2020) http://www.moj.go.kr/bbs/moj/182/524043/artclView.do
13
Rep. Shin Dong-geun proposal, “Proposed amendment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2102048 (Jul 16 2020).
14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prescribes that where the person to file a report is unable to file such report,
relatives living together or doctor, midwife or any other person involved in the delivery shall file the report. Provided,
That this shall apply when there are objectively acceptable reasons such as when parents are dead or with unknown
whereabouts [Precedents on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201305-2 (Enacted on May 7 2013)]
15

Lee Tak-geon etc, A study on how to adopt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for children born in Korea, A series for public
interest law 06 – A study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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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dopting birth notification system that mandates medical institutions to notify the head of
Si/Eup/Myeon the birth of children, the head of Si/Eup/Myeon must hold greater accountability
for birth registration. The current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prescribes that in case the
14
parents fail to file a birth report , the head of a Si/Eup/Myeon shall issue a peremptory notice to
the person obliged to file the report (Article 38, Paragraph 1), or impose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fty thousand won (Article 122). Where a child’s welfare could be harmed since a
person obliged to report birth fails to file a report, a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port the birth (Article 46, Paragraph 4). Even so, the cases where a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are defined with less
clarity and left at their discretion, serving as an obstacle to birth registration.
Meanwhile, migrant children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notification. As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llows only ‘Korean’ to register birth, migrant children will need more than just a
birth notification mandate. If the legislature were to mandate additional registration of birth after
the notification is made, it must establish an environment where unregistered foreign parents
could also easily report the birth of their children. It should also set an alternative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the numbers are not given after the notification. 15

SHRC 2020

With the announcement of ‘Inclusive State, Child policy’ in May 2019, the government, in the
interest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all children to be officially registered and protected, made
public its plan to revis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to adopt birth notification system that
mandates medical institution to notify the government agency the birth of every single child
born. 11 Although the extensive investigation in February 2020 discovered the death of a child
whose birth was not registered, however, the government has been less enthusiastic about laying
out specific measures since then. In May 2020, the Law Revision Committee for Inclusive Family
Cultur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issued a recommendation to adopt birth notification
system which obliges medical institutions to notify the government agency the birth of children
12
born in the institution.
Congressman Shin Dong-geun proposed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adopt birth notification
13
system by submitting a bill to revis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The proposal requires
medical institutions to notify the birth of all children born, and the head of Si/Eup/Myeon, upon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to confirm whether there was corresponding registration of birth,
and if not, to issue a peremptory notice.

일반세션 1
SHRC 2020

Si/Eup/Myeon must confirm whether the birth is reported and if not, issue a peremptory notice to
ensure every birth is registered.

3. Birth registration of unwed father

일반세션 1

Recognizing for the first time the children’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in June
th
8 2020, expanded the interpretation of birth report that requires a confirmation from the Family
Court, prescribed under paragraph 2, Article 57 of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s follows;
(a) when personal information of mother is partially or entirely unidentifiable, (b) when
whereabouts of mother is unknown or when mother refuses to present necessary documents for
birth report with no justifiable cause, and (c) when mother, as in this case where the mother is of
a foreign national, cannot prepare necessary documents for birth report due to reasons that
he/she has no control over. (Supreme Court Decision 2020Seu575 Decided June 8, 2020) The
decision provides greater leeway for birth report of unwed father, which, in the past, was only
allowed when mother’s whereabouts were unclear.
16
17
For birth registration by unwed father, congressman Seo Young-kyo , Kim Mi-ae , Baek Hye18
19
st
ryun , and Nam In-soon proposed a bill to revis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n the 21
National Assembly. The proposal of Seo Young-kyo and Nam In-Soon insisted that unwed father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erson obliged to file report for birth and called to authorize
biological father to register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f he knows – not all but one
or two of these information - mother’s name, place of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eanwhile, Kim Mi-ae and Baek Hye-ryun called for incorporating into the provisions
the three cases where unwed father could report birth, as stated in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The problem is when the birth report of unwed father conflicts with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raised by the husband of a mother. In case the mother has a legal spouse, the unwed
father cannot possibly file birth report for a child born without the support of the two.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gister, let alone file a denial of paternity or recognition for a child,
whose mother and her spouse are uncooperative or with unknown whereabouts. Now that gene
tests are easily accessible, there are those who argue that the law should allow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to be overthrown if the argument entails scientific and convincing evidence, while
some others advocate for more careful approach as it may cause a delay in confirming children’s
identity. Some strongly support the reversal of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in cases where
20
children have no biological ties to their parents nor social and psychological relationship.
In reflect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cases where unwed
father could file a birth report, the father should be allowed to register a birth even in a case
where he does not know one or more of the three personal information - name, place of
registration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where he cannot submit essential documents
due to mother’ unknown whereabouts, uncooperative behavior and other uncontrollable reasons.
In case the father registers a birth with only one or two personal information of the mother, the
registration filing will be screened at Family Court, where it will be confirmed whether a child is
biologically related to the father or whether uncontrollable reasons are justifiable. Also, the
scope of the person liable to report should be both mother and father of a child born within and
out of wedlock.
16
17
18
19
20

Rep. Seo Young-kyo proposal, “Proposed amendment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2100894 (2020. 6. 23).
Rep. Seo Young-kyo proposal, “Proposed amendment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2100894 (2020. 6. 23).
Rep. Seo Young-kyo proposal, “Proposed amendment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2100894 (2020. 6. 23).
Rep. Seo Young-kyo proposal, “Proposed amendment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2100894 (2020. 6. 23).
Lee Tak-geon etc, ibid. (Footnote 18),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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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ek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exclusively
serves Korean nationals, the related law should be revised to keep the birth record of all children
including migrant children born in Korea. Specific measures include (a) introducing case-by-case
birth registration system that applies to all children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b) establishing a new birth registration system, with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that applies only to the birth of migrant children (c) enacting a separate law that ensures the
registration of all children born in Korea.
A less discriminatory option in terms of procedur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would be
incorporating migrant children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compared to (c) enacting
a separate law, and keeping a public birth register for all children, compared to creating a
separate register for migrant children only – as stated in option (b) or (c). Another advantage of
using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s that it already sets out the procedures and
regulations extensively for reporting, reporting obligations and breach of obligations, which could
be readily utilized. It is also preferable to have one comprehensive registration system for all
children born because birth registration of a child whose parents’ nationality is unknown would
face another barrier of deciding whether to compile the register to birth registration of migrant
children or certificate of Family Register. 23 Moreover, in case local government issues a
peremptory notice for birth registration upon the notification from medical institution or unwed
father files a birth report, it is more effective to establish birth register, a case-by-case
compilation, then add it to certificate of family register, an identification register for each
individual through birth registration. This approach is a way to prove birth and identity in a swift
manner.
21
22
23

UBR Network,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ssue Brief” (2019), 11.
Lee Tak-geon etc, ibid. (Footnote 18), 76-77.
Lee Tak-geon etc, ibid. (Footnote 1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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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in South Korea exists as part of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As the current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regulates the “Korean national
(Article 1 of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however, foreigners can be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er only when a family relationship is formed with a Korean national. Put
differently, you cannot register a child under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in case
his/her parents are not verifiable as a Korean national. Still it has not constituted a sufficient
reason for introducing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s the birth of those children can also be
registered (a) with exclusive reporting and (b) at foreign diplomatic offices.
The birth registration will be made whole when the state confirms and verifies birth registration,
keeps it in a public register and demonstrates the fact when requested (by issuing birth or other
certificates to people) However, “certificates of acceptance” and “certificate of reporting details”
merely demonstrates that the report was filed and with certain information. 21 That is why
exclusive reporting does not fully represent an evidence of “legal identity”. Simply put, exclusive
reporting is not a system for birth registration or a proof of birth registration
Moreover, birth registration at a foreign diplomatic office is not always available.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will not be an option in case biological mother renounces her native nationality
after giving birth to a child or is at risk of leaving the country because herself has no registered
identity; in case the mother’s country of origin does not recognize an unmarried mother; and in
case the mother faces barrier visiting embassy for birth registration as she is a recognized
22
refuge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or refugee status applicant. When all these circumstantial
grounds hinder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the birth of children must be confirmed by the
countr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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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1 of Article 84 of the Immigration Act prescribes that any public official o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inds a person deemed to have violated this Ac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of the person. This obligation to notify may hamper birth registration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who are suffering in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for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of migrant children’s birth, the
Immigration Act shall include birth registration in the scope of exemption from obligation to
notify so that unregistered foreigners can also file a birth report.

일반세션 1

There should be additional provisions for birth registers for all children born with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to ensure that all children bor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ry
are registered. Case-by-case compilation may be less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dentification
register for each individual. Yet the focus should be on its advantage that there will be one
comprehensive registration system for all children and ensure birth registration in all cases
including when identification register cannot be completed immediately due to disputes between
unwed parents or over paternity.
5. Advocating for every child’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vocates tha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identity or status (Paragraph 1, Article
2), and Child Welfare Act stipulates that children shall grow up without experiencing any kind of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age, religion, social status, property, handicap,
birthplace, race, etc. of themselves or their parents (Paragraph 1, Article 2). Yet, migrant
children born in Korea are easily exposed to discrimination from the moment they are born, and
are excluded from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
Unregistered birth of children should not be tolerated or neglected, considering that their
unregistered parents define their legal status. A good starting point to protecting children rights
is recognizing the existence and independence of children as individual subject of rights. That is
called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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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8-2001)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1-2009)
Bachelor of Laws,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1994-1998)
Master of Laws,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1998-2001)
Doct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2001-2009)

경력ㅣCareer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사법연수원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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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조교수 (2007-2012)
서강대학교 부교수 (2012-2015)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2015-현재)
Pass of Bar/judicial examination (2003)
Judical trainee i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04-2006)
Constitutional Researcher in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2006-2007)
Assistant Professor in Hongik University, South Korea (2007-2012)
Associate Professor in Sogang University, South Korea (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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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나 키이스 Lilana Keith
피쿰(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자
Senior Advocacy Officer on Labour Rights and Labour Migration,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PICUM)

릴라나 키이스(Lilana Keith)는 피쿰(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에서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자(Senior Advocacy Officer)로 활동
하고 있다. 피쿰은 35개국 – 주로 유럽 국가들 – 의 165여개 조직으로 구성, 미등록이주자의 인권과 사회
적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녀는 2011년 피쿰에 합류한 이후, 미등록 아동, 청년, 가족의 권리와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해 수년에
걸쳐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2009년부터 이주민 권리를 강화하기 지역사회 발전과 기금모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무에 관여해 왔다. 국제 및 유럽 이민법과 인류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Lilana Keith is PICUM’s Senior Advocacy Officer on Labour Rights and Labour Migration.
PICUM-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is a network of
more than 165 organisations in 35 countries, mostly in Europe, working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for undocumented migrants.
Lilana joined PICUM in 2011 and has had various roles, including leading PICUM’s work to
advance the rights and inclusion of undocumented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for many years. She has been involved in work to advance migrants’ rights since 2009,
including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and funding. She has an academic background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migration law and policy and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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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등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근본적 토대
출생 등록은 아동의 기본권으로,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출생 등록을 통해서만 아동의 법적
신분이 공적으로 인정됨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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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등록은 아동의 연령이나 신분에 대한 의혹/오해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권리
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유년기 동안 연령별로 적합한 각종 지원을 보장해 준다.
교육, 의료, 주거 및 기타 사회의 기본 권리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출생 증명서가
필수적이다.
출생 등록으로 인해 생성되는 데이터 또한 국가 계획,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인구 자료의
핵심 원천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효과적인 행정과 거버넌스에
결정적이다.
단, 이주 부모는 자녀의 출생 등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주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어려움은 한층 가중된다.
유럽연합(EU)의 출생 등록 제도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 법률은 EU 회원국 간 상이하다. 그 중 소수 국가만이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였고, 대다수의 경우 미등록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출생 등록
정책이 적용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법률 및 정책 상의 ‘모든 아동’이라는 개념은 미등록
아동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실제 적용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주아동 출생 등록의 현실
미등록 부모가 체류국의 공공기관 또는 자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수많은 장벽에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장벽이란, 미등록 이주자가 충족할 수 없는 신고 문서
요구, 미등록 신분 적발 우려, 공무원의 고발 위험,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 처리 방안에 대한
부모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식 부족, 관료주의적이고 복잡한 절차/비용 (등록 수수료, 등록 지연에
따른 벌금 등 직접 비용 및 출생 신고를 위한 이동, 휴가 등에 따른 간접 비용) 등을 의미한다.
비정규 입국/체류가 불법인 국가의 경우 공무원이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생 신고를
하려는 미등록 부모를 이민법 위반자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의료진의 출생 신고가 의무화된
국가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및 제반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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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의 어려움 및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
출생 등록 시 자연적으로 국적 취득권이 부여되므로,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미등록 부모의 자녀들은 국적 취득 및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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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상 차별로 인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EU 국가는 전무하다. 또한 부모의 주요 거소가 출생
있는 아동의 국적 취득을 위한 법률에서도 부모의 주요 거소를 출생 등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지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 귀화 절차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 그와 동시에, 미등록
이주자의 출신국가 다수는 여전히 차별적 국적법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방향성
그러므로 아동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한 출생 등록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출생 등록의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 서류 접수, 제 3 자의 대리 등록
가능 등 행정적 요건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임신/출산 등 의료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화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화벽이란 공공 기관에서의 각종
신고/등록 절차 및 공공 서비스 제공 절차 중에 수집된 개인 정보가 이민법 위반자 신고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의미한다. 비정규 입국과 체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보완적 조치로서, 모든 아동이 국적을 취득한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적의 이동/취득을
제한하는 국적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부모의 거소가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국적법
(또는 무국적자 관련법)에 차별을 규정해선 안된다. 각국 정부는 인권 및 타당한 조건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 등 미등록 이주자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영구적 메커니즘을 마련,
실행해야 한다.
출생 등록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아동이 기타 다른 권리(예: 법적 신분, 국적,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 보건 등)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 권리의 첫 단추이다. 대다수 산업화
국가의 출생 등록율은 최대 98%까지 추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출생 등록율은 미진한
수준이다. 출생 미등록에 따른 무국적 신분 발생 및 사회에서의 배제 등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하여, 출생 미등록율이 단 1~2%라 하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아동/부모의 이주 여부 혹은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보편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상기 제시한 정책들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필수적인 보편적
출생등록을 장려하는, 오랜 기간 검증된 현행 조치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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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국적 취득을 위한 추가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무국적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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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all migrant children, is a fundamental
pillar for child rights and child protection
Birth registration i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hild,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right to a legal
identity, nationality and protection by the State. Birth registration also normally enables the child to
receive a birth certificate, which serves as evidence of the registration and of the State’s recognition
of the child’s leg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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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helps to protect children against violations of their rights that are due to doubts about
their age or identity, and facilitates their access to individual and age‐appropriate support
throughout their childhood. A birth certificate can be very important in order to gain access to other
basic social rights and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housing.
Data from birth registrations are also a key source of population data, for state planning and
provision of services. From this perspectiv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s crucial for effective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However, migrant parents face various challenges to register their children, particularly when
undocumented.
The legal framework on birth registr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
There is variation between EU Member States’ laws regarding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for
undocumented children. Only a few countries provide for undocumented children’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explicitly in law. In most countries, it remains unclear whether policies on birth
registration also apply if the children and/or parents are undocumented. References to ‘all children’
in policies and legislation may include undocumented children, but this often leads to practical
barriers.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in practice
There are numerous practical barriers which can prevent undocumented parents from registering
their children with the civil registry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or with the embassy of their
country of origin. These include, in particular, documentary requirements that cannot be met,
parents’ fear of detection and concrete risks of denunciation by civil servants, lack of awareness
both on the part of parents and civil servants about how to handle birth registrations of
undocumented children, bureaucratic and complicated procedures, and costs (both direct, in terms
of registration fees and fines for late registration, and indirect, such as costs of travel, time off work
etc). Risks of facing immigration enforcement are a particular concern where irregular entry or
residence is criminalized, as civil servants may have a general duty to report crime. Restrictive
policies on access to health care, including maternity services, can also affect birth registration for
undocumented children, in countries where medical professional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Access to nationality and risks of statelessness
As birth registration enables the right to nationality, concurrently, lack of birth registration can also
increase the risk of undocumented children becoming stateless. Children of undocumented parents
are at particular risk due to discrimination in both nationality and birth registration procedures, and
practical challenges facing irregular migrant families. No country in the EU provides for automatic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 all children born in the territory, and regular residence of parents is
frequently among the additional criteria to acquire nationality at birth, even in laws specifically
aiming to provide nationality to children that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Irregular reside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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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also discounted in naturalis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several countries of origin of
undocumented migrants still maintain discriminatory nationality legislation.

SHRC 2020

Lilana Keith, Senior Advocacy Officer, PICUM‐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The way forward

There must be a ‘firewall’: clear regulations and protocols to ensure that personal data collected in
the context of civil registration and services is not used for immigration enforcement. Laws that
criminalise irregular entry and residence should be revoked.
As complementary policy measures, nationality laws that restrict transmission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should be reformed in view of ensuring every child’s right to nationality.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in nationality (or statelessness determination) laws due to the
irregular residence of the child or parent. Governments should also develop and implement
accessible permanent mechanisms for undocumented migrants – inclu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 to regularise their status,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nd reasonable conditions.
Birth registration is a fundamental right and often a gateway for children to enjoy other rights,
including legal identity, nationality, protection from abuse, education and health. While rates of
birth registration are estimated as up to 98% in many industrialised countries, they still fall short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Considering the serious risk of exclusion, and even statelessness that can
be a consequence of non‐registration, one or two percent non‐registration is significant. Concerted
efforts to include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or their parents’ migration or residence status are
essential. The suggested policy measures draw on existing practice, as tried and tested measures to
promot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 fundamental pillar for achieving child rights and chil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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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regardless of the residence status of the child or parents, including a
prohibition of refusal, should be explicit in national legislation. There should be minimal
administrative requirements (e.g. accepting declared data; possible registration by a third party).
Also, equal access to health services, including maternity care,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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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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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셉노트
- 사각지대 다문화 한부모가정 발생 원인과 인권
-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인권
- 국적 취득과정에 발생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기본권리와 인권

우리나라는 이주민 수용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그 동안 이주민 인권신장을 위
한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따돌림, 폭행 심지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국적 없는 다문화
한부모는 국적 취득이 어려워 부모의 기본 권리마저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가정폭력, 이혼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이른 가정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되어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
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
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이 자녀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자 본 세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한 다문화 연구가, 한부모 전문가, 여성정책 연구가 그
리고 다문화 한부모 당사자를 모시고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정책과 인권>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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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cept Note
- Causes an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in blind spots
- Human right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educational field
-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Korean nationality

Due to a culture that values pedigree and a short history of accepting migrants, racism against
migrants and institutional blind spots still exist throughout Korea, despite many people’s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fact, bullying, assault, and even death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occurring in schools, and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are experiencing a
restriction in their basic rights as the institution makes it difficult for these parents without Korean
nationality to acquire the needed nationality.
Just like many other countries, a grow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becoming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due to domestic violence, divorce, and many other reasons.
Therefore, the need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ensure that these families do not suffer in
the institutional blind spots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is session was organized to contemplate policies that can help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raise their children in Korea without having to give up their children’s and their own lives,
ultimately to make Seoul into an inclusive sustainable city without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institutional blind spots.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policies an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with multicultural researchers, single-parent experts, women’s policy researchers, and members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who have been researching today’s topic for a long time and
working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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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가족의 정책과 인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란 부모 중 1인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이며, 여기서 아

동은 18세 미만을 말한다. 다문화한부모 또는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흔히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이민여성이 우리나라

의 남성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가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다문화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은 당연히 여
성문제가 깔려 있고 거기에 한부모가정으로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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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므로 중첩된 어려움을 이중, 삼중으로 안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흔히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여섯 명이 필요하다는 이

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다문화한부모는 타국에서 친정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많은 어려움

을 털어 놓을 곳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삶이 어떠할지 짐작하기는 심정적으로는 쉬우면서
도 현시점에서 실체를 두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데이터의 부족으로 지원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존
재한다. 이들은 국적취득, 법정한부모 선정 및 지원에서의 제도적 어려움을 주요한 인권의 사각지

대라고 한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운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 다문화한부모가족이 생할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과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통계 속의 다문화 한부모
다문화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태를 조사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현재 찾기가 어렵다. 다만

관련 자료를 통해 유추하는 정도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여성가족부,

2020)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도를 조사했을 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92.7%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를 묻는 “다양한 가정의 자녀를 배우자

로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81.2%, 입양

된 자녀는 80.4%,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79.7%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대비 5% 상승한 수치이며,
연령별로 볼 때 70대에서 64%로 가장 낮았지만 20대에서 가장 높은 89.9%로 높게 나타난 것이
다. 이는 향후 수용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통계청, 2020)에 따르면 다문화 결혼은 증가하

는 반면 이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721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혼인 내 비중은 10.3%로 전년 대
비 1.1% 늘었다. 다문화 결혼 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69.3%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외국인 남
편(17.2%), 귀화자(13.5%)가 뒤따랐다. 다문화 혼인 중 외국인 아내 비중은 2.3% 증가한 반면
외국인 남편과 귀화자 비중은 각각 1.2%, 1.1% 감소했다고 한다. 2019년 다문화 가구 이혼은

9,86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며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2011년 12.6%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지난해엔 8.9%라고 한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 비중은 전체 가구에선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에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한 다문화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8.6년으로 10년 전 대비 4.5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7,939명으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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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했다. 즉,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는 전체 비
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를 통해 살펴보면 결혼이

민자·귀화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82.7%, 남성 17.3%이고 결혼이민자·귀화자 85.2%, 기타 귀화

SHRC 2020

0.8%(140명) 감소했다. 전체 감소폭 7.4%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으며, 전체 출생에서

자 14.8%이다. 이들의 연령은 29세이하 19.7%, 30대 35.1%, 40대 23.7%, 50대 15%, 60세 이상

6.5%이고 10년~15년 미만 체류 33%, 15년 이상 27.6%으로 10년 이상 거주 60.6%로 국내체류 장
별거 중인 응답자는 전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6.4%이고, 사별 4.8%, 그리고 미혼 5.2%로 한부모

는 26.4%이다. 가구소득별로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교육수준별로도 중학교 이하 학력자에서

사별, 이혼·별거 비율이 더 높다. 이혼 및 별거 사유는 성격차이(52%) > 경제적 문제(12.6%) > 학
대·폭력(8.6%) > 외도 등 애정문제(8.4%)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자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94.9%인데 여성의 경우가 95.2%로 나
타난다. 자녀양육비 수령여부 76.5%의 응답자가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다. 여성의 경우는 77.1%
이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9.9%

인데, 이 중 어려움의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한 경우가 7.1%가 있다.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 자

신이나 집안 어려움을 의논하는 사람, 자녀교육관련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 할 사

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30~40%가량이 ‘없다’고 한 것
과 연관이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학력층, 저소득층일수록 배우자와
이혼·별거, 사별 상태에 있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가 더 취약하다. 또한 모임, 활동 참여 경험이 있
는 자의 61.4%는 모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타귀화자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국적 취득자

는 46.0%로 여성(48.1%)이 남성(32.9%)보다 국적취득자가 많다. 이혼·별거(79.7%) 또는 사별
(67.1%) 상태에 있는 이들이 배우자가 있는 이들보다 국적취득자가 많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국적취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가운데 79.4%는 결혼이
민 또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자격 소지자는 14.1%이다. 현재 국적이나 영

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게 향후 국적, 영주권 취득의향을 질문한 결과, 국적 취득은 58.5%

영주권 취득은 12.7%, 국적·영주권 모두 취득은 12.7%, 국적·영주권 모두 받을 계획이 없는 비율
은 17.9%, 11%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혼인상태별로 국적취득의향을 물었을 때는 사
별(67.5%), 그리고 이혼·별거(65.7%)인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 표 1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현황

성별
혼인상태

전체(2015)
전체(2018)
여성
남성
미혼
배우자있음(사실혼포함)
배우자 사망
이혼·별거

한국국적 있음
40.9
46.0
48.1
32.9
38.0
67.1
79.7

한국국적 없음
59.1
54.0
51.9
67.1
62.0
32.9
2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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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가족형성과 혼인관계를 보면 73.5%가 유배우, 배우자와 이혼 또는

일반세션 2
SHRC 2020

2. 법 제도 속의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지원
1) 국가의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2008.6), 한부모가족지원법(2007.10)이 있지만 어느 법률에서도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

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

일반세션 2

원법 제8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사별 및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문화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토대로 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➂항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

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

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명시하여 결혼이민여성이 한부모가족의 지원범위에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라는 문구로 인해 다문화 미혼모의 경우는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2020년 10월 20일에 공포

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내용에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제③항)으로써 다문화한부모가운데 미혼인 한부모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었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사업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 >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의 지원에서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거지원, 무료법률구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가구의 소득

144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General Session 2
부모가족에 비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특성화 사업은 없으며,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이 법정 지원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주의 중심인 우리나라
의 복지제도하에서 다문화한부모가족이 스스로 찾아서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상
황인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2010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

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에 다문화한부모가

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범주로 지원이 되었다. 2013년부터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다문화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다문화한부모가족의
법적·사회적 지원에 관한 포럼을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부터 한부모가족의 자조모임을 통해 다문화한부모의 자조모임인 글로벌한부모회를 지원하고 있었

으며 이들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부모회를 넘어서서 ‘글로벌한부모센터센터’로 비영리민
간단체로 성장하였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이들의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은 선배한부모가 후배한부모의 고충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서울시의 다양한 한부모지원정책
으 알려주고 필요시 동행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부모생활코디네

이터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고 실습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한부
모에게 위촉장을 주고 활동가로서 역할을 부여한다. 2020년 현재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중에는 4

명의 다문화한부모가 활동을 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거나 지원하는 한부모는 다문화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과 2020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활동일지를 통해 볼 때

센터에서는 다문화한부모 24명을 대상으로 16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다문
화한부모 1명당 코디네이터가 평균 6.6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 한부모가족에 비하여 다문화한부모가족의 특징은 두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고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둘째,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한부모에 대한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법정 한부모여부의 확인, sh나 lh 주거
지원의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많고, 둘째, 한부모생활코디네이

터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한부모와 함께 기관을 찾아가서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충
이 해결되도록 함께 동행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내용은 정서지원이 44건으로 가장 많

고, 주거관련 정보 38건, 지원제도와 법률정보가 29건, 위기 및 의료지원이 16건, 경제문제 및 취업

이 11건, 자녀교육비 관련 10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례는 거
의 없었다.

3. 다문화한부모의 국적취득, 체류기한 연장, 그리고 인권
통계 속에서 살펴 본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현황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고, 한부

모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으로 볼 때 이들의 서비스 요구와 지원을 살펴 볼 때 국적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다문화한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없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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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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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고려한 법정 한부모가족이 되어야 가능한 경제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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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해야 하는 것일까? 인권운동가가 아닌 지원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들
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삶 속에서 불편한 것을 하나씩 개선하고 개선한 것을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한국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

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양육중인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부모 결혼 이
주민은 더 이상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적취득과
체류에 관한 문제는 국적이 없는 채로 결혼이민여성이 한부모가 되었을 때 누구나 직면할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지원 요청이나 상담내용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자녀가 성인이 되

일반세션 2

기까지 하루 하루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와 고충들로 인해 유예되어 온 것이 아닐까? 또한 개
인적인 서비스로 해결될 일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을까?

한부모가 된다는 것은 삶의 버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생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삶

을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설계를 별도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

면 다문화한부모에게 국적취득을 포함한 체류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다문화한부모 (한부모의
문제 + 다문화의 문제 + 체류의 문제)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여러번의 고비를 넘으면서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권컨퍼런스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적취득서류를 살펴보면서 혼인
중단 사유를 A4용지에 혼인에서부터 중단에 이르기 까지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는 신청서만 만

보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한다. 또한 국적취득시험의 과정도 통과해야할 단계가 불필요하게 많
은 것이 사실이다.

2.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A4용지에 혼인부터 중단에 이르기까지 과정 상세히 기재)
-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언제, 어디에서, 누구 소개로 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결혼한 경위(어디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는지 여부)
- 한국입국 경위(언제 어떻게 입국) - 현재 거주 장소(배우자와의 동거여부)
- 생활수단 및 향후 계획(배우자 및 자신의 직업 등)
-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 여부 등
- 혼인 중단 또는 파탄 사유(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하게 된 이유 설명)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올해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

가 제출되었다. 진정서에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한국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

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인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
다”고 하였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국적취득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

러 요건들의 완화와 함께 전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스스로 국적을 취득
하도록 하는 방안인 미국의 자기구제청구권의 국내 적용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로부터 혼인을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부모자녀관계는 천륜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으니 본국으로 가라’는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며, 이
는 다문화한부모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의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

식하며 몇 가지 개선점을 생각하고 제안한다. 첫째,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

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정의 간소화 및 체류권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한부모가
족지원센터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일지에 다문화한부모의 인권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

여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다문화한부모들께서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크게 소리치고 요구하셔

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한부모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소리 칠 때
옆에서 함께 하고 거든다. 마지막으로 본국을 떠나와 타국에서 외롭게 또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고
자 애쓰는 다문화한부모들께 존경과 응원을 드리며 발제를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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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n statistics
Objective data on the status quo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s currently rare to find. We
can simply infer from related data.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Diversit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the highest percentage of
92.7% was found in asking if they could accept being married to a foreigner upon surveying the social
acceptance of diverse forms of families with single parents, adoptees, remarried couples and multicultural members. Yet, when asked, “Can you accept a child from such diverse forms of families as
your spouse or your child’s spouse?” upon surveying individual acceptance of diverse family forms,
the responses for acceptance were 82.1% for children of single parent families, 80.4% for adopted
children and 79.7%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numbers are up by 5% from the
previous year, and the figure is the lowest with 64% in the 70s by age, but it is the highest with 89.9%
among those in their 20s. It might be interpreted that the acceptance level is further likely to rise in the
future.
Also,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Statistics Korea titled “Multicultural Dynamics of Population
Statistics”(Statistics Korea, 2020),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is on the rise, multi-cultural divorce
is declining. The same survey conducted in 2019 reveals that multi-cultural marriage amounted to
24,721 cases last year, up by 4.0% year-on-year. The portion out of the entire number of marriages
increased 1.1% to 10.3%. Cases of getting married to a foreign wife took up the biggest portion with
69.3% among multi-cultural marriages, followed by those involving a foreign husband (17.2%), and a
naturalized citizen (13.5%). The portion of a foreign wife in multi-cultural marriages went up by 2.3%,
but that involving a foreign husband and a naturalized citizen dropped 1.2% and 1.1%, respectively.
The number of divorc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2019 dropped 3.8% to 9,868 cases,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since 2012. Their portion in the entire divorce cases reached its peak
with 12.6% in 2011, and has continued to drop to stay at 8.9% last year. However, while the divorce
rate in families with minor children is decreasing in the entire households, it is continuously on the
ris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average period of marriage duration in divorced multicultural
families is 8.6 years, which is up by 4.5 years compared to a decade ago. Last year, 17,939 children
were born out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shows a drop of 0.8%(140 children) from the previous
year. The percentage in drop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entire drop of 7.4% in all types of
families, and the percentage of birth out of total went up by 0.4% to 5.9%. In other words, the
percentage of those born out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still getting higher.
According to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conducted every three years,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ried immigrants and natu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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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 single parent is either a father or a mother that
raises a child as a parent. A child in this case shall be under the age of 18. There is no definition on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n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Yet, when we think of a multi-cultural family, we immediately think of a family formed
when an immigrant woman is married to a Korean man. Challenges facing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inevitably accompany issues of women along with difficulti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is no doubt that double and triple whammies prevail in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said that the entire village is needed to raise a child, and in Korea, at least six people are needed
to raise a single child. That is why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in Korea struggle in their daily life
without any relatives around for sharing the burden in raising children. Although it might seem easy
to fathom what their life would be like, there is no data to objectively understand the status quo,
which makes it challenging to support them. They consider that institutional setbacks in acquiring
their nationality, and statutory selection and support for a single parent are the major blind spots in
human rights. In my perspective as an operator of a center supporting single parent families, I will
share with you some of the available institutional schemes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n
their day-to-day life along with their struggles, and I would like to wish that there could come about
some solutions to improve their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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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are as follows: women take up 82.7% while men amount to 17.3%;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that are married take up 85.2%, and other types of naturalized citizens form
14.8%. Their ages are 19.7% for those under 29, 35.1% for the 30s, 23.7% for the 40s, 15% for the
50s, 6.5% for 60 and older, and 33% of them have stayed less than 10~15 years while 27.6% have
stayed over 15 years, and 60.6% have stayed over 10 years, implying a phenomenon of a longer-term
stay in Korea. In terms of family makeup and marital status, 73.5% of them are the married, while the
respondents that are divorced or separated take up 16.4% of the entire married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Those whose spouse passed away take up 4.8%, while 5.2% are unwed and 26.4%
are single parents. Meanwhile,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the portions of spousal death and
divorce/separation are higher among middle school graduates and under as well as low incomers with
less than one million won of household income. Reasons for divorce and separation are in the order of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52%) > financial problems (12.6%) > abuse/violence (8.6%) > love
affairs issues (8.4%) including adultery, etc. Furthermore, 94.9% of cases are where married
immigrants or naturalized citizens take care of children after a divorce/separation, and 95.2% of them
are women. Also, 76.5% of the divorced/separated respondents said they do not receive child support
expenses, and 77.1% of them are women.
When asked on challenges in living in Korea, 29.9% said there has been no problem for the past year,
and for those that found it challenging to live in Korea, 7.1% of them mentioned “loneliness” as the
cause of the challenges. Likewise, 30~40% said “No” to questions asking if they have those around
them to discuss issues about themselves or their family – except for their family – and those to discuss
issues on child education as well as those to spend leisurely time with or do hobbies with, and those to
ask for help when getting sick. This affects their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less educated and the
less income they earn, the more vulnerable they are in the social relationships for the
divorced/separated/widowed. Moreover, 61.4% of those having experienced engaging in gatherings or
activities with others said they face difficulties in doing so.
On questions on acquiring nationality and permanent residency, there were more female nationality
acquirers (48.1%) than the male among married immigrants excluding other types of naturalized
citizens. The divorced/separated (79.7%) or the widowed (67.1%) tend to have acquired nationality
more than those with a spouse, and the longer they stayed in Korea,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acquire nationality. Also, 79.4% of married immigrants that have not acquired the Korean nationality
are staying in the status of marriage-based immigration or a spouse of a national, and 14.1% hold
permanent residency. When asked to those that have not acquired nationality or permanent residency
if they intend to acquire one in the future, 58.5% said yest to nationality along with 12.7% for
permanent residency, 12.7% for both nationality and permanent residency, 17.9% for those not
planning to acquire any of these. 11% said they do not know. Yet, when asked if they have any
intention to acquire nationality by marital status, the widowed (67.5%) and the divorced/separated
(65.7%) showed more intention to do so.
< Table 1 > Current Status of Acquiring Nationality among Married Immigrants
Having the Korean
nationality
40.9
46.0

Not having the
Korean nationality
59.1
54.0

100.0
100.0

Female

48.1

51.9

100.0

Male

32.9

67.1

100.0

-

-

-

38.0

62.0

100.0

67.1

32.9

100.0

79.7

20.3

100.0

All respondents (2015)
All respondents (2018)
Gender

Unwed
Marital
status

Having a spouse
(including commonlaw marriage)
Widowed
Divorced/Sep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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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 Programs for Single-Parent Families
Title

Program Outline

Support
including
childcare
expense
for single
parent
families

Childcare expense: 200,000 won for children aged under
18
Additional childcare expense: 50,000 won for children
under 5 raised by a grandparent and a single parent aged
25 or older
Expense for stationeries: 54,100 won per year for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Living stipend: 50,000 won for households admitted to
welfare facilities

Single
adolescent
parent
support

Eligible Targets
Single
parent
and
grandparent-headed
families with 52% of less
than the household median
income out of the amount
of income recognized

Single parent aged 24 or
Childcare expense: 350,000 won / fees for studying the
less with 60% of less than
qualification exam for graduation of schools /
the household median
Educational expense for high school students /
income out of the amount
allowances for helping financial independence, etc.
of income recognized

Institutions supporting single parents in each district:
providing initial support for single parents’ pregnancy,
Single
childbirth and childcare, education and culture
families
programs, self-help groups, paternity test support and
counseling & information needed, etc.

parent-he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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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Applicable laws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Jul. 2007),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Sep.
2008),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Jun. 2008),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Oct. 2007). However, no law stipulates on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with no specification on support.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takes place based
on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nd the Basic Plans and Enforcement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Article 8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cludes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of family violence, but there is no specific mentioning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that are widowed or divorced. Yet, policies to be applied to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are directly applied to the Programs for Single Family Support pursuant to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2.3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tates: “If a foreig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has married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cares for a child with Korean
nationality and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rticle 5, he or she shall be eligible for
protection pursuant to this Act.” Thus, a married immigrant woman can be encompassed in the scope
for supporting single parent families. However, due to the phrase of “has married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 despite raising children of Korean nationality –
could not be the target for support. Yet, according to the revised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promulgated on October 20, 2020, even foreigners raising children of Korean nationality –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 can be the target for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rticle 5.2.3) to ease the
blind spots in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so that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could be
the recipients of support in the Programs for Single-Parent Families. Programs pursuant to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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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welfare
facilit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Reinforcing facility functions, new construction,
remodeling, and procurement of supplies / Extending
counseling and medical service for residents / Extending
childcare service for admitted children / Providing co- Single parent families with
living residences (procured rental home) / Providing low income
single parent welfare organizations / Arranging facilities
/ Providing social service agents as personnel for
patrolling

Free legal
service

Single parent families
Free legal support including legal counseling, litigation pursuant to Article 5 and
representation, and other legal affairs
Article 5.2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20), p.11 of『2020 Handbook on Programs
for Single-Parent Families』)
According to <Table 2 >, the Programs for Single-Parent Families vary greatly from childcare support
to residential support for those wishing to live in facilities and free legal service. Yet, most of the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in the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household income for statutory
single parent families. There is no specialized program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which
are inevitably more vulnerable than general single parent families, and even when the income level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statutory support, it is utterly
challenging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to go out and apply for support themselves under
the current welfare scheme in Korea where benefits are allowed for when applicants make application
themselves.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upport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tends single parent families in Seoul by establishing the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pursuant to the “Ordinance on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egislated in 2010. There have been three
categories to implement programs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Through the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 program launched in 2013, families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have been
supported, and in 2014, a forum was held on legal and soci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n conjunction with Korea Single Mother Support Society. Also, since 2015, the city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Global Hanbumo (Single Parent) Society as a self-help group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through such groups of single parent families, and thanks to their enthusiasm,
the society has grown into a non-profit private group named “Global Single Parent Center.”
Let us first delve into support provided through the program of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s. In
the program, a senior single parent would listen to grievances of a junior one, advise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various single parent supporting policies, and help solve problems by
accompanying them if needed. A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 is duly qualified as an activist by
completing a training course prov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and receiving a certificate. As of 2020, there are four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among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s. Single parents that are to receive or support a service are not classified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re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records registered by the end of
October 2020 as well as 2019, the center is identified to have provided 160 cases of service to 24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In other words, one multi-cultural single parent has provided the service
on average of 6.6 times.
Compared to general single parent families,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are
twofold: first, their income level is low, and even when they are eligible recipients, they did not know
it; and second, they could not receive proper guidance on due support because of communication
problems even upon making inquiries to related institutions to get the support needed. As a result,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activities of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first, there are many services to raise access to supporting institutions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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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fully enough, a letter of allegatio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August to claim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stay for married immigrants. The letter went,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the ‘right of human
beings’ which are not exclusive right for nationals, and can also be exercised by single parent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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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tionality acquisition, extension of the length of stay and human rights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Based on the status of acquiring nationality of married immigrants found in statistics, the acquisition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ith a spouse. There has also been no relevance with nationality
acquisition, given their demand for service and relevant support, considering the activities of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s. There has been no status survey directly on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What can be done here, and from what point? As a manager of the center providing support programs
and not a human rights activist, I believe that it is urgent to make institutions so that the life of the
vulnerable could be examined, and their unmet needs could be improved while outreach actions for
them could be scaled up.
According to the current Immigration Act, single parent married immigrants can extend the length of
stay only during the period of raising minor children with the Korean nationality. Once the children
being raised become adults, the single parent married immigrants shall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without having their stay qualified, and the issues of nationality acquisition and stay are critical
matters affecting anyone that has become a single parent without a nationality as a married immigrant
woman. However, why is that they do not seem to be shown in the records of service application and
counseling? Have they suspended themselves to apply for the programs and ask for counseling due to
the daily burden and hardships until the point their children become adults? Also, have they thought
that these matters are not subject to institutional treatment instead of individual services?
Being a single parent means that one has a completely new life unfolding down the road. In order to
let them sustain their life journey with a proper vision, they need to set a new map for designing their
life. In this perspective, the matters of nationality acquisition and stay determine the survival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They carry on their challenging life with many of their lowest points in life as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triple whammies of being single par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length of stay). It is hoped that the Human Rights Conference this time could examine the
documents required to acquire nationality once again. One might feel the severity of issue only by
looking at the application form where one is to specify the details on the reasons for break-off of
marriage from the point of marriage up to the break-off point on an A4 piece of paper. Even the
process of taking the exam for acquiring nationality requires unnecessarily many steps.
2. Statement of Reasons for Marriage Break-off (specify on the procedure from marriage to breakoff on an A4 piece of paper)
- How you met your Korean spouse (specify based on the 5W1H Principle, that is, when, where
and through whom, etc.)
- How you got married (where and how, if the wedding was held in Korea, etc.)
- How you entered Korea (when and how) – current domicile (whether or not your live with your
spouse)
- Livelihood and future plans (your spouse and your occupations, etc.)
- Any exchanges with the family of your Korean spouse, etc.
- Reasons for ending or breaking off the marriage (for illegal immigrants, state the reasons for
illegal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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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statutory single parents and eligibility for residential support; and second, the coordinators
accompany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to visit institutions, submit application forms, and engage in
activities to help address their grievances. Among the services provided, emotional support took up
the biggest portion with 44 cases followed by information on residential support (38 cases),
information on applicable institutions and legal matters (29), emergency and medical support (16),
financial trouble and finding jobs (11), child education expenses (10) and others. There has been
almost no case on nationalit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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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that are foreigners. ‘A nation is obliged to protect the right to family unification which is
the right for parents and children to live together as family members without being separa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It is sincerely hoped that the results could turn out to be
favorable for them. It is also wished that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ity could be streamlined
along with many conditions being eased. The current scheme must also change, which is skewed to
the dependency on one’s ex-husband, while the self-remedy claiming right of the U.S. for acquiring
nationality by oneself could be applied to Korea.
Marriage has for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biggest life events, and it is deeply rooted in the
Korean sentiment tha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s a heavenly bond. Yet, saying “You should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because your children are grown-ups” reverses the priorities in values and
virtues, which I think is the human rights issue for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and that of their
children with the Korean nationality. Thus, I hereby provide some food for thought and suggestions.
First, a survey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 families is essential. Second, the nationality
acquiring process for married immigrants needs to be streamlined, and the length of stay requires a
sophisticated review. Third,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must seek for
support measures by adding human rights-related items for single parent support coordinators’ reports.
Fourth,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must voice out their challenges and demand for solutions. Fifth,
we need to listen to and reach out to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when they shout, “We are raising
our children right now right here.”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respect and
encouragement to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struggling hard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is foreign
land being away from their h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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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사회적인 화두로 대두된 것은 9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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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남·여 간의 결혼이 음양의 조화이며 결혼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결혼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아름다운 꿈을
안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 젊고 활기차며 근면하고 부지런한 보습으로 적극적으로 이국 생
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

든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고 한부모 가정의 일원이 되고 말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혼인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은 이혼, 가출, 사별 등에 의해 해체된 가정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해체 누적 167,947건에 달했다1).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중 이혼·별거(16.4%) 및 배우자 사망(4.8%) 가정의 비율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21.2%에 달했으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혼 외의 사별, 별거, 미혼모 등

으로 인한 한부모이주여성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통계청, 2019). 국제결혼가정
이혼ㆍ별거 사유 및 의사 결정 영향 요인으로 위의 [그림Ⅱ-18]과 같이 성격 차아(52%),

경제적 문제(12/6%), 학대ㆍ폭력(8.6%), 외도 등 애정문제(8.4%), 음주ㆍ도박 문제(7.0%)
가족갈등 문제(5.3) 등의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해체 후 이주여성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94.9%로 2015년의 65.3%보다 크
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9).

한부모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 유입국 사회에 적응함과 동시에 자녀 돌봄과 생계부담자로서
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삼중고에 놓이는 특성이 있다(이정은, 2013). 많은 연구에
서 한부모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서 경제적 문제

및 자녀양육 문제, 언어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 정체성의 문제, 사회적 지지 및 네트

워크 미약의 문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심
인선, 2013; 박영신, 2014; 최승인, 2014).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많는 문제 상황 및 무력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해체의 아픔

을 딛고 다시 일어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

법을 터득하면서 아이를 위해 견디며 긍정을 품어 두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든 한국생활 속에
한부모로서 홀로서기 위해 고향 가족과 친구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공식적·비
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생존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아냈다(이현주, 2013; 박미정,
2015; 오혜정, 2016; 금민아, 2017; 오정혜, 2017).

본 연구는 한부모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 불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
1) 2009년-2020년까지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를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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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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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혼·사별한 한부모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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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의 연구참여자는 베트남 출신 34살의 사별 한부모이주여성이다. 임신 8개월 때 배
우자의 사고로 사별하게 되어 한부모가 되었다. 전 배우자가 다녔던 회사에서 준 배상금

5,000만 원이 전부였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동 안 된 채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에,

국적 취득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사로로 사망한 38세 중국 이
주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사고로 사망 후, 변호사를 통해 1억 5천 만원이 배상금을 받았

다. 이와 동시에 미성년 자녀 둘은 성년이 될 때까지 한달에 200만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험을 겪었지만,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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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혼한 한부모이주여성이다. 2011년에 결혼 이주를 통해 입
국했고, 2016년쯤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 이혼하게 되어 한부모가 되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이며, 자기계발을 틈틈이 하여 8가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봉사 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구

하기 힘들었다. 전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현지 경찰청에 사기

범으로 등록돼 있어 본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무범죄사실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해 귀화 신

청이 불가한 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경찰청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경찰서 및
외사과 통·번역 경험이 있어서 관련 공적 기관에서 안정적인 직업 진로를 희망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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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득이 불가하여 그 길이 막혀 있다는 상황이다.

사례 3은 한부모이주여성은 2009년에 결혼을 해 2011년에 고향 방문하는 동안 전 배우자
가 몰래 신고를 해 이혼을 당했다. 국적 취득 조건에 특히 경제적 조건을 총족하지 못해

국적을 취득하기 못하고 있다. 겨울에 고향 방문하여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기 취소되었다.

이 과정에 딸이 여권 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딸은 한국 국

적을 가진 한국인이어서 귀국할 수 있지만, 사례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딸과 함께 입
국하는 것이 거부했다. 마지막에 딸의 긴급 여권을 만들어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하
게 되었다. 그 결과, 2학년이 된 딸은 상반기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해 모·녀가 헤어질 위기도 맞이할 뿐했다.

가정 폭력으로 가출을 한 사례자 4의 경우 보호 시설 담당자분들의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태도 및 언어의 사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자신들의 출신 나라 국적을 이
름 대신 부르는 것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대한 무례로, 한부모 이주여서의
한국 사회 통합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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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 한 사례이다. 국적 취득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있지만, 가정의 생계를
위한 바쁜 경제 활동에 프로그램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한국
에서 살아가면서 생활 정보 및 자녀 양육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지만, 외국인 등록 상의 이름은 7자라서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매우
난감한 경험을 경험했다.

제시한 사례 외에도 실생활에서 무인 민원 증명서 발급, 온라인 증명서 발급하려 할 경우

국적 없이는 불가한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국적을 취득 못해 자식이 세대주가 되고 엄마
가 밑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부모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적을 취득하

지 못하면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신분으로 거주하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다시 자신의
출신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이처럼, 한부모 이주여성의 인권, 진로 취업, 사회 통합, 자녀 양육, 미디어 정보 활용 등

이 모두 국적 취득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제는 현행하는 한부모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조건은 일반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같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6단계까지 통과해야 하

며, 경제적 능력이 일반 한국 가정보다도 더 있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이주여성
들은 그 조건들을 총족하기에 매우 여렁운 실정이다. 국적 취득 불가로 인한 한부모이주여

성들은 생활적응 및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

문화 한부모가정의 사회통합, 한부모 이주여성 자신 및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보호
자로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은 보호하기 위하여,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체류
자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며 특별 귀화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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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2013). 이주여성 모자가족의 자녀 돌봄에 있어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 A지역
아동센터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이현주. (2013).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최승인. (2014). 다문화 한부모 가정 발생 전후의 삶의 과정 연구.
통계청. (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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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an

Asian country larg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Thus,

Koreans

believe that the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 is a balance of yin and yang,

and that it is a duty to be fulfilled for their parents. Most migrant women come to

Korea with the anticipation and dream of a beautiful marriage and future. They
are young and vibrant, and make an active effort to adjust to their life in a new
country.

breakdown

However,
and

According

to

they

become

statistics,

a

voluntarily
single

among

or

parent

non-voluntarily
due

multicultural

to

several

families

experience

unintended

formed

by

a

family

reasons.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167,947 families fell apart from 2008 to 2019 due to divorce,

running away from home, or the death of a spouse1). As of 2018, the shar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experienced a divorce or separation (16.4 percent) or the
death of

a

spouse (4.8

percent)

accounted

for

21.2 percent,

which

is

quite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share of migrant mothers who have become single
due to divorce, death of a husband, separation or non-marital childbearing is

increasing year after year (Statistics Korea, 2019). As shown in [Image II-18], the
reasons for divorce or separation and factors of decision-making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clude incompatible personalities (52 percent), economic trouble

(12.6 percent), abuse or violence (8.6 percent), extramarital affair or other

fidelity

issues (8.4 percent), drinking or gambling (7.0 percent), and family conflict (5.3

percent), in that order. It must be noted that as of 2018, in 94.9 percent of
multicultural

family

breakdowns,

the

immigrant

wife

was

raising

the

children,

which is a huge leap from 65.3 percent in 20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As immigrants, single migrant mothers face a multitude of real-life challenges

including adjustment to life in a new society, childcare and financial duty (Lee,

2013). Research shows that single migrant mothers live in conditions that are
1) Information from Statistics Korea’s press releases on multicultural population trends,
20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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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se than ordinary multicultural or
enduring

predicaments

such

as

single-parent families,

economic

and

parenting

and that they are

issues,

language

and

psychological or emotional issues, identity issues, problems arising from inadequate

social support or networking, and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him,
2013; Park, 2014; Choi, 2014).

Despite their plight and helplessness, single migrant mothers rise from the pain

of family breakdowns and gain a new perception of motherhood. They acquire

knowledge and the means to raise their children. They endure for their children

일반세션 2

and embrace positivity. They promote the co-existence of two cultures,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growth and education, and seek to become a good

mother. They keep a certain distance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back home to

stand alone as a single parent amid the difficulties of living in Korea, and utilize

the formal and informal support systems to find hope for survival (Lee, 2013;
Park, 2015; Oh, 2016, Geum, 2017; Oh, 2017).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cases of single migrant mothers who have not

obtained citizenship in Korea and the hardships they are going through.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uncover the blind spots in the current system related to the

residency status of migrant mothers in Korea who have become single due to

divorce or bereavement,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to ensure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s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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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mother from Vietnam. She became a single parent in her eighth month
of

pregnancy

when her

husband died

in

an accident.

All

she received as

compensation was the 50million KRW that her husband’s former employer paid
out. At the time, she had lived in Korea for less than a year and had not yet

SHRC 2020

The research participant in the first case was a thirty-four-year-old single

received citizenship, so a lot of the conditions were not met. In contrast, the
thirty-eight-year-old migrant woman from China who also lost her husband in
two underaged children will also each receive about two-million KRW in living
expenses every month until they become adults. The two women were in similar
circumstances, yet the treatment they received was very different.

The second case is about a migrant woman from Uzbekistan who got divorced

and became a single mother. She came to Korea in 2011 to get married and
got

divorced

around

2016

after

reporting

domestic

violence.

She

went

to

graduate school and is highly educated. She used her spare time to develop
different skills and have acquired eight different skills certificates. She is also a

very active social volunteer. However she failed to receive citizenship in Korea

and was unable to find a stable job. Her former husband committed fraud
against

Uzbekistan

nationals

and

is

listed

as

a

criminal

with

the

local

authorities. This situation has made it impossible for the woman to receive a

certificate

of

no

criminal

record

from

Uzbekistan,

which

in

turn

makes

it

impossible for her to apply for naturalization. She has experience working at

police stations back home, and in Korea she has also worked as a translator

and interpreter at local police offices and foreign affairs divisions. She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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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cident received 150million KRW in compensation with a lawyer’s help. Her

일반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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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to continue her career at related public agencies but cannot do so due to

her residency status.

일반세션 2

The single migrant mother in Case 3 got married in 2009, but in 2011 her

former husband filed a divorce without her knowing while she was visiting her

home country. She has not been able to obtain citizenship because she couldn’t

fulfill some of the qualifications, particularly the economic qualifications. She
was visiting her home country when her flight back to Korea was canceled due
to COVID-19. Her daughter went to the consulate and asked for help right

before the expiration date. She was told that while she could go back to Korea

because she was a Korean national, her mother couldn’t go with her because
she was not a Korean national. In the end, they made an emergency passport
for

the daughter

and stayed in Russia

for

six months.

Not only did the

daughter fail to complete the first half of her second-grade schooling, but she
and her mother were also at risk of separation.

The woman in Case 4 had fled from her home due to domestic violence. She

entered a shelter but was greatly hurt by the shelter managers’ discriminatory
and condescending attitude or language use. Calling the tenants not by their

names but by their home country is a demonstration of disrespect for the
person at hand and their home countries, which could negatively impact the

social integration of single migrant moth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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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man in Case 5 is a Japanese single migrant mother who lost her

did not pass the written exam. There ar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vailable
to those seeking Korean citizenship, but she cannot participate because she is

too busy trying to make a living for her family. As the breadwinner of a

single-parent family in Korea, the easiest way for her to obtain day-to-day
living information and childcare resources is to go on the internet. However,

because she has too many letters in her registered foreign name, she cannot
join the websites.

Other

than

the

cases

presented

here,

foreigners

without

Korean

citizenship

often run into situations where it is impossible to issue public certificates from
unmanned kiosks

or

the internet.

At

times,

the children of

single migrant

mothers are registered as the official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mother is

listed as a household member. If these women fail to obtain citizenship before

their children become grown-ups, they can only stay in Korea as a guardian
for their children while they are growing up. Afterward, they have to go back
to their home country.

As such, single migrant mothers’ human rights, career life, social integration,

childcare and access to media information all closely depend on gaining Korean

citizenship.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current citizenship qualifications are
identical for both general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immigrants and single
migrant women. They have to pass all six steps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have

more

outstanding

Korean family. As the breadwinner of

economic

capabilities

single-parent

than

households,

a

it

regular

is

very

difficult for single migrant mothers to meet these standards. Single migrant

mothers

everyday

without
life

citizenship

adjustment

are

and

bound

parenting.

to

be

This

significantly

calls

for

an

disadvantaged
easing

of

in

the

residency requirements for single migrant mothers and a special naturalization
policy to ensure the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proper growth of single migrant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se women as guardians and parents of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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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band due to death. She failed to receive citizenship in Korea becaus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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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경기한부모회 대표
2012년 ~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2016년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2017년 ~2019년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
2018년 ~2019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문위원
2019년 ~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위원
2002 ~ 2006 Director/Co-President of the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of Gunpo Women Link
2009 ~ President of Gyeonggi Single Parent Society
2012 ~ President of Korea Single Parent Society
2016 ~ Executive Board Member of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2017 ~ 2019 Policy Advisor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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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Advisor to the Active Administration Support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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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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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위원 (201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2012-2013, 2014-2016, 2019-)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0-2014)
국제이해교육학회 편집위원 (2011-)
다문화교육학회 이사 (2011-2017)
한국동남아학회 편집위원 (2011-2014)
-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1-)
- Member of Committe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rime Minister (2018-2020)
-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2019-)
-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on Rural Women Poli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1-)
- Member of Local Government Joint Evaluation Committee, Ministry, Ministry of the Interior
(2012-2013, 2014-2016, 2019-)
- Member of In-house Evaluation Committee,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2010-2014)
- Editorial Committee Member,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011-)
- Board Memb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2011-2017)
- Editorial Committee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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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현재 삼육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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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present Samyook Healt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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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현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코디네이터
2020 ~ 올해 프로그램 종료 관계놀이 상담사 은평구다문화센터
2020 ~ 종료 구로구청복지정책과 기간제 통번역
2013 - present Member, Operations Committee, Global Single-Parent Center
2015 - present Coordinator,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2020 – program ended this year. Relationship-based Play Counselor, Eunpyeong-gu Kore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20 - ended. Fixed-term Interpreter/Translator, Welfare Policy Department, Guro-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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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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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d from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Februar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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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과 인권
기획위원 : 임상혁(녹색병원장 & 서울시 노동분야 명예시장)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산업재해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불철저한 예방조치 때문이라 인식해 왔고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 (가칭)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둘째 위험외주화 금지 셋찌 원청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사망해도 벌금 50만원~400만원에 그치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IMF구제금융 이후 확산된 무분별한 외주화로 정규직에 비해 8배나 많이 사망하는 비정규직의 발생, 하
청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정작 최종 수혜를 누리지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원청 기업에 대한 문제인식
때문이고 ‘구의역 김군’이나 ‘발전소 김용균’은 이런 모든 문제가 얽혀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최근 (가칭)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어섰고 여당과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 적극 발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수준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입법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
러나 위험외주화 금지, 원청기업의 책임성 강화라는 나머지 두 영역은 아직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콘퍼런스를 통해 향후 노동자 안전에 있어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설 수 있기 위한 주
요한 두 의제를 널리 알리고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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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Safety and Human Rights
Coordinator : IM SangHyuk(President, Green General Hospital &
Honorary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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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cept Note
The shame brought on Korea for having the highest death rate from industrial accidents from the
time it joined the OECD until today is not something new. The civil society has been recognizing the
cause of this problem as a result of lukewarm preventive measures and has been suggesting 1)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for Companies with Serious Disasters (tentative name),
2) a prohibition on outsourcing risks, and 3) a greater responsibility from primary contractors.
These suggestions are rooted in an awareness of a problem in several facts: employers only get a
slap on the wrist with an insignificant fine of 500 thousand to 4 million Korean won even when a
worker dies, 8 times more irregular workers die than regular workers due to the spread of reckless
outsourcing after the IMF bailout, and primary contractors enjoy the final benefits from the labor of
subcontractors but are free from any responsibility. With all these intertwined, tragedies, such as
‘Mr. Kim of Guui Station’ and ‘Yong-gyun Kim of the power plant,’ occurred in our society.

Recently, the petition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for Companies with Serious
Disasters (tentative name) earned support from more than 100 thousand citizens, and different
groups – including the ruling party, the Justice Part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are actively working to propose a bill, so the enactment of
this Act seems certain although differences may exist in their level of detail. However, the two other
suggestions – prohibition on outsourcing risks and greater responsibility from primary contractors
– have yet to be discussed. We would thus like to use this conference as an opportunity to publicize
and raise public interest in these two major topics so that Korea can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worker saf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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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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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ongShik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토론자 | Panelist

김종진

KIM JongJi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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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degree in Human Factors, Human Factor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경력ㅣCareer
’19.06. ~ 현재 녹색병원 원장
’18.04. ~ 현재 서울시 명예시장
’19.03. ~ ‘19.08. 서울의료원 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18.11. ~ 현재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위원장
’17.01. ~ 현재 서울시 녹색위 환경보건분과 위원장
’16.05. ~ ‘17.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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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present Operations Committee Chair, Seoul Emotional Labor Center
2017.01. - present Head of Sub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Citizens’ Committee for Gree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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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 2017.12 Director of Planning,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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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 present Board Member,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4.03 - 2017.05 Chair of the Board and a Non-executive Board Member, Seoul Metro
2011.06. - 2017.05 Co-President and Chair, Operations Committee, No Cancer
2007.01 - 2017.08. Director, Wonjin Institute for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2012.04 - 2013.03. Visiting Researcher, Shina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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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일반세션 3> 노동자 안전과 인권

위험 외주화 현황과 대책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1. 팽창하는 기업, 작아진 기업규모

일반세션 3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는 수차례의 경제적 부침을 겪은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급격
하게 편입되어 왔다. 그 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크게 증가했고 기업의 규모는 오히려 작
아졌다.

<표 1>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단위 : 개소, 천 명, %)
종사자

1~4

5~9

연도

사업체수

1996

2,807,802

14,007

30.4

10.0

2006

3,226,565

15,436

31.1

12.2

2001
2011
2016

3,046,554
3,470,023
3,950,169

수

14,110
18,093
21,259

인

32.9
28.8
26.8

인

10~1
9인

9인

9.2

12.6

10.9

13.7

11.9

10.6

11.4

10.9

13.6

20~4

11.0

50~9
9인

13.3
13.6
13.5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20 KLI 노동통계」, 2020.

100~

300~

500~

1천

인

인

인

이상

299

499

999

인

8.3

10.3

3.9

5.0

10.4

9.7

10.1

3.0

3.7

5.7

8.9
9.9
9.9

10.1
10.9
10.8

3.5
3.5
3.6

3.9
4.2
4.1

4.9
6.7
6.6

이 결과 노동자들은 좀 더 작은 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즉, 이 과정은 하청화가 진행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말의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그 이후 항시적인
하청화로 연결되었다. 특히 약 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증가세에 놓여

있다. 이로써 임금노동자 중 직접고용 된 정규직이자 전일제 노동자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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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구조(단위 : 명)

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2015.

반면 보여주듯이 전형적인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일일, 파견, 용역 등)의 변화는 지난 15
년 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2004년 37% → 2019년 36.4%)
2. 불안정 노동계층의 증가는 곧 위험의 증가
과거부터 존재하던 도급이라는 것은 본 기업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영역을 외부로부터 도움

을 얻는 형태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한 연구1)에 따르면 직영을 하다

가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이유의 40.8%가 유해·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낮은 임금
수준 28.2%,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 15.5%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비용절감’, ‘쉬운 고용조정’이 외주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많은 연구와는 좀 다르

다. 물론 ‘유해·위험’요인을 외부화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형사처벌 등을 면피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국내에서 매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쓰인 논

문에 따르면(Eunsuk Choi, 2017)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현

저히 낮다는 보고가 있다. 2011년 한국 근로환경조사 참가자 27,598 명의 임금 근로자 표본
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 위험발생비(Odds Ratios)
가 1.36배 높고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 위험이 1.32배 높으며 정신건강에서도 1.23배 높
고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에서도 1.23배 높으며 업무관련 상해에서도 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백종배·정춘화·배덕권 (2007),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보호강화방안」,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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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 사망한 노동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40%내외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의 비율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
청노동자의 많은 사망은 하청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표 3> 전체 산재사망근로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자 비율(단위 : %)
연도

2014

사망자비율

39.9

2015
42.3

일반세션 3

* 출처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2017.

2016
42.5

특히 사망재해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사고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고

질병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고사망의 경우 숨기지 않거나 못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에 근거하는 통계라 볼 수 있지만 질병의 경우 숨기거나 인지하지 못하
는 경우, 승인율의 차이 등으로 인한 외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장 규모는
재해 발생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노동자 산재 사망 만인율(2019년)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도 산업재해분석’, 2020.
3. 민간보다 더 나가는 공공
한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민간부문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모범 사업주’로서
의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의
역 김군’이나 ‘발전소 김용균’의 사망은 이러한 결과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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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문별 평균 고용규모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제 및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합친 의미임.

* 출처 : 김기민, ‘고용의 질-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를 중심으로’, 「KLI 패널 브리프」, 한
국노동연구원, 2015.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약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환율이 미미한 상태이며 정부 출범 3년이 지나고 있
지만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거나 지지부진한 곳이 대다수이다. 또한 논의를 마무리지은

곳의 경우 대부분 직고용의 방식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
한 정규직화라고 보기 어렵다. 자회사라는 것 또한 ‘하청’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라 할지라도 원청 모기업에서 도급 물량을 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원청 모기업의 동의 없이 적정 투자나 인력증가, 후생복지 등에 대한 고려를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점에서는 하청과 다를 바 없다.
4. ‘외주화는 위험의 생산’ 과정
많은 기업은 의도적으로 안전·보건의 위험성을 내부에 두지 않기 위해 외부화하고 있다. 따라
서 외부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내부에 두게 되면 어떻게든 관리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의역 김군’의 사례에서처럼 내부에 있으면 안전하고 외부에 두었더니

위험이 만들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즉,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경우 2010년부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자 그 유지보수 작업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가 업무로 수행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1~4호선의 경우 신규업무인 이 작업을 외주화 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2012년, 2015년,

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5~8호선에
서는 사고가 없었다. 이는 원청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
랐기 때문인데 조건의 차이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대로라면 외주화는 위험
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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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의 사업부문을 잘게 쪼개 대기업으로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기

업의 경영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는 많은 숙제를 남긴다. 재벌의 순환출
자 방식과 같은 구조를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얽히고 설킨 지분구조를 파악해 사실
상 하나의 기업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핵심적으로 다루
고 있는 규제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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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다

루고 있다. 최근 개정판에는 미약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노동자, 프렌차이즈 노동자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포함시켰다. 앞으로의 과제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
는 위험작업의 노동자 군에 대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종속성 문제로 노동자가 아니
라고 분류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되어야 할 규제 영역에서는 도급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 도급금지나 도급승인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에 한정되어 있어 너무 협소하며 수많은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김
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표 5>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에 관한 개선 방향

현행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
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

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방향

* 위험하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중
심으로 함.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 작업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대형 컨베이어벨트 작업
▶감전 위험 작업

▶기존 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노동자 사망재해가 일어났던 작업

이에 더하여 2인1조 작업에서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추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노동자, 프렌차이즈 노동자 등의 경우 대리점과 같은

곳의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을 전면 개정해 원청 또는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대리점의 점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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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Measures for Outsourcing Involving Risks
HAN InIm (Center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1. Corporation expansion, yet a smaller corporate scale
incorporated into the scheme of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As a result, capital integration and
concentration have soared, yet downsizing the corporate scale.

Year

No. of
businesses

No. of

1~4

5~9

employees people people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people

people

people

people

people

people

1,000
people
or more

1996

2,807,802

14,007

30.4

10.0

9.2

12.6

8.3

10.3

3.9

5.0

10.4

2001

3,046,554

14,110

32.9

11.9

10.6

13.3

8.9

10.1

3.5

3.9

4.9

2006

3,226,565

15,436

31.1

12.2

10.9

13.7

9.7

10.1

3.0

3.7

5.7

2011

3,470,023

18,093

28.8

11.4

10.9

13.6

9.9

10.9

3.5

4.2

6.7

2016

3,950,169

21,259

26.8

13.6

11.0

13.5

9.9

10.8

3.6

4.1

6.6

* Source : Korea Labor Institute, 「2020 KLI Labor Statistics」, 2020.
Thus, workers have been employed in smaller-scale companies, implying that the subcontracting
process has been up and running. The IMF's bailout package to rescue Korea from its insolvency at
the end of 1997 result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has led to subcontracting being available at
all times. In particular,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mounting to about 500,000 are endlessly
on the rise. As such, full-time regular workers that are directly employed take up merely 50 percent of
wa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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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Wage workers
독립도급 Independently outsourced workers
종속적 노동자 Dependent workers
특수 고용 Special employment
재택 노동 Tele-work
간접 고용 Indirect employment
직접 고용 Direct employment
파견 노동 Dispatch work

일반세션 3

용역 노동 Subcontracted work
호출 노동 On-call work
시간제 Part-time work
전일제 Full-time work
상용파트 Permanent part
임시파트 Temporary part
정규직 Regular workers
일반 임시직 General temporary workers
기간제 Temporary work
* Source :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Statistics on Non-regular Workers in Korea –
Assessment of the Supplementary Study by Form of Work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015.
By contrast, changes in typical non-standard workers (temporary, part-time, daily, dispatch and
outsourced, etc.) have not been utterly significant for the past 15 tears.
2. Increases in the number of unstable workers implying higher risks
The concept of subcontracting that has been available for long used to be in the form of acquiring
help from outside parties in the areas of specialty which a contracting company fail to possess. Yet, it
has significantly changed in its nature. According to one study 1, 40.8 percent of the reasons for
converting from direct employment to in-house subcontracting is due to hazards and risks. It is much
higher than other reasons: a lower wage (28.2 percent) and reduction of labor-management disputes
(15.5 percent). Such findings are starkly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studies where the direct cause of
outsourcing is found in “cost reduction” and “easier adjustment of employment.” True, cost could be

1

Baek Jongbae, Jeong Chunhwa and Bae Deokgwon (2007), “Measures to Intensify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 Workers for Hazardous and Dangerous Task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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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companies seek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possibly arising from major accidents
including a death accident

of workers.

According to a paper writt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SHRC 2020

saved by outsourcing “hazardous and risky” work but it could also be interpreted to mean that

conducted every three year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Korea(Choi Eunsuk, 2017),
the safety and healthcare level for non-regular workers is extremely low compared to that for regular
on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age worker samples of 27,598 people taking part in the 2011
normal health conditions by 1.36 times, and safety and health risks in work sites is higher by 1.32
times along with such risks in mental health being higher by 1.23 time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have musculoskeletal disorders by 1.23 times, and have more occupational accidents by 1.57 times.
Considering the types of workers whose death is occupationally related, about 40 percent of them are
subcontract workers. As such, subcontract workers take up a much less portion than the workers of
contracting companies, but that many deaths occur among subcontract workers is severely worrisome
especially when subcontracting thrives.
<Table> Mortality rate among subcontract workers out of the total accidental deaths (Unit: %)
Year

2014

2015

2016

Mortality rate

39.9

42.3

42.5

* Source: Inter-governmental Agencies’ Join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Major Industrial Accidents,
2017.
Considering the factors for occupational death accidents, the smaller a company is, the more deaths it
is likely to experience. For the occurrence of diseases, a larger one tends to have more of such cases.
Given that deaths are not or cannot be hidden – although the statistics are based on facts – and
hiding or failing to recognize the occurrence of diseases is possible – if external factors played some
roles in differences in the confirmation rate – the scale of a business site is considered to play major
roles in the occurrence of accidents.
<Figure> Death rate in industrial accidents per 10,000 employees in Kor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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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non-regu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cause odds ratios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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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19’,
2020.
Less than 5 people / 5~49 people / 50~99 people / 100~299 people / 300~999 people / 1,000 people
or more
사고사망만인율 Death rate in industrial accidents per 10,000 employees
질병사망만인율 Death rate attributable to diseases per 10,000 employees
3. A stronger tendency in the public sector than in the private one
Meanwhile, the fact that the ratio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an in the private one
means that the public sector which is to supposedly serve as the ‘exemplary employer’ shows the
exact opposite. Some of the tragic cases representing the results are the deaths of two men: a 19year-old non-regular worker surnamed Kim died while repairing a screen door on a subway platform
at Guui Station, and a 24-year-old employee of a subcontractor also surnamed Kim who died after
being caught in a conveyor belt while working alone at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Table> The average employment scale by sector and the ratio of non-regular workers

198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General Session 3
SHRC 2020

workers, temporary and part-time workers and indirectly employed workers.
* Source: Kim Gimin, “Quality of Employment – With a Focus on the Comparis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KLI Panel Brief」, Korea Labor Institute, 2015.
부문 Category / 규모 Scale / 구분 Classification
민간부문 Private sector / 300인 미만 Less than 300 / 300인 이상 300 or more
평균 노동자(명) Average number of workers / 비정규직 노동자 (%) Non-regular workers
직접고용(%) Direct employment (%) / 간접고용(%)
That the project of “turning non-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nto regular ones” is ongoing in
the current Moon administration – as his election pledge went – is very impressive. However, the
conversion rate is still minimal, and related discussions have not even kicked off or vague in many
cases even after three years since his inauguration. Also, even in cases where discussions are
completed, most of the existing subcontract workers are not directly employed but end up working at
the newly converted ‘subsidiaries’ of contracting companies, which is not a complete conversion into
their regular worker status. It is because a subsidiary is nothing different from “subcontracting” and
even a subsidiary cannot survive without a contractual volume given by its parent “contracting”
company. Moreover, a subsidiary cannot independently make decisions on investment, manpower
scaleup and welfare benefits without the consent of its parent contractor, so it has the same scheme
as subcontracting.
4. “Outsourcing being the process of producing risks”
Many companies outsource not to embed any safety and health risks internally on purpose. Therefore,
outsourcing accompanies risks: there would be lesser risks once handled in-house. In particular, as in
the case of victim Kim of Guui Station, the work turned out to be safe but not so once left for
outsourcing. In other words, for Seoul Metro Lines 5 to 8, once the platform edge doors wer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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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010, the maintenance work required was carried out by regular workers in their additional work.
Yet, in the meantime, for Lines 1 to 4, this new work was outsourced, which caused the very tragedy.
In 2012, 2015 and 2016, subcontract workers for the platform edge doors passed away one after
another, but there was no accident in Lines 5 to 8 during the same period. This is because the way of
working for the workers of contracting companies was different from that of subcontract workers
where different conditions of working were applied. Without any radical change, outsourcing would
simply serve as a process of producing risks.

일반세션 3

5. What to do about it
It would be necessary to regulate large companies’ corporate management not to take social
responsibilities by breaking down their business domains, but there is a lot to be done here.
Regulating conglomerates’ circular shareholding might be one solution, while identifying the
complexly interlinked equity structure and managing it in a single corporate entity could be another
one. Yet, since I need to focus on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shed
light on discussing how to deal with such issue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essentially touches upon workers’ safety and heal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already been revised many times to elaborate on the
safety and health of subcontract workers. In its latest amend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delivery workers and franchise workers are included. More
measures must be reinforced for a broad spectrum of workers involved in risky work down the road,
and workers that are currently not classified as such due to the issue of dependency require a more
proactive management measure.
Regulatory areas to be improved are on subcontracting. Since the current targets for prohibiting or
approving subcontracting are limited to chemical substances or heavy metal, they are extremely
narrow, while excluding so many other risks. That is why many say “There is no spirit of Kim Yonggyun in the current Kim Yong-gyun law.”
<T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n Prohibition and Approval of Subcontracting
Current Laws

Revisions

Article 58 (Prohibition

* Focusing on dangerous and frequently

of Inhouse-Contract for Harmful Work)

occurring work

1. Plating work

▶ Work involving a press/shear

2. Work involving the smelting, injection,

▶ Work involving collision or crush due to (a

processing and heating of mercury, lead or

rail vehicle)

cadmium

▶ Working with the risk of falling

3. Work of manufacturing or using permitted

▶ Work with high risks of fire or explosion,

substances pursuant to Paragraph 1 of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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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ith the electric shock risk

Article 59 (Approval of Contracting)

▶ The existing prohibited and approved work

① Any employer who is to contract out the

▶ Work where death accidents of a worker

work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happened

SHRC 2020

Article 118

including handling of substances that are
acutely toxic and corrosive to the skin in
dangerous to safety and health in his or her
site shall acquire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of Labor.
There must also be the additional specific indication on a team of two people.
Furthermore, for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delivery workers and franchise workers,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law to intensify contracting companies’ and the government’s duty by
completely amending the current standard to impose duties on employers of franchised stores
because there is not much franchise store owners can do in the de facto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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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책임과 개선 과제

공인노무사, 경제학 박사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원청의 법적 책임을 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
된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직도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하지도 않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거나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지도 모른 채 노동하는 일
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에 전부
개정되었고 그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
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은 보호 대상 확대에 걸 맞는 새로운 내용 구성으
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 내용의 부분적 적용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청의
법적 책임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유형

원청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주 유형 중 이른바 원청으로 불릴 수 있는 사업주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가맹본부 등 기타 유형”
이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급인 :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를 말한다. 도급인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포함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
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
가 아니다. 건설공사에는 건설공사는 물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
리공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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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
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도급인의 의무에 더해 동법 제73조 등에서 정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책임진다.

• 가맹본부 등 기타 유형 : 전통적 의미의 원청은 아니지만, 노동자로부터 노동은 수령하지
만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원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주 유형이다. 특
수고용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 배달종사자의 물건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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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

(1) 도급인의 주요 법적 책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
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과 같은 의무가 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관계수급인의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 작업환경측정 등

(2)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법적 책임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별 조치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공사 기간 단축,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등 금지
• 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산재 예방을 위한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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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3) 건설공사도급인의 주요 법적 책임

건설공사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공사 기간 단축,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등 금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4) 가맹본부 등의 주요 법적 책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는 일부 유형의 특수고용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

• 배달종사자의 물건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취해야 한
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
로그램의 마련ㆍ시행,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
공 등의 의무가 있다.

4.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도급인 책임 범위의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
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까지로 확대했다.
도급인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적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
하는” 장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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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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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인 책임 내용의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을 통해 도급인 책임의 수준과 내용을 확대, 강화한 점은 큰 진전이
다. 그러나 도급인이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적 규정 외에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았다. 즉 원‧하청 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의무사항 등이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
영되지 않았다. 원청의 책임 강화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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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조치, 의무사항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

(3) 도급 금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
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등에 대해서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
업장에서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그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간헐적
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
업”이라는 예외적 규정은 독소 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의적으
로 적용하면, 사실상 도급 금지 규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남용되거나 악용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

(4)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인의 범주에 발주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발주자
에게 도급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이 같은 법적 근거를 기초로 과거에 고용노동부는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에 있
어 발주자에게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안
전보건법은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에 있어 발주자에게 제63조 등에서 정한 도급인의 책임 수준보다 낮은 별도의 책임만을 지
도록 했다. 발주자의 유형, 업종별로 법적 책임의 수준을 차별화하여 일부는 도급인의 범주
로 환원시키고 발주자 내에서도 그 책임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와 그 노동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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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속성”을 설정한 것은 법 개정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면서 각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매우

SHRC 2020

게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대상

무성의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
려해 마련했는데 조치의 수준이 너무 낮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6) 새로운 간접 고용 형태에 대한 규정 마련

백화점, 마트 등에는 기존 도급, 파견과는 상이한 간접 고용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례
로, 백화점은 사실상 입점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매출을 올리지만 백화점이 입점
업체와 임대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기존 파견, 도급의 법리로
는 백화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존 근로계약 중심
의 책임을 넘어 가맹본부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듯이,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의 이익 추구 규모에 걸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7) 원청에 대한 처벌 강화

과거 산재사고에서 원청에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
항이 약해서만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에 이르는 수사 및 처벌 구조에서 이른바
행위자 처벌 원칙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행위자 처벌 원칙에 근거하면, 원청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 대표자도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행위자 처벌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처벌의 방법과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에 실질적 압박이 될 수 있는 처벌 방법의 도입,
처벌의 하한선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강제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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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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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s’ Legal Responsibilitie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asks for Improvement

1.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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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almost the only law prescribing legal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on subcontract workers’ life and health. Yet, it is with flaws,
mostly because it is still based on the traditional forms of employment. In reality, however,
the scale of both indirect employment and non-standard employment is growing day by day.
As a result, it has become the norm where workers are engaged in labor being ordered by
those that have not employed them or not knowing who has ordered them to work. That is
why the act was completely amended in January 2019 to address such setbacks, and the
targets to be protected have been expanded from the “workers prescrib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to the “people providing labor.” Yet, the current scope is subject to partial
application of the past provisions without any timely updates suited to the expansion of the
target audience to be protected. There is still a lot to be complemented and revised. In this
article, I will summarize contractors’ legal responsibilities prescribed by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xamine its loopholes and tasks to be improved.
2. Types of contractor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word, “contractors”, is broadly used in the society, but is not an exact legal term. There
are four types of employers that can be categorized as contractor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businesse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ependent
contractors”, “construction project owners”,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ors” and “other
types including franchise headquarters.”
• Independent contractors: They refer to employers contracting out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repair of goods or delivery of service, and performing other types of
operation. They include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ors but not the owners.
• Construction project owners: They contract out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y are not those
that supervise and manage construction projects by leading the construction work. Those that
contract out construction projects contracted out to them are not construction project owners.
Construction projects might also include works for electricity, IT, firefighting facilities and
restoration of cultural assets.
•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ors: They are the primary subcontractors of construction
projects from the project owners, or those that supervise and manage construction projects by
leading the construction work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y shall be obliged to comply
with the contractor obligations prescribed by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lso those prescribed by Article 73 of the same act.
• Other types including franchise headquarters: They are not the contractors in the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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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but are a type of employers which in fact be classified as such in that they take labor
from workers without directly employing them. Examples include those provided with labor,
intermediaries involved in picking up and delivering the goods for delivery workers, and
franchise headquarters.
3.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 Major legal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project owners
Construction project owners are obliged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 Taking step-by-step actions for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on;
• Appointing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 Prohibiting such actions as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groundlessly changing
of construction methods;
• Extending the construction project period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 Changing the design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 Appropriat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3) Major legal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ors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ors are obliged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 Implementing duties to be receive guidance and training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in
construction disasters prevention;
• Prohibiting such actions as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groundlessly changing
of construction methods;
• Forming and operating a consultative council on safety and health comprised of the same
number of worker and employer members; and
• Tak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n machinery and equi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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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jor legal responsibilities of independent contractors
Independent contractors are obliged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when workers work in
the business sites (including the sites design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supervised
and manag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being provided and design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 Designating safety and health head officers;
• Tak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cluding those on building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yet, excluding direct measures on occupational actions of workers as subcontractors
including instructions to wear protective gear);
• Complying with obligations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consultative council on
safety and health being comprised of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walkaround inspections for work sites;
•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safety and health, etc.;
• Taking corrective actions upon the violation of laws by subcontractors; and
• Measuring the metrics on work sites, etc.

일반세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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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jor legal responsibilities of other types including franchise headquarters
• Those that receive labor from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re obliged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conduct training on safety and health.
• The intermediaries involved in picking up and delivering the goods for delivery workers
shall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 Franchise headquarters are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on safety and health on the
facilities provided by them, while devis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on safety and health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f franchise operators and the workers that belo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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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blem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reas for improvement
(1) Clarify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independent contractor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been a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to their business sites, and the plac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supervised and manag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Legal
disputes and controversies are expected in the course of imposing new legal duties on
independent contractors. Howev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specify
the exact definition of the places that “are supervised and manag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being provided and design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places that “are supervised and manag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being provided and design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the intention for amend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 Material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independent contractors
It is a great advancement that the scope and content of independent contractors’
responsibilities have been expanded and reinfor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no specific and practical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implementation, besides the principle regulation that independent contractors take
comprehensive responsibilities. Practical measures and duties for reinforcing the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by reflecting the contractor-subcontractor structure have not
been reflected in subordinate laws including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In order for
reinforced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to develop into tangible changes, principle-based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and obligations are to be
newly added.
(3) Reinforcing regulations on prohibiting subcontrac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hibits subcontracting of such work as
manufacturing or using permissible substances as well as plating and such work as smelting,
injection, processing and heating of mercury, lead or cadmium, and also ordering workers of
subcontractors from working on their sites. However, exceptions are accepted upon
subcontracting temporary or intermittent work, and the exclusion clause on the “temporary or
intermittent work” is a toxic clause. It could be arbitrarily interpreted by employers, which
might highly likely lead to nullify the subcontracting prohibition clause in reality. Even for
the temporary or intermittent work,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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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tensifying protection for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etc.
It is a positive change that the target of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delivery workers and franchise business operators and their worker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considering
‘dependency’ as a criterion to judge whether or not to protect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has reduced the effect of the legal amendment. Moreover, it is an utterly
inconsiderate measure not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each job and apply gener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ile prescrib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in subordinate laws. Yet, safety measures for delivery workers wer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ir job specificity, but the level of measures is very low. Job specificity
must be fully considered to redesign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so that they could be made more effective.
(6) Devising regulations on new forms of indirect employment
In department stores and hypermarkets, there are indirect employment forms that are stark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orms of subcontracting or dispatch. For instance, although
department stores raise revenues through the labor of workers belonging to tenant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make them responsible – based on the existing jurisprudence of dispatch and
subcontracting – as they sign lease contracts with the tenants and maintain their earnings. Just
like how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kes franchise headquarters responsible
by going beyond the responsibilities centered on the existing labor agreement, there must be
legal provisions for large-scale retailo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hypermarkets to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 suited to their pursuit for profits.
(7) Intensifying punishment for contractors
In the past, mild punishment was imposed on contractors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not because of the loosened provisions on punishment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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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inforcing the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project owners
Befor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amended, it used to include project
owners in the scope of independent contractors. True, there has been a legal controversy on if
project owners are to be legally responsible as independent contractors. Ye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made a rational legal interpretation of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independent contractors for project owners in maintaining and repairing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mposed milder
responsibilities than those of independent contractors prescribed by Article 63 on project
owners for works including the works for electricity, IT, firefighting facilities and restoration
of cultural assets. It is desirable to differentiate the scope of legal responsibilities by the type
and field of project owners so that some could be brought back to the scope of independent
contractors as the level of responsibilities could be differentiated within the category of
project owners.

SHRC 2020

be acquired to prevent any possible misuse o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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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t was because of the mechanism of punishing perpetrators in investigative and
punishment structures in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the prosecutors’ office and
courts. Based on the perpetrator punishment principle, both heads of both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at directly employ workers can be free from punishment. Therefore, a legal
mechanism to transcend the principle is essential. True, the methods and levels of punishment
must improve. To this end, such effective punishment enforcement measures as setting the
lower bounds for punishment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punishment methods to
practically pressuring companies through punitive damages, etc. could be deep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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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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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2026년 전체인구의 65세 이상이 20%를 차지
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4.3%에 이르러 일
본 다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형태도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
나 초핵가족 형태로 변모하고 초핵가족 중 노인가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노인가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노인가구가 40%에 육박하여 빈곤노인가구의 의료복지 수요는 가장 높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특히 높고 비대면 시대를 맞
아 빈곤노인가구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보건위기시대에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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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ge of Health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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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주제별세션 1

I. Concept Note
No country is experiencing such a rapidly aging society as Korea. The country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having 20%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65-or-over group by 2026,
and a super-aged country having 24.3%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65-or-over group by 2030,
placing it as the second most aged country after Japan. Regarding family type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been growing quickly and transforming into super nuclear families,
and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among these super nuclear families has also been increasing
rapidly. Among these elderly households, nearly 40% are poor elderly households whose income is
less than half of the median income. So their demand for medical welfare is the highest among the
population, but the truth is that they are not provided with adequate services.
In particular, this year, the elderly suffering chronic diseases showed an especially high mortality
rate among those infected by COVID-19, and with the current contact-free era, poor elderly
households were constantly placed in the blind spots of care.
It is thus necessary to discuss these issues to find solutions and countermeasures, which we seek
to cover under the theme of “Human Rights and Health of the Elderly in the Age of Health Crisis” in
thi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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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의 시대에 노인 건강과 인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 상 현

1. Why: 왜 보건 위기인가?

주제별세션 1

1-1. 언택트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세상을 바꾸었다. 코로나 이후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직접 만나는 모임은 제한되고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언
택트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미래가 아닌 현재로 만들었다.
언택트 시대는 가상현실

교류

등 미래

디지털 시스템이라 여겼던 부분을 앞서

현실화한 측면

도 있지만, 디지털 접근도가 어려운 계층에서 터치 장벽으로 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 언택트 시대
의 터치 장벽으로 가장 영향을 크게 입은 집단은 노인이다. 정보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 고령층은 64.3%로 장애인(75.2%), 저소득층(87.8%)보다 가장 낮았다. 온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1.4%로 세계 최고이지만, 70대 이상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은 38.3%이며 실제
활용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장벽뿐 아니라 코로나가 바꾼 변화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실제적 교류나 접촉을 막
아섰다. 코로나 이후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가족 면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족과 적절한 만남은 노인 입소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 가족 면담을 통해 의료
진이 노인환자의 이전 상태와 주위 환경을 파악할 수 있고, 가족도 환자의 현재 변화된 건강 상태
를 이해하고 향후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의료진과 함께 세울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이러
한 것은 많은 부분 단절되었다.
1-2. 고령화 시대
한국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였으나 2015년 82.1세로 45년간 20세가 증가하였다. 우리나
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13.6%에서 2050년 38%이고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1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지난 30년 가장 80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급증
한 국가였다면 향후 30년 가장 급증하는 국가는 한국으로 OECD는 예상한다.
이렇게 인구구조 변화의 중심에서 노인의 삶은 행복한가? 몇 가지 지표는 어두운 결과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2017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44%로 1위이고 자살률도 10
만 명당 24.7명으로 1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보고서(2019년)에서 노인이 자
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7.7%)과 건강문제(27.6%)가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 문제에 접근
하는데 경제적 접근과 건강 관리적 접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2. What: 노인의 인권과 건강권은?
2-1. 노인 인권의 국제적 동향
1948년 UN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여 인권의 국제적 출발점을 이루었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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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유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정리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UN은 노인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f Old Age Rights)에서 의식주 권리,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돌봄에 관한 권리, 안
전과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개 권리를 발표하였다.
1982년 UN의 ‘고령화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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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은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노인 인권의 정책과 소득안정과 고용 등 사업의 실천적 지침을 62항 권
고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NGO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였다.
택하였다. 이 원칙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
을 제시하였다.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f Ageing: MIPAA)
이 제2차 고령화총회에서 채택되어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해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5년 ASEM 노인인권회의에서는 소득보장 권리증진, 건강권 보장, 사회참여 권리보장, 생활

환

경에 대한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고령자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등 노인 인권주제를 다루었다.
2-2. 노인 인권의 국내 정책
노인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5월부
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국가인권정책
의 기본 원칙으로 (1)인권 존중의 원칙 (2)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 (3)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
였다. 이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권고안에 노인 인권도 포함되었다.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치매 관리 초점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여 주요 4개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 통
합 제공, 치매 환자 가족부담 경감, 연구 통계 등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였다.
2-3. 노인 인권 영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 노인 인권 영역을 (1)건강 돌봄(신체 건강,
정신 건강, 돌봄권), (2)기본 생활(의식주), (3)소득(빈곤 예방 및 해소, 소득), (4)고용 노동(일자리 또
는 고용 기회, 근로환경, 가족 돌봄 노동), (5)사회참여 통합(사회활동 참여, 세대 교류 및 소통), (6)
존엄 안전(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안전권)의 6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건강 돌봄과 존엄 안전 영역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위하여, 의식주와 소득 영역은 기
본 삶이 보장되는 노후를 위하여, 고용

노동과

사회참여 통합 영역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위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된다.
여러 노인 인권 실천 과제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2017년 노인 인권 실태조사에서 노인 인
권 보호 및 증진 영역의 중요도는 신체

건강증진

점수(8.7)가 가장 높았고, 돌봄권 보장(8.34)와

빈

곤 예방 및 해소(8.3)와 정신건강 증진(8.11)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인권에서 건강
과 돌봄 영역은 우선적 실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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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노인이 있을 곳은?
3-1. 노인의 거주 지역과 건강 상태
2015년 노인 인구 비율은 전라남도 20.5%,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17.8%로 높았고, 서울은
12.6%, 인천(10.7%), 경기도(10.5%)는 낮아 수도권과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2018년 ‘복합만성
질환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및 관리 제언’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군의 복합만성질환군은 수도권
에서 가장 많았고, 전국적으로 2005년에서 2015년 2배 증가하였고, 일반성인군에 비해 5.0배 많았다.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다제약물 복용은 흔하며, 이는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과 섬
망,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 다제약물 복용력은 한국은 68.1%로 OECD 7개국 평균 48.3%보다 높

주제별세션 1

은 편이었으나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령화 사회 국가에서 치매는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질환이다. OECD 36개국의 자료 분
석 결과 65-69세 노인의 2.3%가 치매인 반면, 90세 이상 노인의 42%가 치매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치매 유병율은 2019년 인구 1,000명당 약 10명에서 2050년 약 39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나 섬망 조절에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과 불면과 불안증세에 사용되는 벤조다이아제핀 사
용은 OECD 평균보다 작으나 장시간 작용하는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모니
터링 및 치료지침이 필요하다.
3-2. 장기 요양 인력과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13년 6.1%, 2017년 8.0%이었고 2020년 75만4천
명으로 9.3%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 인력은 2016년 한국이 3.5명으
로 OECD 평균 4.9명보다 적었고, 일본(5.9명), 덴마크(8.1명), 노르웨이(12.7명)와 차이를 보였다. 장
기요양기관 인력 중 파트 타임 인력의 비율은 일본이 17.5%로 매우 낮은 편이었고, OECD 22개국 평
균이 45.5%였으나 한국은 60.3%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황은 적절한 장기요양 인력 수 추계와
질적 유지를 고려한 풀타임 전담 인력 보완이 과제로 보인다.
OECD 24개국은 대부분 장기요양 침상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7년에서 2017년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장기요양 침상 수는 감소는 핀란드는 18.8개 감소하였고, 일본은 6.0개 감
소했지만, 한국은 36.1개 증가하였다. OECD 33개국 평균 장기요양 침상 수 47.2개를 기준으로 일본
은 33.6개로 낮은 편이었으나, 룩셈부르크(82.8), 네덜란드(76.4), 스웨덴(71.5), 스위스(65.9)가 높
은 편이었다. 한국은 60.9개로 높은 편이나 특이하게도 장기요양 시설의 침상 수보다 노인요양병원
의 침상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향후 적절한 장기요양 침상 수에 대한 검토와 더불
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침상 수 배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생애주기별 노인 커뮤니티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0%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19년 150만 가구로 19.5%
로서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이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교
류하게 하고 생애주기별 노인 커뮤니티를 구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생애주기 초기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연령별 다양한 보육
및 교육 체계가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영아부터 다닐 수 있는 보육 중심의 어린
이집과 5~7세 취학전 아동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학교 취학 후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커뮤니티가 있다. 노인대학이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경로당, 데

226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1
비교를 위해 굳이 소아와 노인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비교한다면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에 비교
할 수 있는 노인 커뮤니티는 노인요양원으로 주거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치원과 같
은 기초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 데이케어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다.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듯이 대부분의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어 자가 보행이 가능한 일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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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어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인이 이용한다.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의 실버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심에서
대중교통 등의 접근도를 가진다.
수 있다.

데이케어센터 등 각각의 프로그램은 이용 후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첫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남녀 노인 간의 참여도는 다르다. 특히 전국적으로 6만개 이상의
경로당을 어떻게 케어플랜과 방문간호의 지역적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와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한 지역 과제이다. 이러한 여러 지역 자원과 아울러 지역 문화센터의 실버 프로그램 활
성화 등 노인의 개별 건강 기능 상태에 따른 노인 생애주기별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노인의 교류
와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
지역통합돌봄은 단순히 시설에 있는 노인을 집 중심 돌봄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 건강
기능 상태에 따라 지역에 있는 적절한 노인 시설 및 자원을 통합적으로 돌봄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기능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것이 핵
심적 과제일 것이다.

4. How: 누가 무엇을 어떻게?
4-1. 노인 주치의 등록
노인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데이케어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야 할 상태인지 노인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노인
의 건강기능에 따른 적절한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서 이러한 판단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노인 주치의가 있
다면 환자의 건강기능 상태를 더욱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의 법률적 판단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노인 건강의 의학
적 판단 대리인으로서 노인 주치의가 필요하다. 주치의는 온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히
여러 질환을 가지고 다제약물 복용을 하면서 신체적 기능 저하로 거동 제한을 가지기 쉬운 노인
에게 우선 필요하다.
이에

70세 노인 주치의 등록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016년

남성은

70.7세,

여성은

75.1세이다. 그러므로 70세는 노후 건강 준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노인 건강 상태의 변화 연
령인 70세가 되는 노인은 자신의 주치의를 등록하도록 하는 사회적 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 노인 주
치의의 자격 논의에 앞서 노인들에게 노인 주치의를 스스로 선택하여 의료계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특히 국가적 제도 정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4-2. 지역노인돌봄센터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이후 노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시 가족 면회 금지가 이루어지고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227

Theme Session 1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연령과 건강기능별 노인에게 필요한 정보 교류 및 교육의 장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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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면회 제한으로 병원 의료진은 환자 가족으로부터 노인 환자의 이전 건강 기능 상태
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노인 가족들도 환자의 현 상태를 알 수 없어 입원 후 노인의 건강 상
태 변화가 있을 때 병원 의료진과 오해 및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노인 환자를 가장 오랜 기간 보아 온 노인 주치의 팀에서 환자의 입원 전 상태를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현 상태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의료적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인 돌봄은 의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이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노인 주치의 팀에서
방문 진료와 지역 자원의 연계에 주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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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원의원의 79.1%가 단독개원 형태로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 방문 진료를 하거나 케어코
디네이터를 풀타임 고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구조이다. 향후 공동개원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
요하겠지만, 현재 체제에서는 지역노인돌봄센터를 구성하여 케어코디네이터나 방문간호 인력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함께 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 주치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케어 플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조사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재 평가
위주 업무에서 향후 케어플랜으로 역할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사와 가정간호사
합동 방안, 거점병원 노인지원센터와 일차의료의 연계 등이 논의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4-3. 노인 특화 국가검진의 재편
현재 국가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암검진의 경우 암의 특성에 따라 검진 시작
연령이 각각 제시되고 있으나, 검진 종료 연령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상 무증세
노인의 암검진 예방 효과와 근거는 부족하며 고령층 노인에서 내시경 등 검사 위험성은 증가한다.
이에 75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에서는 일률적인 암검진 항목 적용보다 노인 건강기능 평가중심
의 노인 특화 국가검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질환으로 이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노인
의 각각의 검사는 보유 질환에 따른 주치의에게 맡겨 개별화되어야 하며, 국가검진은 노인에게
주기적 건강기능평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전달된다. 특히 노인의 경
우 검진 판정 결과지를 읽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관,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이 모이는 곳에서 노인 관련 질환 교육과 함께 방문 의료진이 검진 결과지
해석을 도와준다면 효율적으로 검진 결과 정보를 노인에게 전해주고 교육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건강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노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
장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은 현재의 분절적 치료 중심적 의료에서 지속적이고 건강기능 중심적
연계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와 연계한 노인 주치의 팀이 지
역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 노인 건강 관리의 중심에 설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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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tact-free Era
Things unseen to naked eyes have transformed the world. Since the COVID-19 outbreak,
not only Korea but the entire globe is experiencing a paradigm different from before.
Restrictions are imposed on gatherings to meet in person, and many things take place online.
This contactless era made reality a new world deemed possible in the future due to COVID19.
The contact-free era did accelerate the realization of future digital systems such as carrying
out exchanges in virtual reality, but it also exacerbated the isolation of those with limited
digital access as they face digital barriers. Currently, the group most impacted by the barrier
is the seniors. In a research study o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mong groups with
varying digital literacy, the finding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he elderly’s
level was the lowest with 64.3% while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75.2%, and low-income
families had 87.8%. Korea boasts the highest smartphone penetration rate of 91.4% in the
world, but only 38.8% of people who are 70 or over own smartphones, and there is a wide
gap in regards to the scope of use.
Not only the digital barriers but public health scenes changed by the coronavirus prevented
actual exchange or contac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elderly admitted to
hospitals or nursing homes were allowed limited family visits. An appropriate level of family
visits aids the patient’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recovery. Through the visits, the medical
staff is able to identify previous conditions of the patient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family can understand the updated health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set up new plans
for treatment and care together with the staff. However, COVID-19 became the stumbling
block in carrying out such things.
1-2. The Era of Aging Society
Korea’s life expectancy stood at 62.3 in 1970, but 20 years were added in a span of 45
years, reaching 82.1 in 2015. Out of Korea’s total population, the 65-or-over group took up
13.6% in 2017, but the prospect is that the ratio will climb to 38% in 2050,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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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y: Why a Public Health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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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of the super-aged, who are 80 or over, will amount to 15.1%. The OECD predicts
that if Japan was the country with the fastest growth of the super-aged population in the past
30 years, Korea will be the one with the fastest growth in 30 year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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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the demographic change, are seniors happy? A few indicators give gloomy answers.
Out of key OECD countries, Korea ranked highest in the relative poverty of 66 year-olds or
over with 44%, and the rate of suicide, with 24.7 deaths per 100,000 people. The 2019 Nation
Survey of Older Persons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showed that economic difficulty (27.7%) and health issues (27.6%) are the main reasons why
older persons consider suicide. This is a wake-up call telling us that economic and health
managing approaches need to precede any kind of effort to address issues the older
population face.

2. What: What are Older Person’s Human Rights and
Health Rights?
2-1. International Trend in Older Person’s Human Rights
In 1948, the UN adop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human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everyone has equal inalienable rights, the declaration explains citizenship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social rights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UN’s
Declaration of Old Age Rights highlights 10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lothing, food,
accommodation, care of physical health and moral health, stability, and respect.
In the 1982 World Assembly on Ageing, the UN adopted the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which embodied practical guidelines on policies for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ir income stability, and employment, etc. in its 62 recommendations, and it
encourages voluntary engagement of NGOs.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in 1991 the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which
proposes 18 principl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in five sectoral areas of
independence, participation, care, self-fulfillment, and dignity.
The 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f Ageing (MIPAA) was adopted at the 2nd
World Assembly on Ageing, and it suggested three priorities, which were older persons and
development, advancing health and well-being into old age, and ensuring an enabling and
supportive environment for a robust and sustainable aging society.
At the 2015 ASEM Conference on Global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relevant topics were discussed as well, which included the promotion of rights to guarantee
income; ensuring the rights to health, social participation, decent living conditions, and to be
free from abuse; and enhancing awareness on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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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Dementia Management Act enacted in 2011, the “3rd National Dementia Plan
(2016-2020)” of Korea turns attention from treatment to prevention in regards to managing
dementia and proposed four tasks. They were community-based prevention and management;
convenient and safe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reduction of care burden for family
caregivers; and support through research, statistics, and technology to better secure and
expand the infrastructure needed.
2-3. Scope of Older Persons’ Human Rights
In the “2018 Report o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categorized the scope of older person’s human rights into
the following six: (1) Care for health (physical health, moral health, and the right to care) (2)
basic living conditions (food, clothing, and accommodation), (3) income (prevention and
resolution to poverty, and income), (4) employment and labor (job or employment
opportunities, working environment, and family care work), (5)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exchange and communication among varying
generations), and (6) dignity and safety (prevention and resolution to abusing the elderly,
right to life, and right to safety).
The above categories can be grouped into three major pillars. The health care, and dignity
and safety are for a respected life; the food, clothing, and accommodation, and income
categories are for guaranteeing basic living conditions;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are for an active and robust lifestyle of the age.
Out of multiple action pla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older population, what
should serve as the priority? According to the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the
priorities i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elderly’s human rights had the physical health
improvement rank the highest with the score of 8.7, and it was followed by ensuring the right
to care (8.34), prevention and resolution to poverty (8.3), and improving psychological health
(8.11). Against this backdrop, it is evident that health and care are the top priorities to act on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of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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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refer to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in their old age.
Since May 2007, Korea has been establishing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every
five years. The “3rd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2018-2022)” explicitly stated that
universal human rights are absolutely needed for people to live a humane life, and it proposed
key principles as follows: (1) the principle on respecting human rights, (2) the principle on
equality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3) the principle on democratic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lan of action, older persons’ human rights are included in the
recommend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vulnerab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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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orea’s Domestic Policy on Older Person’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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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At Where Should Older Persons Be?
3-1. Older Person’s Residential Areas and Heal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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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year 2015,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was the highest in Jeollanam-do with 20.5%,
followed by Jeollabuk-do and Gyeongsangbuk-do with 17.8%, and Seoul was 12.6%.
Incheon (10.7%) and Gyeonggi-do (10.5%) had much lower rates, almost half of the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2018 Proposal on Management and Effect Analysis on
Pilot Project for Multiple Chronic Conditions,” the number of older persons aged 65 or over
experiencing multiple chronic conditions was highest in the metropolitan area. At the national
level, the number doubled from 2005 to 2015, and it is five-fold that of ordinary adults
suffering from multiple chronic conditions.
It is common for older persons with multiple diseases to take more than one type of
medicine, which becomes a major trigger behind adverse drug events, delirium, and falls. In
terms of the rate of polypharmacy, Korea has 68.1%, which is higher than the OECD 7’s
average of 48.3%, but the use of opioids was relatively low.
In an aging society, dementia is one of the highly noted illnesse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OECD’s 36 member countries, 2.3% of the elderly aged between 65 and 69
suffer dementia, but the rate jumps to 42% among those who are 90-year-old or over. The
prevalence rate of dementia was approximately 10 patients per 1,000 people in 2019, but it is
expected to rise four-fold to around 39 people in 2050.
The use of antipsychotic drugs used to affect delirium or dementia, and benzodiazepine,
which is often prescribed for anxiety, and sleep disorders, falls below the average of the
OECD countries, but the cases where long-acting benzodiazepine is used are still plenty,
indicating that monitoring and treatment guidelines are required.
3-2.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Staff
Among the elderly who are 65 or over, the ratio of those who were beneficiaries of the
long-term care (LTC) insurance was 6.1% in 2013, 8.0% in 2017, and it rose to 9.3% with the
total number of the beneficiaries amounting to 754,000. The number of the LTC workers per
100 older persons aged 65 or over was 3.5 people, which was less than the OECD average of
4.9, and there was quite a difference with countries like Japan (5.9 people), Denmark (8.1
people), and Norway (12.7 people). From the staff of the LTC facilities, the ratio of part-time
workers was largely low in Japan, which had 17.5%. The OECD average of 22 member states
was 45.5%, but Korea had an above-average rate of 60.3%. The current status reveals that the
task that lies ahead is to estimate an appropriate number of workers for the LTC of the elderly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for quality maintenance.
Among 24 OECD countries, most of them show a declining trend in the number of beds in
residential LT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the number of beds per 1,000 seniors aged 65
or over fell by 18.8 beds in Finland, and Japan had six less, but Korea saw a strong increase
of 36.1. When compared against the average number of the LTC beds of 33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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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older persons aged 65 or over living alone is on the rise from 16.0% in 2000 to
19.5%, which is equivalent to 1.5 million households, in 2019. This means one in five is
living alone, and that the number will continue to increase. A crucial challenge to address
here is how to help facilitate exchange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how to form
communities for them according to the lifecycle.
From infancy to the adolescent period, which falls under the earlier stages of the lifecycl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are mandatory, and there are various childcare and
education systems established. In particular, as duel income families increase, there are
childcare centers for infants, kindergartens for children aged five to seven so that they can
receive education prior to elementary school, and after the kids go to school, they receive
element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There are similar facilities for seniors. For instance, there are senior citizen’s colleges,
community welfare centers offering varying programs, community centers for older persons,
and adult day care centers among others.
If system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are compared for the sake of comparison, centers
focused on childcare can be likened to residential nursing homes where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 Just as kindergartens provide basic education, such programs are provided in adult
day care centers, which mostly assist transportation as well. Similar to how there are
elementary schools in each village, there are community centers for the seniors. They are
usually open to seniors who can walk on their own. Furthermore, colleges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for older persons, which are equivalent to facilities for higher education, offer
silver programs, and these facilities are accessible with public transportation from local urban
areas.
Such community programs can serve as the platform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needed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ir age and health capacities. Each program
including the day care centers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after use. However,
there tend to be entry barriers when trying them out for the first time,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varies by gender. In particular, it is a vital local task to provide assistance in
seeking changes to ensure that a plan is established to care for over 60,000 community
centers for the elderly nationwide and to make visiting care play a more central role in
different regions. Utilizing local resources in various areas, communities made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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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47.2 beds, Japan is on the low side with 33.6, but Luxemburg (82.8), the
Netherlands (76.4), Sweden (71.5), and Switzerland (65.9) show much higher numbers.
Korea has a relatively high number of beds with 60.9, but what is notable is that the number
of beds in LTC facilities is reported to be significantly exceeded by the number of beds in
LTC hospitals for the elderly. Together with a review on the appropriate number of beds for
the LTC, analysis of the bed allocation to LTC facilities and hospitals for the elderly seems
essential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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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persons’ lifecycle and their health functions can be revitalized. An example of this
would be actively promoting silver programs in regional cultural centers, and such things will
in turn boost exchange among older persons as well as their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Program is not focused on taking care of older persons
where they live, but to provide integrated care in accordance with their health conditions by
utilizing appropriate senior facilities and resources available in the area. For this to happen,
accurately evaluating the health state of the elderly, identifying regional resources, and being
able to put them together to use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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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w: Who Can Do What, and How?
4-1. Registration of Medical Doctors for Older Person
Deciding whether an elderly patient can stay at home and receive day care services, or
whether the person’s health conditions require him to be admitted to a residential LTC facility
or an acute general hospital is important in terms of utilizing the appropriate regional
resources depending on the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ly. Currently, the Assessment
Committee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doing a large portion of this work, but if there
are medical doctors for older persons who can periodically assess the health conditions of the
seniors, the doctors will be able to monitor their patients’ health in a sustainable manner and
make an accurate judgment on their health.
Just as the socially vulnerable need lawyers to assess on their behalf whether a human
rights infringement did occur, older persons need medical doctors to assess medical
conditions on behalf of the elderly. Such doctors are needed for all, but seniors take a priority
as they have multiple diseases, consume multiple medicines, and are likely to have limited
movement due to reduced bodily functions.
Hence, it is my proposal to register medical doctors for older persons aged 70. The life
expectancy of Korean males was 70.7 and 75.1 for females in 2016. Hence, age 70 can be
called the inflection point in the preparation of life afterward. Thus, a social system can be
devised to have any elderly turning 70, which is the age of change in seniors’ health
conditions, register a doctor. Before going into the discussion on the qualifications of a
medical doctor for the elderly, older persons can be given the option of choosing doctors for
themselves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medical field. If it is time-consuming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the system, this is something local governments can proactively
implement and lead the effort.
4-2. Elderly Care Centers in Local Communities
As stated above, the outbreak of COVID-19 limited family visits when older persons are
admitted to LTC facilities or hospitals for the elderly. Due to such restrictions, hospit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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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elderly care to function properly, not only the doctors but visiting nurses, social
welfare workers, physical therapists, dieticians, etc. need to fulfill their roles. The role of the
care coordinators like nurses and social welfare workers are especially vital in connecting
visiting diagnosis from the registered doctor’s team, and the resources in the local community.
Currently, 79.1% of the newly established hospitals are private practices, so it is unfit for
the structure for doctors to leave their office and conduct visiting diagnosis or hire a full-time
care coordinator. A paradigm shift to starting group practices would be needed in the future,
but in the current environment, it seems appropriate that elderly care centers in local
communities be established with care coordinators or visiting nurses and connect them to
medical institutions to build a team with the doctor registered to a senior. This will ensure
that the team can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concerted efforts.
In terms of the care plan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role of the staff that assesses applicant’s eligibility can be expanded to shift from an
assessment-centered duty to get more engaged in the work related to care plans. Also,
devising ways for visiting nurses to work jointly with home care nurses, and key hospitals’
elderly support centers and primary care creating working hand in hand are some topics that
require discussion for improvement.
4-3. Reorganization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Specialized for Older Persons
Currently, there is national health screening implemented for all Koreans. In the case of the
health screening for cancer, the ages to start having the screening are set separate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ancers, but there is no age suggested for the screening to end.
Generally, there is wanting evidence and prevention effectiveness in cancer screening of the
elderly who are aged 75 or over and exhibit no particular symptoms. Also, among older
persons, there is a rising risk of going through check-ups such as endoscopy. Thus, rather
than applying a uniform set of tests in cancer screening for the elderly aged 75 or over,
national health screening specialized for older persons should be considered to give more
attention to properly assessing their health conditions. The screening records of seniors who
are treated in hospitals for multiple diseases should be kept separately depending on the type
of disease by the doctor registered as the doctor for the elderly, and the national health checkup should move forward in the direction to revamp the current system and carry out periodic
screenings centered on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ly.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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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ch cases, a member from the team of the registered doctor, who would have seen the
patient’s conditions for the longest time, can deliver the patients’ conditions prior to
admission to the hospital staff, and convey the message on current state to the family
members, providing aid in making medical decisions.

SHRC 2020

finds it more difficult to gather information on previous health conditions of senior patients.
The family can’t know about the patient’s current condition, so it becomes a cause for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with the medical staff when the elderly’s conditions change
after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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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when national health screening is done in hospitals, the results are sent to the
subject via postal mail, and for the elderly,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results may not be
easy. If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seniors are provided in venues where older persons
gather such as community welfare centers, community centers, and day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and have visiting medical staff go and provide assistance in understanding the
screening results,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efficiently help seniors understand and be
educated on health.

주제별세션 1

In Conclusion
Due to heal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t is easy for older persons to fall into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Especially amid the ongoing COVID-19 crisis, the approach for the
health of the most vulnerable, the elderly, should move away from medical services that are
focused on isolated sets of treatment, but one that is more connected, with a focus on health
conditions and sustainability. To this end, care coordinators, medical doctors for the aged, and
local resources need to come together and become the core in carrying out integrated
management of older perso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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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정보 인권
기획위원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민주주의, 법과 인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
한 권리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일상시에는 활
용하지 않던 각종 정책과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역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상 의학적 관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대책의 기본 뱡향은 감염 의심자 찾기, 광
범위한 검사,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등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책은 개인의 이동,
카드사용, 전화사용 기록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확진자의 동선 등에 대
한 공개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 보호는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해와 건강을 위해 개
인의 정보 인권이 제약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의 정보 인권 제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하고 목적에 비례하여야 하며 그 제한이 한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어
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의 근간을 이루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
보 인권을 소홀히 하는 양상을 보여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으로 확진자 개인정보, 동선 공
개 등에 개인의 정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정보인권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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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cept Note
Faced with an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great lengths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All these efforts need to
be made with respect for democracy, law and human rights, and personal privacy and information
rights. However, countries worldwide are putting forth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that were
not used in normal times, emphasizing the ‘emergency situation.’ Yet even such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respect for human rights.
Given the nature of COVID-19 for which a medically manageable method does not exist, the basic
direction of disease control measures is finding suspected infections, extensive testing, and
isolation of the infected and close contacts. These disease control measures against COVID-19
require extensiv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individual movement information, card usage
details, and phone usage records. Moreover, there is a high risk of infringing the infected people’s
rights to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entailed from the disclosure of their
movements.
It is possible, however, to both manage infections and respect individual privacy and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at the same time. While individual information human rights may be restricted
for the understanding and health of the greater public, this requires demonstrating that there
are no other less infringing or restricting means that can achieve the same purpose. Measures
that restrict individual information human rights must be based on the law, ‘proportional’ to the
purpose, and limited to temporary and special circumstance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disease control measures that formed the basis of ‘K-quarantine,’
Korea was initially criticized for neglecting personal privacy and information rights. Policies were
later revised to better respect human righ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ected and disclosure of their movements, but there is still much that needs
to be reviewed from an information human rights perspective. Through this conference, we seek
to discuss how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of managing COVID-19 infections, while respecting
personal privacy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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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National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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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ㅣEducation
(1990-1997)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98-200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2000-2003) 한양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1990-1997 Hanyang University Medical College (M.D.)
1998-2000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2000-2003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경력ㅣCareer
2003-2009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04-2005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Development and Population Studies
(Bell Fellowship)
2005-2006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research fellow)
2010-현재 (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2003-2009 Eulji University Medical College (assistant professor)
2004-2005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Development and Population Studies
(Bell Fellowship)
2005-2006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research fellow)
2010-present People’s Health Institute (Director, Center for Health Equ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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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 Speaker

라만 지트 싱 치마 Raman Jit Singh Chima
액세스 나우 선임 국제 고문 & 아시아 정책 국장
Senior International Counsel & Asia Pacific Policy Director, Access Now

국제 비영리 조직 액세스 나우(Access Now)에서 선임 국제 고문이자 아시아 정책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
는 라마 지트 싱 치마(Raman Jit Singh Chima)는 개방형 인터넷을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
해 글로벌 공공정책 사업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글로벌 액세스의 사이버 보안 정책 사업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총괄자로도 참여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터넷 중립성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대표 단체인 ‘세
이브 더 인터넷(SaveTheInternet)’의 초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 인도의 ‘인터넷 자유 재단(Internet
Freedom Foundation)을 공동 창립했고, present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 대법
원 판례 ‘쉐레야 싱갈 대 인도정부(Shreya Singhal v. Union of Indi, 2015 년 인도 대법원에서 인도의 온
라인 연설 및 중개 책임 문제에 대해 판결한 사례)’에서 법무팀을 지원했고,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
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Forbes 30 under 30 Asia)'에서 인도의 법과 정책 부문 리더에 선정되었다.
2019년, 영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외무성 장학금을 수여 받았고, 영국 국방대(Defence Academy)에서
연구사업을 완수했다. 그는 방갈로 소재 인도국립법과대를 졸업했고, 대학 시절에는 법과 기술에 관한 인
도 저널(Indi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의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Raman Jit Singh Chima serves as Senior International Counsel and Asia Pacific Policy Director
at Access Now,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sation's team of global
public policy staff in protecting an open Internet and advancing the rights of users. He also
coordinates the organisation's work on cybersecurity policy as global cybersecurity lead. He
was a founding volunteer with India's landmark SaveTheInternet.in campaign for net neutrality
and co-founded the Internet Freedom Foundation in India - where he currently chairs the
board of trustees. He assisted the legal team involved in the Supreme Court of India's landmark
Shreya Singhal v. Union of India judgment on Internet free speech, and has been included in
Forbes Magazine's 30-Under-30 list of leaders in India under the Law and Policy category. In
2019, he was awarded a Chevening Cybersecurity Fellowship and completed a programme of
study at the Defenc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Raman is a graduate of the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at Bangalore, where he was chief editor of the Indi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281

Theme Session 2

프로필ㅣProfile

주제별세션 2
SHRC 2020

발제자 | Speaker

마이클 베일 Michael Veale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과대학 디지털 권리 및 규제 강사
Lecturer in Digital Rights and Regulation,
Faculty of Laws, University College London

주제별세션 2

프로필ㅣProfile
마이클 베일(Michael Veale) 박사는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법학부의 디지털 권리/규제 분야
강사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법률/정책 간의 접점을 연구하고 있으며, 법률과
컴퓨터 과학 두 분야에 걸쳐 연구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잉글랜드/웨일즈 사무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영국왕립학회(Royal Society),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보고서를 집필 또는 공동집필하
였으며, 그의 연구는 영국 및 전세계 주요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디지털 권리 기구인 폭
스글로브(Foxglove), 오픈라이츠그룹 (Open Rights Group) 및 에이다 러브레이스 기관(Ada Lovelace
Institute)의 데이터 재편 프로그램 (Rethinking Data programme) 실무단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Dr Michael Veale is Lecturer in Digital Rights and Regulation at the Faculty of Laws, University
College London. He specialises in the intersection of law and polic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publishing both legal and computer science
scholarship. He has authored and co-authored reports for a wide range of organisations,
including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the Royal Society and the British Academy,
and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His research has been covered widely in all major UK
media outlets and many international ones. Dr Veale sits on the advisory councils to the digital
rights organisations Foxglove and the Open Rights Group, and on the working group of the
Ada Lovelace Instiute's Rethinking Data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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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ㅣCareer
진보네트워크센터 상근활동가 (199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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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 정책의 정보인권 측면의 문제점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도입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
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와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 위치정보, 취향과 인적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

주제별세션 2

의 수집, 처리, 공개가 이루어진다. 한국처럼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감시 조치가 방역에 효과적인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심도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더구나 한국은 해
외 입국의 제한이나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혹은 통행 금지와 같은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감염자의 수를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 방역 정책은 그 효과성과 함께 인권의 기준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84년
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시라쿠사 원칙을 채택하여 기

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공중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을 간섭하는 일은 최후의 방편으로만 가능하며, 시라쿠사 원칙에
따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이슈
(1)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원인 및 접촉자의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의 독

특한 점은 환자들의 인터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록,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추가
정보를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접촉자 추적앱
(Contact Tracing App)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학조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
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정밀한 접촉자 추적이 힘든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기술을 통해 이미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인적사항, 개인의료정보,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CCTV 영상정보),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단체 및 개인

에게, 법원이나 다른 감독기관의 허가 절차도 없이 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6일, ‘코

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등
28개 기관을 연계한다. 7월 1일에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KI-Pass)이 연계되어 코로나19 역학

1) 이 발표문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행한 <코로나19와 정보인
권>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원문은 http://idr.jinbo.net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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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의 과거 동선 추적을 통한 접촉자 식별과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진단 및 격
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진료기록, 신

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영상정보 등은 모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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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시설 출입이력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허용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적

절한 감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터뷰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
며, 그 전에 확진자의 구두 진술로 왠만한 정보는 다 확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에 대한 인터뷰 외에 어느 정도 비율로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
적인 정보의 수집으로 인터뷰의 내용이 보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차이는 역학

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으로 인

터뷰의 내용이 일부 보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용성이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할만한 정도인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간혹 일부 확진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숨긴 사례가 기사화되고 해당 확진자는 사회적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확진자의 무책임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역학
조사가 얼마나 프라이버시 침해적일 수 있는지 드러낸다.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한 학원강사는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겨 추가 감염을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에 해당 클

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도된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쏟아졌

고, 동선 공개를 통해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음

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거짓말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과 같은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면 과연 거
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다른 사례로 한 확진자는 가족들이 교회 활동을 반대해 교회

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처럼 불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드
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다.

감염병 의심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잠재적인 접촉자 파악을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지국 접속정보의

수집은 감염병 의심자 개념의 남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수집은 특정 시간
에 특정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무더기로 제공받는 방식인데,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

에서의 감염 발생으로 관련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보건당국은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했다. 이동통신사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자정에서 새벽 5
시 사이에 해당 클럽 주변의 17개 기지국에 접속한 내역을 기반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

들의 명단을 선별해 제공했는데 그 수는 10,905명에 달했다. 이처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병 의심자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더구나 개인정보 수집의 역학적인 근
거도 불분명하다. 해당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한 날은 5월 2일 새벽이었는데, 기지국 접속정보
를 요청한 기간은 그 이전인 4월 24일부터였으며, 시간대도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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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는지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정보의 입수에는 시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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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
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

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지국 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할지도 모호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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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확진자와 격리자 정보를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
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환자가

2018년에도 발생했고 독감 환자 역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의 종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답변은 모순되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해도 되는지, 파기한다
면 언제 파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
(2) 확진 환자의 동선공개

국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이다. 지난 2018년 메르스가 발발

했을 때 감염병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반
성으로, 투명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되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조사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 환자의 일련번호, 성별 및 거주지역, 주요 동

선(환자가 방문한 일시 및 장소), 확진일시 및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또한 확
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자로 확진자 발생 여부 및 주요 동선을 문자
로 발송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추적하더라도 접촉

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확진자가 식당에서 식사
를 했을 경우 확진자 주변에 어떠한 손님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혹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에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세세해 일부 확진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 발언에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한 확진자는 부인과 자녀는 음성 판정

을 받았지만 처제는 양성 판정을 받아 불륜이 아니냐는 비난에 시달렸다. 또한 한 지자체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확진자 발생 공지에서는 성씨, 성별,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뿐만 아니라 남
자친구가 신천지 교인인 사실도 공개하여 당사자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확진자가 되었을 때 찍힐 낙인을 감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확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

역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여 자
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 환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역학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9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여 동선공개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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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동선 비공개,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 내용 삭제, △

성별,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등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환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의 확진자가 있었던 장소 목록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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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도 여러 차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개정하여 동선 공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혹은 홈페이지의
도 있다.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감독

을 강화해야 한다. 동선 공개의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동선 공개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공개된 동선을 통해 자신이 접촉자임을 인지하게 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동선 공개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당 장소에 가
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안심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클지도 모른다.
(3)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해 시설격리 혹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보건복지
부의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동작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휴대폰 움직임이 2시간 동안 없으
면 2회에 걸쳐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 확인을 하게 된

다. 오전, 오후 하루 2회 이상 증상발생 여부를 앱이나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담당자(전담공무원용 앱이 별도로 있다)는 1일 1회 유선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자가격리앱은 동의에 기반하여 설치한다고 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93.8%인데 해외 입국자는 95.5%, 국내 접촉자는 87.8%가 앱을 설치

했다고 한다. 나아가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명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

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손목밴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안심밴드의
착용이 본인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되고 시설격리 비용
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확진자들은 환자이고 자가격리자들은 잠재적인 환자이다. 그러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안심밴드 정책은 자가격리자를 잠재적인 가해자, 그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
한다. 나아가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손목밴드와 같은 감시장치의 도입이 다른 영역에서도 쉽게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음 도입되었던 위치추적 전
자장치가 범죄자도 아닌 자가격리자로 확대되었다면, 향후에 또 다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더욱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4) 출입자 명단 작성의 의무화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전파 추세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집합

제한 혹은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단지 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넘어 특정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287

Theme Session 2

동선공개 방식은 지침에 따라 변경했지만,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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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기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화의 문제는 정부가 언제든 해당 시설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어디에 출입하였는지가 정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출입자 명부 작성의 의무화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모든 시민
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시적인 감시에 가깝다.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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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적인 감독의 필요성

앞선 여러 이슈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
한 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필요성 및 비례성 판단을 공중보건

집행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공중보건 집행 당국의 특성상 집행의 효율성 및 의

료적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다
른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등 독립적인 기관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감독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할 필
요가 있다.

(2) K-방역의 물질적 기반

과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델이 가능했던 기
술적, 사회적인 조건이 존재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몇 시간만에 개인의 2주간의 행적
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시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 문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 국의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주요 사회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자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새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통신 실명제를 통한 모바일 기기의 추적 가능성,

전국에 광범하게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이 그것이다. 물론 한국만이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시스템을 함께 갖추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지금은 감
염병 대응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민에 대한 감시 체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감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데,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입벙이 오히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3)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는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국가 감시의 위험

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다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

다. 첫째,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한 감시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진정으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균

형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요인이 감염병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에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수단의 효과를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

공적인 방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정책은 단지 보건의료적 측
면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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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Human Rights Issues Found in Korea’s Response to COVID-191)

Oh Byoung Il (President of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internationally well-received response of South Korea against COVID-19 is
built on detaile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n confirmed patients which
identified those who could have been in contact with the patients, isolating those
suspected of infection, and actively testing for COVID-19. During this process,
there was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closur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health, geographic location, personal
tastes, and relationships. Korea is a rare case in which the technologies for
surveillance and collection of such a vast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strongly adopted. Despite uncommonness, Korea's case is worth taking a step
further to study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that such strong surveillance
measures are globally praised as effective in combating COVID-19. Furthermore,
the country did not implement strict restrictions on movement such as imposing
curfews, lockdowns on certain regions, or blocking the entry of travelers from
overseas, yet it managed to be successful in containing COVID-19 and keeping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low.
In addition to its effectiveness, the measures Korea implemented to fight against
COVID-19 are worth assessing with the human rights standards. Already in
1984,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dopted the Siracusa Principles to
propose specific conditions and evidence required to limit basic human right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lso declared that interfering in
human rights to attain a public health goal is possible only as a last resort and
that all the requirements based on the Siracusa Principle need to be met for the
action to be justified.
2. Information Human Rights Issues in Responding to COVID-19
1) This document is written based on the report titled, "COVID-19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co-published b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and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and the original text of the report can be downloaded here: http://id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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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Contact-tracing on Patients of Epidemics
When a confirmed case emerges,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egin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infection and the people who came in
close contact with the confirmed person. What is unique about Korea’s
epidemiological survey is that it does not rely simply on interviews with the
patients. The information is complemented via additional sources like medical

주제별세션 2

records, and credit card transactions because the subjects of the interviews may
not remember well or give false testimony. Also, Korea does not use
contact-tracing apps widely used overseas in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Such countries experience restriction in conducting detailed tracking and tracing
due to protection of privacy even i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soar to the
point that epidemiological surveys cannot handle all of them. Unlike these
countries, Korea has been utilizing technologies for surveillance and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actively seek and identify those who could have been
exposed to COVID-19.
Article 76-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DCPA)
stipulates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mayors or governors may request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medical and immigration records, other information for monitoring
movement (credit card, debit card and pre-paid card's statements, the record on
the use of transportation cards, and CCTV data), and location information if
these are needed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and block the spread of infection.
They can gather information on practically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this is possible without any procedure for permission from a supervising
organization or court.
On 26 March 2020,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DCA launched the COVID-19 Smart
Management System (SMS) to shorten the time needed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COVID-19 SMS automates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and
links 28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DCA, and the supporting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thre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22 credit card companies. On 1 July, it was linked with the
Korea Internet Pass (KI-pass), a digital entry log, which enabled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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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al survey.
It is hard to deny that identifying those who were in close contac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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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to check information on who entered a particular facility needed for the

confirmed patients through tracking and tracing patients' movement and taking
active measures on identified contacts (for them to be tested and quarantined)
medical logs, credit card statements, transportation card records, and CCTV clips
are all highly personal information. Even if their collection is permitted,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supervising mechanism to control and prevent abuse by
ensuring that they are collected at a minimum level. Additionally, an assessment
based on data is needed to prove how helpful additional information acquired
from sources other than basic interviews were. This is because obtaining
additional information takes time, and it may be possible to acquire most of the
needed data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confirmed patient. A study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ratio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collected besides
information

from

basic

interviews,

how

much

the

additional

information

complements the data from the interviews, and whether the difference carries
implication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Even if the additional information
does serve a complementary role, whether it's worth invading the privacy of the
confirmed patient is a question to examine.
In some cases, stories of certain confirmed patients concealing their movement
made news and those people are suffering from harsh criticism in society.
However, this cannot be simply considered as an irresponsible act of the patient,
and rather, it reveals how much epidemiological surveys can infringe upon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May 2020, a cluster broke out at a club in Itaewon.
A private academy instructor was lambasted for hiding his job and routes, and
having contributed to COVID-19 spreading. Ultimately, he was arrested and
indicted, leading to a six-month prison term. However, at that time, severe hate
speech against sexual minorities poured out after it was covered in the media
that the club was where the minorities often gathered. Taking into account the
fear the person had in being outed by having his routes disclosed and possibly
being dismissed from work, it is not right to simply put all the blame on the
person.

If

it

were

not

for

the

social

atmosphere

that

stigma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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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o curbing the spread of the epidemic. However, information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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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ed against sexual minorities and the invasion of privacy from
information disclosure, would there have been any need to lie? In another case,
a confirmed patient lied to hide that the person was attending a church because
the family opposed the person going there. Everyone has something they want to
hide even if it's not something illegal.
It is also problematic that the definition of those suspected to be infected with

주제별세션 2

the virus is ambiguous, as it can be abused to indefinitely expand the scope of
those who fall under it. Since they are defined as "people suspected of being in
contact with a confirmed patient," and "people with the risk of infection," the
scope can be significantly expanded depending on the decisions public health
authorities make.
The fact that data on connection to base stations is collected in the name of
identifying suspected contacts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illustrates how
vague definitions can be abused.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receiving
large lumps of data on mobile connections to particular base stations at a
particular, and this can be done at the request of public health authorit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any permission from courts. For instance,
when identifying people who had a chance of being infected with the virus from
the cluster outbreak at an Itaewon club in early May, the city of Seoul and
public health authorities requested the connection data from base stations to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he companies provided the data on those who
stayed more than 30 minutes in the area near the club between midnight to 5
AM. between 24 and 6 May from the nearby 17 base stations. The total number
of people on the list were 10,905. As it is evident, suspecting that over 10,000
people have contracted the virus is excessively stretching the vague definition.
Furthermore, the epidemiological basis for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mains unclear. The day the confirmed patient visited the club was around
dawn on 2 May, but the information requested asked began with data from 24
April, and the window of time was from midnight to 5 AM. It can't be helped
but to wonder whether it was actually a means to identify those who frequently
visit the Itaewon club rather than trying to track those who could have
contracted the virus.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filed a constitutional appeal
saying that how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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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d information from the base stations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control
one's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and freedom to privacy, communications,
and action.

SHRC 2020

KDCA, the mayor of Seoul, and the Head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t is also unclear for how long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Jinbonet requested to the KDCA, the KDCA answered that
they still have not destroyed information on confirmed patients and those who
were isolated collected after the outbreak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in 2015.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aid in a press release material announcing
the official launching of COVID-19 SMS, "Above all, the data platform is a
temporary measure put in place to cope with COVID 19. The system as well as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stored, will be deleted upon completion of the
official response to the disease." However, the KDCA did not answer the
question Jinbonet asked regarding what is the standard to decide "the completion
of the official response to the disease." In addition to the 2015 outbreak, there
was another one in 2018, and cases of influenza emerge repeatedly, so
depending on how the standards are set, the "completion of the official response
to the disease" may never come. Hence, it is evident that the government's
answers are contradictory, and there is wanting legal evidence on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while responding to an epidemic should be
destroyed, whether it can be stored, and if it has to be destroyed, when that
should take place.
(2) Disclosing Whereabouts of Confirmed Patients
Disclosing information on movement routes of confirmed patients was the most
controversial in Korea. When MERS broke out in 2018, there was criticism
raised in the society regarding not having released information on the epidemic
properly.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transparency was a principle i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After investigating those who were in close
contact with the patients, each local government released information such as the
patient's serial number, gender, residential area, main routes (time and lo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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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responding to the epidemic will be stored. Based on the reques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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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sits), date of confirmation, and the medical facility the patient was tested
via their websites. Also, whenever confirmed cases emerged, people living in the
area were sent a text telling that another person got infected and the patient's
main routes. The reason routes were disclosed was because there were times
when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ose who could have been in close contact
with the patient even i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r
example, if a confirmed patient had a meal at a restaurant, it is difficult to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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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re those who ate in the restaurant at that time. Hence, disclosing routes
is to allow citizens who have similar routes to know and prepare in advance.
However, there were times when routes and personal information released to the
public were too detailed that some confirmed patients were exposed to
groundless condemnation, assumptions, and hate speeches. For example, a person
had to bear with accusations that he had an affair with his sister-in-law because
she tested positive while his wife and daughter tested negative. Also, an
announcement on a confirmed case a local government leader posted on
Facebook contained information such as the confirmed person's name, gender,
and not only the apartment she lived in, but the fact that her boyfriend is a
member of Shincheonji Church of Jesus. She explained she had to suffer from
all the malicious comments online. According to a survey, when people test
positive, they fear being stigmatized more than having contracted the virus.
Excessiv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invades the confirmed
patients’ privacy but also undermines the efforts to stem the spread of
COVID-19. Those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the virus may be hesitant to
report themselves or avoid being tested out of concern for their privacy.
Moreover, this may induce confirmed patients to be less honest about their
routes, ultimately creating obstacles in carrying about accurate epidemiological
survey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released a statement in his name on 9 March urging for improvement
in the way confirmed patients' whereabouts are disclosed, and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revised the "Disclosure Guidance on Routes and
Information of Confirmed Patient" multiple times and improved the method of
disclosing the informa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principles were established:
△ Details of home address and the name of the workplace are not disclo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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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such as gender, age, and nationality.
What is most crucial is that rather than disclosing movement paths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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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veryone in contact has been identified, conceal information on routes, △

patients chronologically, lists of locations confirmed persons have visited were
provided.

individual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In other times, although the
method of disclosure did change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y expose
personal information in briefings. Thus, stronger supervision is needed to monitor
local governments on whether they are reflecting, in reality, the guidelines from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Q. There is also the ne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closing routes. There has been no data on how many have
realized they were in contact with a person who tested positive through the
disclosed information on rout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leasing the
information. Maybe the disclosure generating a bigger impact on psychology—
providing people with the relief that they weren't at the locations confirmed
people went to.
(3) Monitoring Those in Self-quarantine
The IDCPA Act states confirmed patients and those suspected of being infected
can be subject to quarantine in a facility or at home. To better manage those in
quarantine,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monitoring through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from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d the
Self-Diagnosis app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pp for
self-quarantine targets contacts of confirmed persons and those who traveled to
Korea from overseas while the Self-Diagnosis app is for those exempt from
self-quarantine among travelers who came to Korea. The self-quarantine app has
a motion-sensing function, so if no movement is detected on the mobile, a
pop-up message will appear twice, and if the quarantined person does not
respond, the assigned government officer will call to check. The monitoring is
done via phone calls or the app at least twice a day, once in the morning and
once in the afternoon, to ask if any symptoms appeared, and the assigned officer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295

Theme Session 2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release information on route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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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separate app for the assigned worker) will call once a day to check
the general condition.
As for the app on self-isolation, it is installed based on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but in the case of those coming to Korea from overseas, entry into
the country is permitted only if they installed the app, so it is mandatory in
reality. On 10 June 2020, the installation rate of the safety protection app was
93.8% with 95.5% of travelers entering Korea and 87.8% of domestic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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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d the app. Furthermore, the government decided to put electronic
wristbands that act as a tracker on those who have violated the self-quarantine
rules in the name of cracking down on the violation despite opposition from the
NHRCK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explained putting on
the wristband is based on the consent of individuals, but refusal means the
individuals will be quarantined in facilities, and they will have to burden the
cost of the stay. Hence, it is hard to call this voluntary consent.
Those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are patients and those under
self-isolation are potential patients. However, the app for self-quarantine and the
wristband policies treat those under quarantine as potential perpetrators and
someone who should be monitored and controlled. Moreov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concerned about whether the adoption of monitoring devices
such as the wristbands will be easily implemented in other areas as well. If
electronic devices that were first used to monitor some sexual offenders
expanded to those in quarantine, who are not criminals, then it would be easier
for such devices to be used to control different sets of groups.
(4) Making Visitors Log Mandator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ordering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on
gathering at venues such as restaurants, cafe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depending on how fast COVID-19 is spreading. Going beyond limiting or
prohibiting gatherings to keep social distance, they made it mandatory to have
people write entry logs when going into certain faciliti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adopted the use of Korea Internet Pass (KI-Pass), which uses QR
codes to log entry, stating that manually written logs down lack accuracy.
The problem with the mandatory entry log is that the government is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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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where individuals go to is monitored by the government's surveillance.
Also, the mandatory logging does not target only those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or those suspected of contracting the virus. The fact that all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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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at any time who entered any particular building at any time. In other

have to do this shows that the policy is practically surveillance at all times.

(1) Need for Independent Supervision
The fundamental issue underneath all the aforementioned issues is the absence of
a supervision system to properly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abuse of
power. The current IDCPA leaves the judgment on the necessity of and
proportional enforcement to public health authorities and the decisions they mak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ities, it is most likely that they
prioritize efficiency in enforcement and the need from a medical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consideration for basic rights such as the citizen's right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latively low. There is the need for
an independent institution such as the NHRCK 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to play the supervising role and provide relief if
needed when human rights are infringed upon amid an outbreak of an epidemic.
(2) Material Means Enable Korea’s Response to COVID-19
Would other countries be able to emulate Korea's response model?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Korea was able to implement its model thanks to its
techn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other words, Korea has the material means to
keep society surveillance, and it can identify in detail the whereabouts of an
individual for the past two weeks in a matter of a few hours. For Instance,
Korea has the consumption culture where the use of credit card is widespread,
the system to allow the use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with a single
transportation card,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s linked with each other
thanks to the prevalent use of identifiers called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key social sectors, the ability to track mobile devices as citizens have to go
through real-name verification when subscribing to mobile phone plans, and
countless CCTVs installed nation-wide. Of course,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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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to have such surveillance systems established, but it is rare for
countries to have all of them. At the moment, they are utilized for the public
good to fight against the epidemic, but it is crucial to remember that they can
be used as surveillance means targeting citizens at any time. This is why when
putting in place a surveillance system, the process to create social consensus is
necessary. However, the process of revising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showed how the act was used as an instrument to justify

주제별세션 2

limiting basic rights rather than protecting them.
(3) Did Korea’s Response to COVID-19 Successful?
Are the risks of surveillance at the national level, and limited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unavoidable as it was in Korea to contain an epidemic? In-depth
studies and discussions are required before a conclusion is made on the question.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a scientific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urveillance technologies used in Korea in response to the epidemic. Secondly, a
balanced assessment needs to be carried to find out what are the factors that
truly influenced the results of the response. As multiple factors are involved in
the response against COVID-19, it is vital to not overestimate the eff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surveillance. Third, discussions on what is
truly a successful response against COVID-19 are required, and the policies
implemented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but
also from social, economic, and human rights aspects.

298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299

주제별세션 2
SHRC 2020

주제별세션 2
300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301

주제별세션 2
SHRC 2020

주제별세션 2
302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303

주제별세션 2
SHRC 2020

주제별세션 2
304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305

주제별세션 2
SHRC 2020

주제별세션 2
306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307

주제별세션 2
SHRC 2020

주제별세션 2
308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309

주제별세션 2
SHRC 2020

주제별세션 2
310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2
SHRC 2020
Theme Session 2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20

311

주제별세션 2
SHRC 2020

토론자 | Pan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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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 - 1998. 2 Master in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85. 3 - 1994. 2 Bachelor's degree in Medicine
Medical Colleg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경력ㅣCareer
94. 3. 1 - 95. 2. 28 전남대병원 인턴 근무
95. 3. 1 - 98. 2. 28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 전문의 수련
98. 4. 17 - 01. 4. 17 국군군의학교 군의관 복무(예방의학교관 및 교리장교)
01. 4. 18 - 02. 2.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책임연구원
02. 3. 1 - 02. 8. 3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강사
02. 9. 1 - 04. 8. 3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강사
04. 9. 1 - 09. 3. 3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09. 7. 15 - 10. 7.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보건사업팀 팀장직무대리
09. 4. 1 - 14.11. 2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14.11. 22 –16. 8. 28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16. 8. 29 –20. 6. 30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20. 7. 15 – 현 재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2020.7 – present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University of Seoul
2016.8 – 2020.6 General Director, Bureau of Civil Heal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11 – 2016.8 Chief Executive Officer, Seobuk Civil Hospita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4 – 2014.1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yang University
2004.9 – 2009.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yang University
2002.3 – 2004.8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yang University
2001.4 – 2002. 2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1998.4 – 2001. 3 Research Officer, Depar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 the Armed Forces Health Service School
1995.3 – 1998.2 Resident,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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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KO HakSoo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me Session 2

학력ㅣ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Ph.D.), 1993-200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J.D.(법학), 1995-1998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9-199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5-1989
Columbia University, Ph.D. in Economics, 1993-200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J.D., 1995-1998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in Economics, 1989-1991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Economics, 1985-1989

경력ㅣCare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부원장(학생담당) (2011 – 2012)
독일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FRIAS) 방문학자 (2019)
벨기에 브뤼셀 프라이버시 허브 방문학자 (2016)
미국 버클리 (UC Berkeley) 로스쿨 방문학자 (2015 – 2016)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방문교수 (2011 – 2012; 2013)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20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5 – 2007)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2004 – 2005)
뉴욕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로펌 변호사 (2000 – 2004)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Korea, 2007 - present
Guest Researcher, Freiburg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FRIAS), 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 2019
Visiting Scholar, Vrije University Brussels, Brussels Privacy Hub, Belgium, 2016
Visiting Scholar, UC Berkeley School of Law, Berkeley, USA, 2015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Hamburg Institute of Law and Economics, Germany, 2011-2012
Visiting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aculty of Law, Singapore, 2008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Law, Seoul, Korea, 2005-2007
Foreign Attorney, Shin & Kim, Seoul, Korea, 2004-2005
Attorney, Hughes Hubbard & Reed LLP, New York, USA, 20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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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서채완 SUH ChaeWa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Attorney at law, The Committed of Digital Information,
Minbyun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주제별세션 2

학력ㅣEducation
2006-2012: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정치외교학과 학부 졸업
2013-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졸업
2017-201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헌법 전공) 수료
Korea University 2006-2012: College of Liberal Art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achelor of Arts & Bachelor of Political Scienc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2013-2016: Juris Doctor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7-2020: Depart of Law, PH. D. Candidate in
Law(Constitutional Law) (All But Dissertation)

경력ㅣCareer
2016-2017 :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주사(6급)
2017-현재 : 생명안전 시민넷 법률위원회 위원
2017-현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변호사
2017-현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변호사
2019-현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2019-현재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6-2017 : Junior Official for Administration (C6), Secretaria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7-present : Member of the Legal Committee of the Life Safety Citizen Net
2017-present : Full-time lawyer for the Public Right Advocacy Center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2017-present : Lawyer for the Secretary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2019-present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2019-present : Co-chai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alition for Enactment of the
Candle Youth Right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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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과 인권
기획위원 : 이영문(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은 전 세계의 보건환경과 경제사회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
다. 이 변화는 인권 분야도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장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신장애인은 팬데믹 전부터 장기간 집단수용 생활, 영양·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기저질환 발생률이 높
고 이는 정신장애인 확진자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병원시설 장기입원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환자들과 달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래된 사회적 편견의 존재는 정신장애 확진자의 치
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6∼10명 이상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병상도 없는 온돌방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감염 예방 인증은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하여 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유린 현장을 분석하고 향후 정
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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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Coordinator : LEE YoungMoon(Presiden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주제별세션 3

I. Concept Note
The COVID-19 pandemic is causing various changes in the global health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The human rights sector is not an exception to these changes.
The death toll from COVID-19 is concentrated on the elderly with underlying diseases, seniors
aged 65 or more, and the disabled. In particular, the mentally disabled have been living in groups
for a long time even before the pandemic and showing a high incidence of underlying disease
due to a lack of nutrition and exercise. These have been leading to a high mortality rate of the
mentally disabled who were infected, revealing a detriment of long-term hospitalization in mental
care centers. Also, unlike other patients, the existence of long-standing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is making it more difficult to treat the infected among them. The fact that
COVID-19 infections frequently occur in mental care centers –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do not
receive certification for infection prevention – where six to ten mentally disabled patients are
put together in an ondol (heated floor) room without hospital beds, clearly demonstrates how
poorly the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are being respected in this pandemic situation.
Consequently, this session seek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mentally disabled
caused by COVID-19 and discuss measure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mov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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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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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문

LEE YoungMoo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Presiden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발제자 | Speaker

남윤영

NAM YoonYoung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Medical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토론자 | Panelist

신석철

SHIN SukChull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Center Director, Songpa Mental
Disabled Center for PeerSupport

토론자 | Panelist

염형국

YOUM HyungKuk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Attorney, Human Rights Law Foundation

발제자 | Speaker

박종언

PARK ChongEon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Editor in Chief, Mindpost

토론자 | Panelist

김양균

KIM YangKyun

쿠키뉴스 몬스터랩 랩장 & 의학기자
Lab Leader & Medical Reporter,
Kukinews Monster LAB

토론자 | Panelist

김종옥

KIM JongOk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Leader, Seoul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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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ㅣModerator

이영문 LEE YoungMoo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Presiden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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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ㅣEducation
1981-198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7-1991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1993-199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2000-2001 미국 텍사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수료
2003-2004 호주 멜버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정신보건학 석사수료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981-1987)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1993-1995)
Yonsei Medical Center, Severance Hospital, Psychiatric Residency(1987-1991)
University of Texas,School of Public Health,MPH Candidate(2001-2003) University of Melbourne,
School of Population Health,MPH Candidate 2003-2004

경력ㅣCareer
1994-2007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2007-201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2008-2011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신건강연구소장
1999-2001 미국 텍사스대학교 보건대학원 방문교수
2007-2013 중앙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2013-2015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2017-2019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sychiatry, Professor 199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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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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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영 NAM YoonYoung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Medical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NCM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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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ㅣEduc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의학) (2003-200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의학) (2002-200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의학) (1988-1994)
Doctor of Philosophy 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Medicine, Seoul,
Rep. of Korea (2003-2008)
Master of Science 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Medicine, Seoul,
Rep. of Korea (2002-2003)
Bachelor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t. of Medicine, Seoul,
Rep. of Korea (1988-1994)

경력ㅣCareer
의료부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현재)
국제 펠로우, 미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6-2018)
기획홍보과장, 국립서울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2006-2016)
사무총장,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4-2016)
위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07-2012)
사무총장, 한국자살예방협회 (2004-2005)
Medical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 of Korea (2018- )
International fellow,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DHHS,
USA (2016-2018)
Director, Division of Planning & Public Relations,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 of Korea (2006-2016)
Secretary general,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Rep. of Korea (2014-2016)
Member,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Rep. of Korea (2007-2012)
Secretary general, Korea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Rep. of Korea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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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ㅣEduc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1990~1997년)
Department of Portugues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경력ㅣCareer
의회신문 정치부 기자 (2001~2002년)
서울시정신보건가족협회지 편집장 (2008~2009년)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2018~현재)
Political Journalist, Council Newspaper (2001 - 2002)
Editor-in-Chief, Seoul Family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2008 - 2009)
Editor-in-Chief, Mindpost (2018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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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신석철 SHIN SukChull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Center Director, Songpa Mental Disabled Center for PeerSupport

주제별세션 3

학력ㅣEducation
1996 2 14 행당초등학교 졸업
1999 2 14 광희중학교 졸업
2002 2 14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졸업
1996 Feb 14 Finished Elementary School at Haengdang Elementary School
1999 Feb 14 Finished Middle School at Gwanghee Middle School
2002 Feb 14 Finished High School at Dongho Information Technical High School

경력ㅣCareer
2014. 04. 01 ~ 2015. 12. 31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사
2016. 01 01 ~ 2017. 02,. 16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17. 02 17 ~ 2017. 10. 31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2018. 11 15 ~ 현재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2014. Apr. 01 ~ 2015. Dec. 31 Joined the Korea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2016. Jan. 01 ~ 2017. Feb. 16 Executive Secretary of the Korea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2017. Feb. 17 ~ 2017. Oct. 31 Director of the Korea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2018. Nov. 15 ~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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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김양균 KIM YangKyun
쿠키뉴스 몬스터랩 랩장 & 의학기자
Lab Leader & Medical Reporter, Kukinews Monster LAB

Theme Session 3

학력ㅣEducation
2017. 3월 ~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재학 중
Mar, 2017 - Presen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jor 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경력ㅣCareer
언론 경력
2017. 5. ~ 현재 쿠키뉴스 의학기자. 탐사보도팀장, 건강생활팀장, 몬스터랩장
2014. 6. ~ 2015. 4. 시사주간지 탐사보도
2010. 1. ~ 2012. 3. 시민사회신문 사회부
수상
2020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보도 부문)
2020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11월)
2019년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언론상 '올해의 의과학취재상'
2017년 전남대병원, ‘5•18 보도 공로상’
저서
'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부터 청도 대남병원까지: 포스트 국가 정신장애돌봄을 위한 스티그마 해소 방안 고찰’
(은행나무출판사, 12월 출간 예정.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길위의 인문학' 선정 도서)
' 김양균의 현장보고’ (넥서스/지식의숲, 2021년 3월 출간 예정)
Press Career
May, 2017 - Present
KUKINEWS Investigative Report Team Leader, Healthcare Team Leader, Monster Lab leader
JUN, 2014 - Apr, 2015
Weekly Newspaper SAGUNIN Reporter
Jan, 2010 - Mar, 2012 INGOPRESS Reporter
Award and Honor
Award in Journalist of Korea Internet Newspaper Award, Korea 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 2020
Award in Report of the Month,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2020
Award in the Medical Science Report of the Year, Korea Science Journalists Association, 2019
Award in Report of 5•18 Democratic Uprising, Cho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17
Book
"From Dead of a Psychiatrist to Mass Infection in Daenam Hospital: A study on the Post Community Care of
Psychiatric Disorder" (A publishing schedule for De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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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Panelist

염형국 YOUM HyungKuk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Attorney, Human Rights Law Foundation

주제별세션 3

학력ㅣEducation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1992-1996)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2007-2009)
스탠포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2009-2010)
Bachelor's degree in Law, Kyung Hee University (1992 - 1996)
Master's degre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NGO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007 - 2009)
Visiting Scholar, Center for East Asia Studies, Stanford University (2009 - 2010)

경력ㅣCareer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2002-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2016-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019-현재
Graduate of the 33rd Class of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02-2004
Attorney,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2004 - present
Head, Seoul Bar Association Pro-bono Support Center 2016 - present
Member, Seoul Metropolit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9 - present
Member, Human Rights Affairs Committee, Korean Bar Association 2019 - present

362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Theme Session 3
SHRC 2020

토론자 | Panelist

김종옥 KIM JongOk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Leader, Seoul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Theme Session 3

학력ㅣEducation
1981-1985.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1992-1994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철학과 수료
1981 - 1985 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1992 - 1994 Master’s degree in Eastern Philosophy, General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경력ㅣCareer
2019- 현재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2019- 현재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017-2018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2017- 현재 서울시마을공동체미디어 동작FM 대표
2015-2016 서울시시민대학 강사(철학)
2017-2018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삶의창’ 정기칼럼 필자
* 저서 : ‘공자 지하철을 타다’ / ‘장자 사기를 당하다’ / ‘지구는 살만한 행성인가’ / ‘처음만나는 공자’
/ 철학의 시작’ 외
2019 – present Director,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Seoul Branch (&
Deputy-director,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19 - present Director, Seoul Support Center for Family with Disability
2017 - 2018 Deputy-director,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Seoul
Branch
2017- present Head, Seoul Mauel Community Media Dongjak FM
2015 - 2016 Instructor, University of Seoul (Philosophy)
2017 - 2018 Writer of Regular Opinion Piece Called "Window to Life," The Hankyoreh
* Book: “Confucius Takes the Subway, ” “Chuang Tzu Gets Cheated,” “‘Is Earth a Good Place to
Live In,” “Meeting Confucius for the First Time,” and “Beginning of Philosophy,”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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