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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협약 재체결
・ 감동 2018년 정기 이사회
・ 화우공익재단 이주민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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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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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기 전자 총회
・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 입법 활동 지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 입법 제안’ 연구보고서 제출

・ 2017년 연간 보고서 발간
・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공동행동 참여 및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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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상반기 시민사회간담회 참석
・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인천 출입국항 현장 조사 방문

・
・
・
・
・
・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이주인권연구회 개선안 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조직변화지원사업 <조직변화실험실> 참여단체 선정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사무국 활동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발언
휴먼아시아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강연
유엔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방한 기념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참석

・
・
・
・
・
・

서울글로벌센터 간담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난민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KOREFF 2018 난민 영화제 사무국 활동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문화제 ‘MEET & GREET' 참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이주외국인난민팀)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기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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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

・ 유
 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보고대회 기획 참여 및 발표
・ 상반기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대상 법교육

・ 난민 혐오 대응 간담회
・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정책 워크샵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제2침해구제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참여

・
・
・
・
・
・
・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보고대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기획 참여 및 발제
감동 사무실 확장 이전
감동 2018년 워크숍
서울행정법원 난민 단체 간담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참여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조례얀’ 마련 및 입법 촉구 운동 진행
‘이주아동 법률사례 연구집: 경기도 이주아동의 보육 권리’ 집필

・
・
・
・
・
・
・
・
・
・
・
・

제12회 이주민 영화제 GV 참여
제2회 감동 사랑방 개최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기념 난민인권네트워크 간담회 참여
국제법학자대회 : 국제법 현안과 한국의 대응 ‘난민심판원도입 대한 비판적 고찰회’ 토론
하반기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대상 법교육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참여
‘REFUGEE WELCOME' 문화제 참여
한국이민정책학회 월례포럼 발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토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및 공익인권법학회 강연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 강연
매주 목요일 KBS 3라디오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전화 연결 시작

・
・
・
・
・
・
・
・

서울시NPO지원센터 조직변화지원사업<조직변화실험실> 간담회 참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이주아동 분야 NGO보고서 제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 외국인 자녀 중심’ 토론회 (법무부 인권국 주최) 발제
‘이주와 난민의 시대: 제2세션 난민 문제와 공생 가능성’ 토론회 토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토론회 발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소위원회 외국인보호시설 실태 점검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 발족식 참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과 소수자 인권 실무’ 강의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 공동사무국 제네바 현지 로비 활동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19 공모배분사업 선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이주민 매뉴얼 집필 참여

2018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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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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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공동행동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시민사회 간담회

‘REFUGEE WELCOME' 문화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간담회

┃4┃

┃5┃

┃6┃

┃10┃

┃11┃

┃12┃

제4회 난민영화제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정책 워크샵

감동 사무실 확장 이전

난민인정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 대응 시
민사회 사무국 제네바 출장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2018 연간보고서

5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감동의 감동적인 활동
법률 지원 이야기
임금도 못 받고 쫓겨난 C씨 이야기
C씨는 한 공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실수로 C씨의 고용허가신청 기간
을 놓쳐버리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람에, U씨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졸지에 체류자격이 취소되어버렸습니다.

범죄 피해 이주여성 A씨 이야기
A씨는 고국에 어린 딸을 둔 채 홀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였습니다. 그런 A씨를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이 ‘단속이 뜬다’는 거짓말로 불러내어 14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가
도망가려 하자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감동은 즉시 A씨의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 과정에

심지어 사업주는 C씨에게 밀린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동은 즉시 C씨를 조력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고용법의 흠결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취소되어버린 U씨의 비자는 되돌
리지 못했고, C씨는 출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에, 감동은 외국인고용법의 문제
점이 개선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 사건의 심각성을 피력하였고,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동은 이후에도 유족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기사를 써서 박해 받은 난민 D씨 이야기
본국에서 기자였던 D씨는 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D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1년 넘게 외국인보호소

일하다가 다친 이주노동자 B씨 이야기
B씨는 유리 공장에서 약 2년 동안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의 강화유리 운반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에 갇혀 계시면서, D씨는 본국에서의 살해 위협과 한국에서의 구금으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
다. 감동은 D씨를 위해 보호일시해제신청,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조력했고, 2년이 지나서야 D씨는 드디어 난
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B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졌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리디스크 발병은 강화유
리 운반 작업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감동은 B씨를 대리하여 산재소송(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
행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8년 감동의 법률 지원 활동
- 체류자격을 볼모로 잡혀 감금되었다 살해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형사 절차 조력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분리 및 이혼, 위자료, 양육권 소송
-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비이행명령신청
- 강도 높은 업무로 허리디스크가 발발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
- 임금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
-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허가신청을 받지 못해 체류자격이 취소된 이주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은 기자의 난민 소송
- 이슬람 테러단체의 협박으로 인해 피난 온 기독교인의 난민 소송
- 기타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손해배상 소송, 난민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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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감동적인 활동
제도 개선 이야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업무 환경의 특성상 고립된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근로
기준법이나 외국인고용법 등에는 이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

이주아동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주아동은 한국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됩니다. 감동은 한국의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당
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주아동도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출생이 기록될

노동자들은 잠금 장치, 환기 시설, 안전 설비,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숙박
하며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거 환경에 비해 매월 터무니없는 금액을 ‘숙
박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동이 속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
크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2017년 드디어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일부 개
정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시행될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 아동의 교육권, 의료권, 체류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이주아동청소년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
해 입법, 제도개선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권리 법
률 사례 연구집 집필 및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조례안 입법 촉구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이백만 명을 훌쩍 뛰어 넘은 현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주민
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법률 지원과 상담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소수의 지원 인력
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주민 당사자들을 위한 법 교
육과 함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선주민 활동가의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

난민
2018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키워드 중 하나가 ‘난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민에 많은 관심이 쏟
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감동은 한

에도 2018년 감동은 대학교 교양수업 강의, 법학전분대학원 리걸클리닉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이주민 인권 이
슈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지원 방
법을 정리한 ‘이주민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국에도 난민이 있으며, 난민들이 난민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습
니다. 또한, 난민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현행 대한민국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난민법 개정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호가 필요함이 인정되고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인정자들이 기본적인 권리
와 생활을 위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제도 개선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그 밖에도 KOREFF 2018 난민영화제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가 난민을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중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8년 감동의 제도 개선 활동
--난민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등 이주민 관련 법
개정 활동
--난민인정자 처우 실태조사,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인권실태 점검 등
실태조사 참여
--이주아동 정책브리프,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권리 법률 사례 연구집, 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등 집필
작업 참여
--기타 난민인권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이주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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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식구들에게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였습니다. 2018년 5월,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사무국 활동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난민들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의 보고서나 정부 대표단의 발표가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혐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하는 만큼, 유엔 조약기구는 시민사회의 의견에도 큰 비중을 둡니

오와 공포로 이어졌고,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혐오와 공

다. 시민사회는 대안 보고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자세히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

포는 이주민과 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감동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들은 2018년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수국을 조직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

받기도 하고, 매국노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년만에 열리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출하였고 감동 역시 이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약 이행상황과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내

원회의 한국 심의 대응 활동은 더욱 의미있고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내용을 담고자 7월에는 이틀에 걸쳐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인종차별 보고대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무국으로 참여하여 보고대회의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감동에서는 이주배경 아
동/ 청소년 파트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이야
기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
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1978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CERD는 심의를 통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권
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2018년의 심의는 2012년에 이어 6년만의 심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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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의 대응 활동
2018년 12월, 사무국 활동을 통해 무려 9개월간 준비했던 협약 내용에 대한 한국 심의가 드디어! 스위스 제네
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감동은 사무국 결성 단계부터 함께한 만큼, 제네바 현지 대응도 함께 했습니다.

2018년 한 해는 한국 사회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해
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
듯,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눈에 보이는 총
기 난사 사건이나 폭동이 여기저기서 일

심의는 크게 위원 – 시민사회의 회의와 위원 – 정부의 회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심의 첫 날에는 시민사회

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의 인종차별

단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사무국에는

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한국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7명의 활동가가 5분씩 발언을 했습니다. 감동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쩍 심해진 난민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고, 외국인 어머니는 어렸을 대 돌아가셔서 어디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 ‘“특정 종교”를 차

못한 아이가 한국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던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별하자는 것이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자는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것이 아니므로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보면, 한국 담당관
이었던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말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외에도 사무국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여 CERD 위원

듭니다.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국가의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주민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

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알렸으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 단속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

이 어떠한 차별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감동과 감동의 국제인권팀은 CERD와 조약기구의 권고가 한국에서 잘 이행

의 사례, 영구적 뇌 손상을 입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사례, 한국에서 점점 심해지는 혐오표현에 대

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별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대한민국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한국 상황과 국가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정부와 위원들이 대화하는 시간이라 단체들은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는 이런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바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 덕인지(!), 2018년 12월 발표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혐

한눈에 보는 2018년 감동의 국제 인권 활동
--한눈에 보는 2018년 감동의 국제 인권 활동

오표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 근절, 고용허가제도 개선, 난민심사제도의 전문성 강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사무국 활동

구금 상한 설정 및 아동 구금 근절,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 이주아동의 교육권, 사회권의 보장, 결혼이주민의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활동

체류권 보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NGO 연대보고서 집필 참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이주아동 분야 NGO 보고서 제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활동
--기타 유엔특별절차의 활용(개인진정 등) 및 국제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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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감동적인 행사

감동은 그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간 후원을 받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사무
실을 꾸리고 이주민 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위치면 위치, 시설이면 시설, 정말 좋은 사무실이었지만 딱 한 가지 아
쉬운 점이 있었다면 4명이 근무하기에 조금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감동에 정말 좋은 일이 있
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더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 1-1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사무실보다 훨씬 커진 것은 물론, 새 사무실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 계절의 변화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동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새 사무실을 감동의 활동으로 꽉꽉 채우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감동에 항상 감동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감동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폭넓은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감!동!
앞으로도 많이 기대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동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이전 소식을 알리자 많은 분들께서
감동에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자님들의 선물로 사무실을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찬희 회장
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회장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14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2018 연간보고서

15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Thank you, Gamdong

고맙습니다, 감동
Zenebe Abera

제네브 아베라

I knew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for the first time by the guy who served a

저는 화성보호소에서 오래 구금되었던 사람을 통해 처음으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

long time in Whaseong Detention Center. Eventually, he has been deported. Since the first day

게 감동을 알려주신 분은 결국 송환되었습니다만, 감동의 변호사들은 제가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phone call till today the lawyers in Gamdong have warmly welcomed me. Lawyer firms that I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감동 이전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로펌들은 제 사건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사

previously asked to be my lawyer shouldn't ready to handle my case. That's why I used to say

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보호소에 머물렀습니다. 그

Gamdong is different. Was not possible to get out of the cell. So as long as I wasn't attended

래서 저는 보호소에서 풀려 나올 때까지, 보호소의 여섯 면의 벽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some activities, I had no choice except seeing the six sides of the cell wall until I released.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깊은 어둠 속에 있었

From such circumstances never expect to exchange information. I thought I had found myself

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모두에게서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과 스트레스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in deep darkness. And abandoned by the world. It seems as I was forgotten. The temptation

이 때, 결과와 관계없이 변호사와의 단 1분의 대화도 저에게는 격려와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 기다림과

and the stress begin from here. In this time if I had a minute conversation(whether the outcome

저의 믿음은 시험되었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장애와 도전 끝에 저희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was good or not) with my lawyer, I was just encouraged and inspired. Of course, through all
that long our stand and our faith have been tested. Was not easy going. In the end, we have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어느 겨울 날, 변호사님이 보호소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come to this day after passed many challenges. Let me share you one scenario that I will never

그 날,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때, 변호사님은 내복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때 저의 기쁨

forget in my lifetime. This is what happened: when my lawyer came to visit me it was winter

과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영혼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대하는 보호소의

time. Unfortunately, my fingers were trembling. After she saw this she came with inner closes

직원과 변호사님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동시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

by her next visit. I don't think words have the power to express the joy I felt at that moment. My

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전혀 다른 두 태도는 복잡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호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룸

soul was full of rejoicing and got peace in mind. Sometimes when I compared the handling of

메이트에게, 내가 변호사로부터 뭘 받았는지 이야기하면 룸메이트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my lawyer and the detention center officers I thought I was living in two different worlds at the

변호사님들을 칭찬했습니다. 보호소 내 구금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변호사님과 같은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했

same time. The person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Korea like me, all those differences

습니다. 변호사님의 태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신의 뜻과, 다른 많은 것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의 이야

has a mixed feeling. When I told my roommates (detainee) that I received from my lawyer they

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감동을 소개해줬던 친구를 포함하여 보호소에서 저와 함께 있었

couldn't believe it but later they praised her. All the detainee wishes to have the same lawyer

던 사람들은 모두 송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런 불운은

as her. Her compassion is very unique. If had not God will and many were not stood by my side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my story has been changed. But many including the guy who introduced Gamdong to me they

16

were deported. Unlikely some of them were couldn't manage to get a lawyer. Usually, my heart

놀랍게도, 이 분들은 저를 위해 지식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돈을 썼지만 이 분들은 저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

is broken(hurt) when I'm thinking of that this bad luck will hurt(happen to) others. Moreover

았습니다. 만일 이후에 제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면, 이런 트라우마는 감동과 같이 좋은 사람들로 인해 치유

for your surprise whether you believe or not I'm still using their precious knowledge time and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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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Thank you, Gamdong

money without paying a single coin. If the trauma has the capacity to affect my future, surely it

은, 감동이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동 덕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뒤로 하고, 평화로운 오늘을 지낼

may be treated by good people like Gamdong. They are always the same. What I can say with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께 감동이 그들에게 한 일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다른 사람들 –

certainty is that many good jobs have been done in the past. Many would leave their sadness

고등학생, 대학생, 난민지원단체와 로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감동의

and lead a peacefully life today. Let give them a chance to speak out what Gamdong had have

좋은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저와 같은 난민에게 어떤 정

done to them. And spread this positive spirit to the others including high school and university

도의 기쁨과 정신적 안정,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사건이 어떻게 끝났든지, 승소

students, NGO's who are working on refugee matters, law firms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와 패소 여부와 관계 없이, 그들이 제 옆에 있어주었다는 사실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한 삶, 지지와 안정을 위한 끝없

For sure all of this will get a good lesson from Gamdong achievement. The lawyers in Gamdong

는 기다림 속에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떠나야 했던 사람들, 고향에서 먼 나라로

won't be able to fathom the full extent of joy, psychological relief, and peace you bring to the

자유를 찾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박해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감동에게 어떤 말로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life of refugees like me. No matter how it ends, in court victory or lose, the fact you stood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감동의 어제와 오늘의 이러한 승리가 앞으로의 더 좋은 활동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

with us brings faith in moments of excruciating pain, anxiety and helplessly waiting for some

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countenance and solace. I cannot thank you enough, on behalf of all who left their loved ones,
all who are seeking freedom in a country far from home, all the persecuted. Finally, I wish all the
victory of Gamdong yesterday and today will boost to do more effective jobs on your career
ahead. And I'm sure you will succeed i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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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감동이 있어 든든한 세상
후원회원 조경희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눌러야 한다는 이기적인

커들과 상대하면서 귀동냥으로 여자친구, 닭도리탕, 사과 등 몇몇 한국어 단어를 아는 나라얀은 이제 막 한국어 공

생각이 팽배하고, 주위를 챙기기에는 너무나 바쁜 여유 없는 세상.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결과인지 20여 년 전 IMF

부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한국에 와서 일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시험에 붙어 한국에 오게

에 잘못 엮어 들어간 결과인지 모르지만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되면 좋겠다. 또 나라얀이 한국에 와서 만날 한국 사람들이 나쁘지 않으면 좋겠다. 한국에 일하러 온 나라얀에게 혹
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감동을 소개해 주면 되니 안심이 된다. 감동이 있어 내 삶도, 함께 사

이런 세태 속에서 ‘감사와 동행’처럼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자신의 뜻에 따라 꿋

는 세상도 든든하다.

꿋이 걷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건 참 반가운 일이다. 내가 “배워서 남주자”는 기치를 내세우는 ‘몸펴기생활운동’을 하
고 소소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함께하기 위해서다.
‘감사와 동행’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5년 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후원자 모임에서였다. 우연히 같은 테이
블에 앉은 곱상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고지운 변호사님을 보고 공감의 후원자려니 생각했다. 알고 보니 ‘공감’에서
후원을 받는 똘망똘망한 인권변호사였다.
감동을 알기 10여 년 전 TV에서 ‘공감’을 알게 되어 후원을 시작했었다. 화려한 스펙을 배경삼아 꽃길을 걸으며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공감의 변호사들과 같은 길을 걷는 분을 만

네팔 트레킹 풍경

나게 되니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감동과 인연이 시작되어 비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사무실도 직접 찾아가 보고, 감동
이 참여하는 인권영화제도 방문하고 또 나의 개인 그림전시회 수익금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었다. 소시민으
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질적인 후원뿐이고, 감동의 큰 뜻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후원과 응원이지만 후
원회원 하나 하나의 존재가 감동에게는 힘을 줄 거라고 믿는다.
지난 1월 네팔 트레킹을 다녀왔다. 네팔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웬만한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꿈의 낙원이다. 랑탕 코스에서 가장 높은 강진곰파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와 백숙 등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한국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모아 네팔에 돌아왔다고 한다. 한국말이 상당
히 유창한 한 네팔 가이드는 형이 부산항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 팀의 가이드였던 28세 청년 나라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7년 반 일하고 2016년 귀국해서 가이
드로 전업했다. 그는 월급 5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자들이 나쁘다고 말한다. 한국인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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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인터뷰
후원회원 김형우

Q

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고대장님을 따라 마석 가구공장 단지 내에서 이주민
김형우 후원자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분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출입국 사무소 단속을 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던 분이셨어요. 나중에 이
분 산업재해 인정받으셨던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고대장님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

음.. 제가 면접을 들어갈 때마다 자기 소개할 때 하는 멘트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소개를 해도

서 이주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해외입법례 정리 및 번역을 (영어 잘하는 로스쿨 동기들을 매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멘트를 처음 시도했던 면접의 면접관이셨던 ‘더함’의 양동수 변호사님께서 앞으

수하여) 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로 제발 이 멘트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산소같은 남자” 김형우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
같이 남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싶고), 정말 살아있는 소같이 덩치도 크고 먹을 것도 많이 먹는 남자입니
다. 지금은 환경분야 벤처기업에서 무슨 일이든 닥치는대로 하면서 산소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Q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실무수습 할 때의 감동과 변호사가 되신 후 후원자로서 바라봐 주시는 감동은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그대로인가요?
실무수습 할 때는 학생 신분이기도 했고 감동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여서 실감이 안났는데, 필드에 나와
서 보니 감동 식구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제가 로스쿨 재학시절, 라파엘 클리닉에서 고지운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때는 동성고등학교 계

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도 알게 됐구요. 제가 실무수습 할 때의 감동과 지금은 감동이 다른 것은 이

단에서 이주민들 법률상담을 했었는데, 더울 때 땀 뻘뻘 흘리고 추울 때 벌벌 떨면서도 상냥한 웃음을 잃지

제는 고대장님께 든든한 내 편들이 생겼다는 것, 그대로인 것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즐겁게

않고 상담을 해주시던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졌네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계기라..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미술관 앞 계단에서 쿠르드족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인터넷
에서 쿠르드족을 검색하다가 “난민-UNHCR-동천” 키워드가 이어졌고, 동천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서 이
주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그냥 운명같았어요.

Q
Q

감동에서 실무수습을 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주민 분야 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관심만 있어서 그렇지 특수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장애인 문제에도 늘 관심만 갖고 있
고..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환경분야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환경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감동에 처음 갔을 때는 감동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공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죠.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막막하고, 감동 체계를 잡는데 도움을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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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여가 활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

김형우 후원자님의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했어요. 10년 가까이 수영을 했구요. 터키를 여행하던 중 페티예에서 지중해

일단, 감동에 후원 빵빵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바다에 처음으로 들어가봤어요. 그 때 눈 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잊지 못해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게 인생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딱히 없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앞

음.. 스쿠버다이빙은요, 저같이 중력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속이 꽉찬(?) 사람들에게 적합한 레포츠에요. 살

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자라서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싶고, 먼

이 쪄서 살을 빼려 운동하다가 살 때문에 다쳐 운동을 못하게 된 저 같은 사람도 물 속에서는 중력의 간섭

훗날에 죽기 전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인생목표입니다.

을 덜 받고, 지상에서의 앞뒤좌우 평면적으로의 움직임이 아닌 위아래앞뒤좌우 3차원적 움직임을 할 수 있
다는 것이 매력이에요. 바닷속에서 거북이가 헤엄치는 모습은 마치 새가 날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저도 물
론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때가 있구요. 일상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머릿속을 텅
비우고, 아무런 생각없이 내 눈앞의 세상을 보고, 내 호흡소리만 듣고 느끼면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느
껴보셨으면 좋겠어요.

Q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실무수습의 인연이 이렇게 후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려요!
후원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인데, 후원자라고 해주시니 황송해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감동을 늘 응원합니다. 2019년 한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꽃길만 걸으
셨으면 좋겠네요. 감동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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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사람 중심의 사회,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며
정동재

정서에 기반한 지역 커뮤니티

후원회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정
치인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이

늘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 가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

이민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

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내가 바라는 방

장을 했으며, 정치권은 이민

향의 삶인가 등등...‘공부쟁이’라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지금의 내 모습에 과연 나는 얼마나 만족하며

개혁법안(comprehensive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민 이슈를 다루는 사회과학

immigration reform) 성안

분야 연구자로서 미국에서 경험했던 이민자의 삶, 그리고 귀국 이후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한국사회, 특히 정부 정책

의 필요성과 각종 징벌적·처벙

으로서의 이주, 이민자,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느낀 제 짧은 소회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적 이민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양상이 계속되었습니

“유학생”이자 “이민자”로 경험한 미국사회의 단면

다. 히스패닉이라는 인종집단을 타겟으로 한 강력한 반이민법들이 Arizona 주 의회를 통과하며 열병처럼 다른 주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행정학 대학원 과정을 위해 2000년도 중반 미국 Arizona 주에 시작된 유학생활, 모

로 전이되었으며, 이민 이슈를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들간 심각한 갈등이 수년 간 지속되기

든 것이 생경하기만 했던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은 많은 유학생들이 그러하듯 학업과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의 틈 속에서 저는 숨죽이고 살아가는, 미국사회 내 히스패닉들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볼

저에게 유무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세부 분야를 전공할 것인지, 죽을만큼 힘들다는 코스웍을 제대

수 있었으며, 정부 공권력이 특정 집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로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유학생활 동안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 많은 선택의 갈

이들 집단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민정책을 제 학문

림길에서 때론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때론 많은 것을 잃기도, 반면 수치로는 환

영역의 관심사로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헤수스(Jesus)와의 만남, 그리고 그를 통해 바라본 미국의 이민정책
유학생활 동안 주말마다 부족한 경제사정으로 피닉스 인근 Chandler라는 도시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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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 이래 저의 학문적 관심 분야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부 정책으로서 이민 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트를 하면서, 당시 애리조나 서비스업 분야의 상당 수가 저임금의 히스패닉 노동자들에 의존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정책대상 집단으로 정부는 이민자를 어떻게 바라보며, 이들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정부사업을 입안하고 설계하

실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멕시코인들 중 헤수스라는 30대 중반의 남성과 함께 일하

여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하

게 되었는데, 그는 가족과 함께 모국을 떠나 돈을 벌기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미등록 체류자였습니다. 그

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제가 유학생활을 했던 미국

를 통해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 그들이 미국으

Arizona 주는 미 남서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보수적인 지역이었으며,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국경

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주하려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일 언론을 위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을 밀입국하는 불법 혹은 미등록 체류자 문제가 주된 사회적 현안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한 2000

를 위협하는 위험세력으로 묘사되던 미등록 체류자들의 모습과 달리, 제가 유학생활 동안 만났던 헤수스를 포함한

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모기지론 사태는 전세계적인 경기위기로 이어졌으며, 미국사회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

많은 미등록 멕시코인들은 가족과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때

처하기 위한 제도개혁 조치와 함께 느닷없이(?) 강력한 이민자 처벌 및 규제정책 방향을 천명하게 됩니다. 반이민

론 부당한 대우와 차별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자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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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사람 중심의 사회,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며

위해, 부모를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단속을 걱정하고, 단속에 걸려 추방된 이후에도 그동안 모아둔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국 “사람” 중심의 사회이자, 사람 중심의 이민 정책이 아닐까

돈을 써서 기어어 미국으로 돌아온 헤수스를 다시 만난 날,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

생각합니다.

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미국으로의 이주는 절박한 몸짓이었으며, 생존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자 현실
이었습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이민 정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말 고지운 변호사님을 처음 만난 후 인간적인 매력에 반해 감동의 팬이 된 지 이제 어

“사람”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의 국가 정책 설계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이민 수용국 내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정부의 이
민정책 방향은 이러한 이해관계들간 타협의 산물로서 결정된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임금 이주노동자

느덧 몇 해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럼에도 사람 냄새나는 활동가분들이 뭉쳐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활동하시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박수와 지지를 함께 보냅니다. 감동의 감동스러운 활동이 언젠가
열매를 맺어 조금은 더 이민자 친화적인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 없이는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산업구조 아래에서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차별의 위협 아
래 놓여져 있으며 법적 체류 신분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처우마저 향유할 수 없이
살아가는 양상 역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이민정서의 확산에 따라 처벌적·징벌적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과거에
는 범죄로 여겨지지 않던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순 시위 행위(public disorder)도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형
사범죄자(criminal alien)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된 상황 아래, 이민자들이 미국사회 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맡은 바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맥락이 모두 일치하지 않지만, 한국의 상황 역시 제가 10년 전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행정부 이래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온 분야별 이주민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의 필요에 따라 유입되어 사회구성원의 한 축을 형성해 왔으나, 선택적인 포섭을 통
해 사회 내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설계 및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 살아가는 “국민”의 개념을 내국인으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닌, 보다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정부의 이민자 관련 정책 역시 사회통합이라
는 정책목표 아래 이민자들이 내국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민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감정과 사회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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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재정보고

2018년 수입

2018년 지출

일반회계
재정지원금 6%

일반회계
일시후원금 및 기타 34%

일반회계
정기후원금 33%

특별회계 7%
일반회계
전기이월금 14%

일반회계 55.1%

특별회계
전기이월금 30%

특별회계
연구지원금 및 기타
70%

퇴직급여충당금 29%

사무관리비 11%

일반회계 수입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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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연구 50%

인건비 60%

이주민지원 1%

법률지원 49%

특별회계 수입
금 액

항 목

26,422,000

전기 이월금

3,838,000

정기후원금

63,634,000

재정지원금

10,500,000

기타 사업 수입
(연구 지원금)

9,000,000

일시후원금

65,172,000
209,000

기타
(예금결산이자 등)

일반회계 지출

금 액

전기 이월금

기타 (예금결산이자 등)

특별회계 44.9%

10,000

항 목

특별회계 지출
금 액

항 목

금 액

인건비

35,883,000

법률지원

24,109,000

사무비 관리비

6,674,000

이주민지원

498,000

퇴직급여충담금전출액

17,750,000

법제도 연구

24,596,000

소 계

60,307,000

소 계

49,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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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후원 안내
--감동은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감동은 100%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일시후원 안내
감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동의 후원금은 이주민 법률 지원 및 법제도 개선 활동, 센터 운영비 및 이주민지원기금 등에 사용됩니다.

--감동은 유료 사건 수임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동의 정기 후원 회원이 되시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의 후원 회원이 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인 감동 후원 회원은 기부금 영수증 이외에 후원금 3만원당 1시간의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감동의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세요.
※ 감동의 후원 약정서는 감동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동의 후원금은 이주민 무료변론 및 법제도 개선활동, 감동 센터 운영비 및 이주민지원기금 등에 사용됩니다.
--후원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및 증액 문의는 감동의 이메일(gamdong318@gmail.com)로 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안내

블로그 gamdong318.blog.me 		
이메일 gamdong318@gmail.com		

홈페이지 www.gamdonglove.org
팩
스 02-6959-9976

일시후원

--2016년 12월, 감동은 (재)한빛누리와 CMS운영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재)한빛누리는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대신하여 집행할 뿐 감사와 동행의
고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CMS 이용 시 후원금은 '한빛누리공익기금' 명의로 출금되지만, 보내주신 후원금 전액은 감동이 받게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2-477981(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국민은행 343637-04-001652((재)한빛누리(감사와동행))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은행을 이용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재)한빛누리의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후원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감동의 이메일로
성함/주소/핸드폰번호/이메일/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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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
2018년 한 해 동안 감동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정기후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민영, 강수영, 강요한, 경규연, 곽대수, 권영실, 김가연, 김경은, 김경진, 김근영, 김기남, 김기담, 김기천,

지금의 감동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감동은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이주민 인권 신장에 힘쓰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홍보 비용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어
후원자님들께 드리는 소박한 선물과 손편지 이외에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문영 김덕진, 김서현, 김성훈A, 김성훈B, 김성희, 김세진, 김소이, 김수현, 김신명, 김연주, 김예원, 김윤진,

그러나 언제나 감동 구성원 모두 후원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김정선, 김정수, 김종률, 김종완, 김택현, 김하나, 김학자, 김현영, 김현철, 김현화, 김형우, 김휘원, 남지민,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현석, 도재형, 류다솔, 류민희, 박광원, 박대영, 박동인, 박상구, 박상균, 박상희, 박종연, 박지현, 박진회,

연간보고서를 내며 1년을 돌아보면 후원자님들이 함께 계셔주심이

박 현, 박현민, 박희수, 배현아, 백가윤, 백인화, 백현석, 서유진, 서인석, 서지화, 서채완, 섹알마문, 소라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늘 새롭게 깨닫곤 합니다.

송민주, 송영균, 송영숙, 신고운, 신영재, 신지수, 양진영, 양혜우, 여연심, 염형국, 유의정, 오수근, 윤성철,
윤재훈, 윤혜영, 이경아, 이기연, 이동엽, 이동화, 이상민, 이상아, 이승섭, 이승훈, 이일, 이정민, 이종권,
이종훈, 이종희, 이준범, 이찬희, 이학주, 이혜진, 이희숙, 임세와, 임지영, 장보람, 장서연, 장영석, 장원경,
정교화, 정대훈, 정동재, 정석훈, 정순문, 정 인, 정인호, 정지윤, 정현진 조문주, 조아라, 조현욱, 최경석,
최광해, 최달옹, 최정규, 최지혜, 최초록, 한창완, 허재원, 황진선, 황필규, Patricia Goedde
김앤김법률사무소(김창모),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사랑샘, 주식회사 야드인(송민순)

자주 소식을 전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절마다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감동의 소식을 전해 드리며 후원자님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의 감동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시후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주형, 곽인찬, 김기범, 김덕진, 김석영, 김솔아, 김수현, 김지현, 김하, 김현옥, 김형우, 박서용, 박정호,
신자영, 이상민, 이승희, 이원복, 이지은, 이혜경, 정계선, 정혜실, 조경희, 조균석, 채종훈, 최장열, 홍종철,
PERRY CHO, 2020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앤김법률사무소(김창모),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워싱턴 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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