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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입니다. ( ) .

먼저 오늘 심포지엄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함께 참여해주신 사 한국이주여성, ( )

인권센터허오영숙공동대표님 그리고오늘의의미있는심포지엄이개최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이자리에참석하시어자리를빛내주신김.

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많은 활동들을 적극,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박종우 서울지방변,

호사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한국여성변호사회는여성의인권보호와권익증진을위하여여성변호사들의자발적인헌신과노력을기반으

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한편우리나라가급속히다문화사회로변화함에따라이주여성들의숫자도급.

증하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은 이주민 과 여성 이라는 취약점을복합적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이에한국여성변호, ‘ ’ ‘ ’ .

사회는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를설립하여가정폭력 성폭력피해등으로보호의사각지대에서고‘ ’ ・

통받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도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현실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법12 UN

률 의료 심리지원등을받을수있도록하고 이들의국내체류자격을완화해줄것등을권고하였습니다 그러, .・ ・

나아직도 권고와현실사이의괴리는매우큽니다 아무쪼록오늘의심포지엄에서의논의를통해이주여성들UN .

이당하는폭력등열악한현실을제거하고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리가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

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발제를 해주신 고지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감동 변호사님 강혜숙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공동대표님 그리고토론자로 참여해주신고동중법무부외국( ) , ( ) ,

인정책과 사무관님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님 김민정 다누리콜센터경기수원 부원님 웬티현 서울, ‘ ’ , ,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연구와토론이우리사회의일원으로살아가는이주여성의인권신장을위한의미있는걸음이되기를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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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조 현 욱



안녕하세요.

년 겨울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가 있었습니2018 ,

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견해가나온직후 법률가들과이주여성현장에계신다. ,

양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년이후한국에서한국남성과외국여성사이의국제결혼이큰폭2000

으로 증가합니다 상업적 중개업을 매개로 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도수면위로등장하게됩니다 더불어이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주여성과 관련한 유엔의 권고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 ,

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이주여성 관련 위원회만이 아니라 인권이사회의 정례 인권

검토 보고서에서도권고가있었습니다 년유엔인권이사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 개사항중이주노동자. 2012 70

와 난민 이주여성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 항목이었습니다, 12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년한국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국적취득요건관련한차별조항의폐지2011 ,

학대와착취로부터외국인여성을보호하기위한결혼중개업법률의효과적이행조치 이주여성가정폭력에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등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

년 유엔 인종차별 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 보장 외국인 사이의 결혼2015 ,

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사법 접근권과 체류권 보장 등이 포함된 내용을,

권고합니다.

년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한국정부에대한심사보고서에서젠더기반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적절한2018

구제조치에대한우려를표명합니다 관련권고는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이주여성을보호하는적절한조치를취.

하고 피해자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적절한 법적 의료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보장함은 물론 젠더기, , ,

반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이 체류 가능성 허가 등을 포함한 내용을 권고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여성이미성년자녀를양육하거나한국인배우자의가족을부양하는등의전형적인성역할을수행하는경우에한

하여체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우려를표하며 이의개선역시권고합니다 그외에도모든결혼이주민에대, .

한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엔의권고는일관되게이주여성의인권증진을위한조처로서체류권을담고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가장많이.

호소하는 문제도 체류와 귀화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 국적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역시 지속된 권.

고 내용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제 사회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가진 위상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

다 토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고지운 강혜숙 고동중 이진혜 김민정 웬티현 선생님께, , , , ,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년 월 일2019 4 24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허오영숙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제 대 회장을 지낸. 7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을 주제로 한, ‘UN ’

브런치와함께하는심포지엄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늘폭력피해여성에< > .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한국여성변호사

회 조현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국가인권위원회가결혼이주여성 명을대상으로체류실태에대해조사2017 920

한 결과 에해당하는 명이가정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즉, 42.1% 387 .

국내 결혼 이주 여성 명 가운데 명은 가정폭력을 겪은 셈입니다10 4 .

또한 년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의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외국인근로자여성의경우성폭력을당하고, 2016 ‘ ’

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에 달했습니다68.2% .

최근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에젠더기반폭력을당한이주여성이체류자격과무관하게적절한UN

법률의료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가해자 처벌 조치를 시행하고. , ,․ ․

미등록 이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건 종결 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

러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제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 또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주여성들은일상적인가정폭력과성폭력UN ․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체류상 지위와 가족 내 위치 한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으로. ,

인해 피해 구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주여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정폭력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현실을 돌․

아보고 이에 관한 행정절차 및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브런치와함께하는심포지엄 권고로돌아본폭력피해이주여성의현주소와개선방향 개최를진, < : UN >

심으로 축하드리며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이주여성이폭력과차별로부터보호받고인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조현욱회장님을비롯한한국여성변

호사회가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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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 삼 화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 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의 개최를“UN ”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님과 한국이,

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두 단체 구성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성기업 차별금지법 을 대표발의 하시는 등 여성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 ‘ ’

동으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김삼화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혼인여성인구의 에 해당하는 등 우리는2018 8.3%

이미다문화사회에돌입하여있습니다 그러나그중 가한국사회에의적응이어렵다고토로하고있는데 이. 86% ,

는우리모두에게이주여성을포용하는인식이여전히부족하고 이분들의사회적응을위한제도가충분히마련되,

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이12 UN , ,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사회적 지원 범죄피해자구호 및 의료지원 등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는 년부터다문화가족법률아카데미를개설하여서울 음성 경산 김제등결혼이주2014 , , ,

여성이밀집한지역에서 국적 가족 근로관계등에대한법률교육및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하여 이, , , . ,

주여성들로하여금우리나라법에대한기본적인소양을갖추게하고 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부심과소속감,

을 다소높이고있습니다만 이분들의사회정착에도움이되기에는턱없이부족합니다 특히직장및가정에서차, .

별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서 보듯이 국제인권사회는 우리 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UN ,

다고 우려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오늘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의현황과그개선방향등을논의하. ,

시는 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심포지엄에서폭력피해이주여성들에대한인권침. ,

해의 실태와개선방안이충분히논의되어 이주여성의권익향상을위한제도마련에디딤돌이되기를간곡히바라,

겠습니다.

끝으로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아주신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의고지운변호사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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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목 영 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해주'UN '

신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목영준 위원장님, ,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공동대표님을비롯한모든내외귀빈여러분께(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의 이주여성들은 아직,

냉혹한겨울과같은현실속에살고있습니다 이처럼어려움속에놓여있는이주여.

성들에게 오늘의 심포지엄이 진정한 봄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에서제대로된보호가필요한인권침해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표적인

영역으로 이주민 과 여성 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여성은 이주민 임과 동시에 여성 이라는 중첩적으로“ ” “ ” . “ ” “ ”

보호받아야 할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여성은여러경로를통해한국에서거주하고있으며 그중하나인다문화혼인은매년전체혼인중 인 만, 10% 2

여건이넘게맺어지고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주여성 을검색해보면그들의열악한상태에대한각종통계가나와. “ ”

있고 얼마나 폭력과 차별로 고생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고용주 등 타인에게 주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

연한일이며 정부도나름대로이주여성의처우개선을위한노력을노력하고있지만 현실은아직도양과질모든, ,

면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총각국제결혼비용지원 이라는명목아래국제결혼지원금제도를정하고있는데“ ” ,

이는 사실상 매매혼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주여성에대한보호는단순히폭력예방과해결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차별과폭력에대한근본적인인식을개선

하기위하여법과정책으로성평등에대한틀을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UN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아이들에게남자아이들처럼활동적으로행동하라고가르치지않아도되는세상 이주민에대해차별하지말,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주민과 여성 그리고 이주여성의 인권이 헌법정신에 따라 그대로 지켜지는 세, ,

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사회에개선이절실한분야인이주여성의인권에대해꾸준히관심을갖고개선을위해노력해주시는것과이

런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관계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 이번심포지엄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의 권고가 이행되는 통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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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

뜻 깊은 자리에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조현욱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작년 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합니다 는 대한민국 제12 , UN ( ‘ ’ ) 17,

차 국가보고서에대한심의결과를담은최종견해를발표하였습니다 이중18, 19 .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

의 사법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법,

률 의료 심리적지원을제공받을수있도록해야하며 사건의종결후에도국내에체류할수있는가능성을부여, , ,

해야 할 것이고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 구제수단에 관한 서비스와 명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거주하고있으나적법한체류자격을가지고있지못한외국인여성들이범죄피해의구제를위하여불

가피하게당국에자신의존재를알릴수밖에없고 이로인하여결과적으로강제퇴거를당하게되거나 강제퇴거를, ,

당하게 될 위험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의 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권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과 무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 역시 이러한 접근만이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주 여성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의하는 바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 법조인들과 여러 시민,

단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의 사법제도 접근성의 문제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은곧 당사국으로서응당이들을위한적극적이고도시의적절한조치를하여야할의무가부여된다는뜻이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하여많은건설적인논의가이루어지기를바라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이주여성의인권이곧,

우리 모두의 인권이 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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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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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_성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방향

성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방향

고지운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감동( )

성폭력 이주여성 현황1.

기존 조사로 본 피해 현황(1)

이주여성은노동현장에서근무하면서상사또는동료근로자로부터의성폭력에쉽○

게 노출됨 또한 가정에서도 배우자로부터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됨. 1).

기존 실태조사는 특정 사증 체류자격 예컨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농업이주( ,○

노동자등 을중심으로한정적 부분적조사만이루어졌음 현재까지성폭력이주여) · .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이주여성농업노동자성폭력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에서는당해조(2016, )○

사에 참여한 이주여성 가운데 한국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동안 한번이라도 성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로 나타났음12.4% 2).

예술흥행비자소지이주민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자료집 국가인(2014,○

권위원회 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55% 3).

기존 실태조사등에서는성폭력피해경험에대한응답이 로나타난한7.7%~55%○

편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내지다누리콜센터등상담센터의상담사례비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이 상담센터의 지원을 원활히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숙현 한국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체류 이주여성( , ,「 」

성폭력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자료집 쪽 발췌, 2018, 9 ).

1) 본고에서는 주로 근무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 실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쪽’, 2016, 48

3) 국가인권위원회,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쪽’, 20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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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 현2017 황4)

기관 총 상담 성폭력 상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0,478(100%) 313(3.0%)

다누리콜센터(1577-1366) 152,255(100%) 1,327(0.9%)

사안의 특성(2)

이주여성 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여성 및 이주민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짐.○

부부간 성폭력은 가정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 많음 특히 국제결혼 광고에서의.○

성적 대상화 이미지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초기부터 동등한 가족구성원·

배우자라기보다 경우에 따라 성적으로 통제받는 경우 있음 부부간 성폭력은 여타.

성범죄 사건보다 더욱 노출되기 어렵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밝혀지는 경우 많음.

근로현장에서 이주여성은 하급 말단 근로자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

주또는상사로부터성범죄대상으로상대적으로노출되기쉬움 퇴근시숙소근처.

에서 동료 남성 이주노동자로부터 성범죄 대상으로 노출되기도 함.

농축산업 비전문취업비자 유흥업소 호텔업시설등에서의공연 예술흥행비자 등( ), · ( )○

의 업종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제공받는 숙소 자체가 안전하지 않는 경우

있음.

농촌의경우비닐하우스안패널 컨테이너에서생활하는경우많음 잠금장치없는· .○

숙소 잠금장치가있더라도사업주는언제든지근로자의방에들어올수있고밤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경우있음 화장실 없는숙소 칸막이없이 큰대야를간이욕실. .

로 사용함.

가해자의 협박○

성범죄사진을찍어놓고피해자의남자친구 남편에게사진을전송하겠다 합- · . / (

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피해자에게도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로 만들어 한국에서)

추방하겠다.

체류자격이있는피해자도불법상태로만들어추방하겠다는가해자의협박을받-

게 되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피해사실을 신고

4) 조숙현 한국의이주여성성폭력피해와체류, ,「 」 이주여성성폭력피해현황과체류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방안자료집,

쪽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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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못하게됨 특히이주노동자의체류자격은사업주의선택에따라 당해노동. (

자 고용및재고용여부는사업주에게달려있으므로 좌우되는경우많으므로피)

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움○

근로현장에서피해를당한경우원칙적으로는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를위해서-

사업장 변경이 되어야 함 즉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업장에 복귀하지. ,

않게 하여가해자와분리하도록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 특히피해를당.

한 경우에도사업장에복귀하지않은채 일이지나면4 5) 사업주가고용센터에신

고 소위사업장이탈신고 를할수있게되어있음 법적으로는 정당한절차없이( ) ( ‘

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되어5

있음 당해신고가접수되어사업장이탈로인정되면실무상체류자격이취소됨). .

사업장 변경이 사업주 동의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주여-

성이 입증해야 함6) 성폭력의 특성 상 피해입증이 어렵고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가해자의 처벌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처벌받.

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근로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피해자가 가지고,

온 사진 녹음 자료 등을 그 자리에서 검토 판단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도 않은· ·

채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음 고용센터직원이 피해사실이나(

사유를 듣거나 가져온 증거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그 정도 사유 로는 사업장을“ ( )

변경할 수 없다 면서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 결국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직” ).

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며 가해자와의 분리가 힘든 상황임.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움 출입국관리법 상 특례규정 성폭력. (○

피해자에대한특칙)7)이있으나 미등록체류자경우미등록기간만큼범칙금부과,

5) 고용허가제적용대상비전문취업자의경우 당해사업장의사업주가고용허가제법제 조및시행령제 조의(E-9) 17 23

외국인근로자가사용자의승인을받는등정당한절차없이‘ 일이상결근하거나그소재를알수없는경우5 로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소위사업장이탈신고 신고한경우실무상소명기간을한달간부여하고있으나실제사업장이탈인지여부( ),

를 심사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6) 비전문취업이주여성노동자의경우사업장변경은원칙적으로사업주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며동의없이사업장변경

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함.

7)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25 3( )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조제 항의성폭력범죄를이유로법원의재판 수사기관의2 1 ,① 「 」

수사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권리구제절차가진행중인외국인이체류기간연장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그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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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범칙금 납부 능력 없는 경우 실무상 체류자격 연장 또는 부여받기 어려움.

농촌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외딴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입○

은 경우 어디에 도움요청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있음 충분히 구제를 받.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제조업 등 유동인.

구가많은지역에서거주하는이주여성보다상대적으로사법접근권이제대로보장

받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사실 및 증거관계 파악을 위하여 참고인 조○

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언어 문제 불안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진술을, ,

하는 데에어려움이있음 특히 제대로 된통역 지원이 절실함 실제통역이제대로. .

지원되지 않거나 사진 등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혐의없음의 불

기소처분이 된 경우도 있음.

피해 사례(3)

○ 농촌에서근무하는이주여성 씨a : 사업주가 자정이 되어 불쑥 찾아와방에서 나가지

않고누워있음 나가라고 하자 왜 그러냐며끌어안는 등 원치 않는신체 접촉을 하.

며 성추행함 방에잠금장치가잘되어있지않아사업주가 씨의숙소에마음대로. a

들어오며 이를 막지 못함.

○제조업근로자 씨b :미등록이었던 씨를한국인상사가 단속이나올테니도망가야b ‘

한다 고 속여차에태워 시간감금하고성폭행을 기도하며차에서도망가려하는’ 14

씨를 붙잡아 머리를 돌로 수차례 내리치고 얼굴에 스프레이 락카 를 뿌리고 화염b ( )

을 방사하여 살해함.

○ 농촌근무이주여성 씨c :사업주는일터에서일하는 씨를지속적으로추행함 그런c .

데사업주는추행하는사진을찍어놓고 씨에게만약신고하면이사진을남자친구c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인 남자친구가 있음 에게 보여주겠으며 본( )

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협박함 씨는적법한사증 비자 체류자격이있는이주노. c ( )

동자였으나 사업주가 자신을 미등록 불법 으로 만들고 쫒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 )

하고남자친구에게도알리고싶지않아신고를하지못하고있었음 그런데추행이.

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제 항에따른체류연장기간만료이후에도피해회복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체류기간1②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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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출장노동갔다오던중트럭안에서성행위까지요구하자경찰에신고함.

○ 제조업근로자 씨d :사업장의동료로부터숙소로돌아오는길에성폭행을당한 씨d

는 경찰서에 신고를 함 당시 담당 경찰관은 미등록인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특례. d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니 출

입국관리사무소 현재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하여 문의하라고 말함 이에따라 씨( · ) . d

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미등록체류기간

에 따른 범칙금 만원을 납부해야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300

를 들음 결국 돈을 구할 수 없어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외국인보호소로 보.

호조치됨.

○결혼이주민 씨e :한국인남성과결혼한 씨는혼인초기부터남편의폭력뿐만아니e

라 가학적 성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쉼터로 도망나옴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e

남편은 혼인무효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권고사항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2. UN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권고사항(1)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8)

Protection of foreign women

1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still lack adequate redress, despite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Act to include
the Special Rul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2014, which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support for these migrant women.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while
undocumented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ar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stay during the judicial procedure, they remain at risk of deportation after
their case is closed, which discourages them from reporting abuse (arts. 5 and 6).

8)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http://down.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6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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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protect migrant women from gender-based violence and ensure that
victims are provided with adequate legal, medical and psychosocial assistance,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and that the perpetrators are held accountable;

(b) Grant undocumented migrants who have been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the possibility
to reside in the country after their case has been closed;

(c) Ensure that migrant women are provided with clear information,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about the services and remedies available to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17, 18, 19

국문 번역본 중 발췌( ) 9)

외국인 여성 보호

19. 위원회는젠더기반폭력피해를당한이주여성들의사법및지원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

위한 년2014 이민법 개정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 ’ ,

전히 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데대해우려를표한다 또한 위원회는젠더기반폭. ,

력 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 여성들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여전히 해당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어 이들이 학대 사실,

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려를 표한다 제 조( 5, 6 ).

2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 여성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히 적절한(a) ,

법률 의료 심리적지원을제공, , 받을 수 있도록보장하며 관련가해자들이, 처벌될 수있도

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실시;

젠더기반폭력을당한미등록이주민들이사건(b) 종결후에도국내에체류할수있는가능성

부여;

(c)이주여성이젠더기반폭력의피해자로서활용할수있는서비스와구제수단에대한명확

한 정보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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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법률 의료 심리지원 제공 보장. · ·

성폭력피해자의경우의료및심리지원제공하는것이중요 특히피해자는심.○

리적으로 불안하며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함.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와 함께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

한 사법적 절차 지원까지 보장되어야 함을 권고함.

나 가해자 처벌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실시.

피해자가수사단계에서부터제대로된법률조력을받고형사재판절차단계에○

서도 피해자가 참여하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권고함.

다 미등록 이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건 종결 후 체류 가능성 부여.

형사절차 종결 후에도 피해여성이 그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체류○

가능성을 부여할 것을 권고함.

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제서비스 등을 제공.

피해자가성폭력피해시활용할수있는서비스및구제수단을이용할수있도○

록 통역 제공 구제수단 안내 매뉴얼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것을 권고함.

바람직한 개선 방향(2)

가 출입국관리법 성폭력피해자 특칙 규정 실질적인 보장 필요.

출입국관리법체류연장에관한특칙규정상성폭력범죄를이유로법원의재판○

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만 연장가능하며 절차 종료 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상 연장 어려움 있음.

○ 미등록 체류기간이 있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범칙금 탄력적 운용

필요.

9)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http://down.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6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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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것.

이주여성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지원해주는 숙소 기숙사 에서 생활하게( )○

됨 사업주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에는 그 숙소에서 나와야. ,

하나 사실상 기존에 제공받은 거처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특히 이주여성노동.

자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

는데 동의 없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폭행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함 현실적으.

로 입증이 어렵고 재판 중에는 형사절차 진행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있음.

올해 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업장변경사유고시 를변경하여긴급사○ 「 」

업장변경을 신설함.

사용자의 성폭행 발생 시 외국인노동자 긴급 사업장 변경 신설 시행< / 2019.2.1. >

외국인노동자가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당하였다는이유로사업장변경을요청하

는 경우 즉시 일 이내(3 ) 사업장 변경을 허용10)11)

피해의 구체성 및 일관성 판단은 여전히 각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

고 여전히재량에따라담당직원이신청을접수하지않은채바로반려 또는, (

거부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 녹음 등 증거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장 변경,○

을 허용해야 하며 피해자가 고용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신청을 안내해야 함.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접수하고 불허 경우 정식으로 불허○

신청서를 발급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다 제공받는 숙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화장실 및 샤워실 시설 등 숙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특히 농촌 근무 이주여성.○

의경우마을거주지역에서떨어진외딴곳 논밭내에서비닐하우스안임시패,

10) 기본적인 사실관계확인후 피해의, 구체성및 일관성이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조사 결과전이라도우선적으로 변경

조치 운영지침 성폭행여부확인및성폭행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조치등에대해서는별도운영지침을( ) *

마련 시행·

11) http://www.moel.go.kr/local/jeon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10108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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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등에거주하는경우많으므로숙소기준을정하여기준에미달하는사업장의

이주노동자 채용 제한 등 패널티 부과.

장기적으로는 농촌 지역 경우 마을의 주거지역 내 안전한 장소를 숙소로 제공○

하는 방안 검토 필요.

라 사법접근권 개선.

성폭행피해자구제절차진행초기부터통역지원필요 통역인의질담보할수.○

있는 장치 마련.

농촌지역거주피해자경우구제절차제대로알지못하는경우있음 이주민센.○

터가 지역마다 있으나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시댁 또는 남편 의견을 무시하

고 읍내까지 외출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경

우도 있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각 지역 지자체와 함께 성폭력 피해 시 구.

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 마련 방법.

현행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시이주여성도더적극적으로지원대상○

에 포함하는 방안 이 경우 상담부터 통역지원 필요/ .

성폭력피해자지원변호사 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및 통역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 이금연 이주와 여성폭력 월간, 2003. . 복지동향, (53), 13-16.

조숙현 한국의이주여성성폭력피해와체류, 2018, ,「 」∙ 이주여성성폭력피해현황과체류권보장을위한제도

개선방안 자료집

∙ 외교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 국문번역본17, 18, 19 [ ]

http://down.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66905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 」

http://www.moel.go.kr/local/jeon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1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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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등록과 미등록 사이:

강혜숙 ∙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결혼이주민 현황1.

년 월기준국내체류외국인은약 만명으로이중 가여성이다 국내체류2018 12 237 46% .

외국인중 결혼이주비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며 이 중 가 여성이다 결혼비(F-6) 5.2% 82% .

자 로 체류 중인 이주민과 혼인 귀화자 명 를 포함하면 전체 결혼 이주민 수는(F-6) (129,028 )

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정 책통계연보252,574 11% .(2018 · )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주민의 수는 년 약 만 명에서 년 약 만 명으로 지2007 12 2016 27

난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10 .

국제결혼은 년 에서 년 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이러한 변2007 76.1% 2016 72.0% ,

화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관리 감독하·

는 법률의 제정 년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도입 년 과 결혼이주민의(2007 ), (2010 )

비자 발급 심사 기준 강화 년 등 잇따른 조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014 ) .

그러나 표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년에는 다시 얼마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1 2018 .

결혼이주민의 비자 발급 심사 기준 강화 년 정책에 따른 적체가 얼마간 해소되기 시작(2014 )

한 것으로 보인다.

표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1]
단위 건( : )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남성 외국여성+ 6,945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한국여성 외국남성+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남성 외국여성+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한국여성 외국남성+ 7,961 7,497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6,090

출처: 국가통계포털 외국인과의 혼인 에서 재구성KOSIS (http://www.kosis.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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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기준 외국국적자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인구와 성별 구성은 아2017 12

래의 표 과 같다< 2> .

표 체류자격별 이주민의 인구와 성비[ 2]

구분
유학

(D-2)

예술

흥행

(E-6)

특정

활동

(E-7)

비전문

취업

(E-9)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6)

방문

취업

(H-2)

방문

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전체 86,875 3,704 21,206 279,127 415,121 136,334 122,523 238,880 111,449 40,594 22,457

여성
50,700

(58.4%)

2,620

(70.7%)

6,230

(29.4%)

24,377

(8.7%)

214,308

(51.6%)

75,659

(55.5%)

101,526

(82.9%)

98,229

(41.1%)

65,769

(59%)

23,117

(56.9%)

14,565

(64.9%)

남성
36,175

(41.6%)

1,084

(29.3%)

14,976

(70.6%)

254,750

(91.3%)

200,813

(48.4%)

60,675

(44.5%)

20,997

(17.1%)

140,651

(58.9%)

45,680

(41%)

17,477

(43.1%)

7,892

(35.1%)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17 ·「 」

국내 체류 이주여성의 약 은 재외동포 비자나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동1/3 (F-4) (H-2)

포들이며 결혼이민 비자나 영주 비자 소지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여성의 비율, (F-6) (F-5) .

이 높은체류자격은결혼이민 예술흥행 동반 방문동(F-6) 82.9%, (E-6) 70.7%, (F-3) 64.9%,

거 유학 거주 영주 순이며 재외동포(F-1) 59%, (D-2) 58.4%, (F-2) 56.9%, (F-5) 55.5% ,

도 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F-4) 51.6% .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국정부의이주여성에대한정책은다문화가족 중심으로편재되어왔다 이는정책대상을결.

혼이주여성으로한정한것일 뿐아니라 정책내용또한대체로결혼이주여성을한국인의배,

우자이자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라는 가정 내 전통적인 성역할의 담지자로

만 보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정부는 년결혼이민자지원종합대책을마련하면서결혼이주여성을가족의구성 유2006 ,

지 재생산이라는 틀에 종속시켰고 이후 정부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다는 가족유, , ‘ ’ ‘

지 가핵심으로자리잡게되었다 숱한문제제기에도다문화가족지원법제 조는여전히 귀’ . 2 (

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한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양한 이주민 가족)

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전히 결혼이주민의 문제를 가족정.

책으로만해결하고자하는시각을고수하고있어다문화가족을구성하는개개인의권리나가

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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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태2.

여성가족부의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가 신체적‘2010 ’ 69.1% ·

정서적 경제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통제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주여성 명을 상대로 실시한 결혼이주민의 안정2017 920 ‘

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의 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고’ 42.1% ' '

답했다 조사대상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42.4%, 29.4%, 11.4% .

가정폭력유형 복수응답 으로는심한욕설 한국식생활방식강요 폭력위협( ) (81.1%), (41.3%),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줌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부모님과 모국 모욕(38%), (33.3%) . ,

성행위 강요 본국 방문 송금 방해 등의 답변도 나왔다 가정폭력시 도움요청 여부에 대해서, · .

는 없다 는 응답이 있다 는 답변보다 더 많았다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31.7%) ‘ ’(27%) . ‘

것이창피해서 누구에게도움을요청해야할지몰라서 아무효과도없을것같아서 등이’, ‘ ’, ‘ ’

거론됐다 아울러 폭력피해를 입거나 갈 곳 없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쉼터에 대해서도 안다. ‘ ’

는 답변이 였으나 모른다 는 의견도 였다62.1% ‘ ’ 27.6%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 현실3.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사회권은 한국인 배우자 자녀 가족에 종속되어 있다 결혼이, , .

주여성은 체류 자격 유지 영주권 및 국적 취득을 위해 또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의 수혜, ,

자가되기위해한국인배우자와의혼인관계를유지하거나 한국국적의자녀를출산 양육하, ·

거나 한국인배우자의부모를부양해야한다는조건을요구받는다 이러한구조적강제로인, .

해 결혼이주여성들은가정폭력을비롯해가정내에서인권침해나착취를당해도이에적극적

으로 대응할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의취약한법적지위로인해부부관계의불평등이 심화되.

면서 폭력과살인으로 이어지는경우도 발생하고있다 안정적인체류라는 가장기본적인권.

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인권 보장은 요원한 것이다.

혼인과정에서의 인권침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년부터 시행되고 몇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사2008 ,「 」

전정보 제공 단체 맞선 금지 현지법령 준수 의무 등이 법제도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맞선, , . ,

성혼결정 결혼식등대부분의결혼중개행위가이주여성출신국에서이루어진다 따라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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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이루어지는중개행위를어떻게규제할 것인가가중요하다고볼수있는데 현행법률,

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실질적으로 규율되지 못하자 법무부는 년 월 일부터 결혼이2014 4 1

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강화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이의추진배경이 첫째. · ,

가정폭력피해여성구제 한국어교육등그간의결혼이민자지원정책이입국후에실시되어,

사회문제발생을사전차단하는데한계가있고 둘째 국제결혼과관련한사회문제를사전에, ,

예방할수있는입국전단계에서의정책수단을강구할필요성이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

새롭게 실시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강화제도에서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맞선 성,

혼결정 결혼식등대부분의결혼절차를 마친뒤에비자발급이거부된입국대기자에대한인,

권침해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또한한국인배우자의신상정보가결혼이주민이이해.

할 수있는언어로제공되지않고있으며이에따른부정확한신상정보의전달로인한파급효

과는 결혼 이후의 삶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법무부는 년 월 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사증 신청 시 범죄경력2015 11 1 (F-6)

증명서 회보서 제출방식을변경하여 한국인배우자가범죄경력증명서를직접발급받아제( ) ,

출하던 방식에서 재외공관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런.

절차의변경은 상업적 중개업에의한 속성 결혼이 여전한현실에서 공적 절차의강화라는 긍

정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개인이직접제출할경우외국인여성이중개업체를통하여한국.

인 배우자의정보를얻을수있는가능성이있었지만절차변경으로이과정이사라져현지에

서외국인배우자가한국인배우자의범죄경력을 인지할가능성이 현저히낮아졌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방식 변경으로 의도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혼이주민의혼인권보호라는명목으로법무부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

는 결혼이민자현지사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내용에서성평등감수성과인권지향성

이 부족하다.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

화 예절정보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및심사기준 등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 , ,

민자 상담 피해사례및국제결혼이민자나한국인배우자의경험담등으로구성되어있다, .1)

법무부는이프로그램의이수를의무화한이유를 최근연이어발생하고있는결혼이민자문“

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재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

1)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소개Soci-Net , (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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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년 월 일부터의무제로적용하고있는위프로그램의교육시간은 시간이2011 3 7 3

다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한 부부갈등 신체적 언어적. , ( , ,

정서적 가정폭력의문제로가정내에성평등인식이매우중요한요소임에도불구하고성평)

등 감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수대상을 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타이 출( , , , , , )

신의배우자와결혼하려는한국인으로제한하고있으며고시국가의선정기준또한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라고 공지하고 있어 특정국( )

가에 대한 인종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2015

정부가대한민국국적의남성에게특정국가의여성과결혼하고자할때국제결혼안내프로“

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권고는 이행되“

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은 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4 ( , ,

아 몽골 에서연중실시하고있다 교육은한국생활및문화 긴급연락 모성 건강등에대한, ) . , , ·

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서 한국생활에대한적응과여성의역할에대한내용이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해체의 가장 큰 요인이 성차별적인 여성역할 수행과 가정폭력이니.

만큼 성인지적 교육 한국의 법과 인권침해 시 대처법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2) , ,

결혼이주여성에게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의 권리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한국, , ,

인 자녀의 출산과 양육 한국인 가족의 부양을 조건으로 주어져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에게, ,

종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해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가 잇.

따라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개선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으로. ,

는 명백히체류권과취업권을부여하게되어있는데도현실에서출입국관리사무소담당자의

재량에의해체류권이보장되지않는경우가빈번히발생해결혼이주여성들의체류권이오히

려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데 년 월 일자로 한국1 2011 12 23

인배우자의 신원보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일선 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는 여전히 이 서류를 요구하였고 실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유효할 때만,

체류연장이 가능하다 년 후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신청의 경우도 신원보증의일차적 주체가. 2

한국인 남편이어서 여전히 결혼이주민의 체류는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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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적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따라 귀화 신청자격이 부여되며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입증 방.

식은 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해소귀책사유 가있음이이혼판결문에명시될경우에한해서‘ ’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게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재판이혼을 거칠 수밖

에없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결혼이주여성이혼자서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해소귀책사. ‘

유 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

한국인 대리인이 참석할수 없거나여성의 가출로 인한 공시송달 재판의 경우 배우자의귀책

사유가 명백한데도 강제퇴거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단체확인.

서를피해입증자료의하나로채택하는등제도를만들었지만이를참고자료정도로만여기고

있어 그 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국적법에서는 진단서 사진 형사가사소송의 판결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 , ․

력을 입증하도록되어 있지만실제로신체적폭력 외다양한 유형의무형적가정폭력 언어폭(

력 성적학대 위협 감금 악의적 유기 등 에 대한 입증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 , , )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 「

법 제 조에따라 가정폭력 을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2 “ ” “ ,」

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행위 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 , , , , , ” .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에명문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폭력피해에 대해서도 체류보장및 경

제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부여 법률지원 일정한사회보장혜택의부여등을명확히규정해, ,

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 불안정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이

여전히영향을미치고 있으며여러다양한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 재판에서명백하게한국.

인 배우자의귀책사유로이혼한다고판시한경우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이를인정하지않

고체류를허락하지않는경우 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로위자료가명시되어있어도위자,

료를 모두받은 후에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더이상체류를연장해주지않는사례 부부관,

계 개선을 위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 사례 심지어 배우자와 사별한,

이주여성에게도 한국 거주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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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체류연장 시 경험하는 인권침해

캄보디아 출신인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고향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의F .

폭력으로 이혼은 했으나 체류 연장 때마다 폭력의 증거를 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보여준다는 것

이 아주 수치스럽다 또한 남편한테 맞아 생긴 허리 병으로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항상 부족.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이다. 대구이주여성상담소( )

때문에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주민이 체류와 이혼을 동시에 원할 경우 미등록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혼이주민의 이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

년 미등록 체류자 중 여성이 많은 체류자격의 종류는 거주 명 결혼이민2016 (F-2) 3,203 ,

명 예술흥행 명순으로결혼이주민이많은것을알수있는데(F-6) 3,111 , (E-6) 1,787 , 2016

년 한 해 동안에만 결혼이민 체류자격 소지자 중 명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다1,433 .

체류연장이 보장되지 않아 이혼을 망설이는 결혼이주여성

재혼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년이 된 중국출신 씨는 남편이 일도 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이2 A

심한데다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자 이혼을 원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재혼으로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해서 부부 사이에 자녀도 없고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잃을

까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이주여성상담소(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3)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법적 해결과

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 년결혼이주여성의약 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 2010 69.1% · · ,

성적학대 방임 통제등의가정폭력을경험했으며 통제를제외한부부폭력경험도 에, , , 46.6%

달했다.2) 년부터 매년 진행된 이주여성 인권 지원단체들의 전국적인 추모제 진행 등으2010

로결혼이주여성의인권이이슈가되었고남편의폭력에의해사망한결혼이주여성들의소식

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의미있는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년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특칙 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추가되어 가정폭2011

력을 이유로 한 법원의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그 밖의 법률에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

2) 여성가족부(2010), 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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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칙조항은 법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국민의배우자인외국인 으로한정하고있다 외국인부부사이에서가정폭력피해‘ ’ .

를 입은 이주민은 동 특칙에 따라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부부의 가.

정폭력 피해자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외국인 부부라서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체류연장 불가

남편이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함께 거주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부부는 부인이 가정

폭력으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부인이 이혼을 선택하자 남편이 체류연장에 도움을 주지 않아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이주여성상담소(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이슈가 발생하면 이주여성 인권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구축하기보다는이주여성쉼터를증설하는것으로해결해왔다 그러나폭력예방활.

동과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기에는 쉼터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여성폭력 지원시스템의 한계로 강제출국 된 여성들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지 못해 자국 내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가 없다 혼인관계증, .

명서는이혼하더라도해외공관을통해발급받을수있음에도해외공관창구종사자가이러한

내용을숙지하지 못해 발급을해주지 않아 브로커에게 많은비용을 주고 발급받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두고 강제출국 된 이주여성들은 평생 본인의 자녀를.

만나지못한다 귀환한 이주여성들이한국에서 자녀를만날수있도록한국내 체류자격부여.

및연장이필요하며한국내서류를해외공관을통해원활하게발급받을수있도록하는등이

주민 조력과 관련하여 해외 공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구제의 어려움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정폭력 상담의 한계1 :

캄보디아 출신인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몇 차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했으나 참으라는 이G

야기만 들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씨는 집을 나와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아서 상담소를 찾아왔다. G .

사례 가정폭력 사후 절차의 한계2 :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씨는 남편에게 맞았으나 치료를 해주지 않아 남편이 없을 때 몰래 빠져나와 병원H

을 가서 치료를 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의 지리에 어두운 씨는 병원 이름도 위치도 알 수 없어 진. H

단서를 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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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의 체류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N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제 조는제 항에서 이규약에서선언된권리들이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2 2 ,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 , , , , , ,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제 조는 여성이국적을취득 변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9 “ ,

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할 것 그리고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 , “

는혼인중부에의한국적의변경으로처의국적이자동적으로변경되거나 처가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사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뒤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이주여성3 :

베트남 출신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월세로 살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강간미수의 범죄피해를B

경험했다 다니던 교회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차 가해를 받았다. , 2 .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한 이혼 시 통역 지원 부재4 :

베트남 출신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했다 이혼조정 과C 11 .

정에 양육권 싸움이 팽팽해지자 조정위원이 일방적으로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통역원이 조정과정에 들어갈 수도 없게 해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다.

사례 이혼 법정에서도 계속되는 가정폭력5 :

중국 출신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데 조사 기일에 남편이 법원에 기다리고 있다가 소D ,

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마침 동행한 통역원이 제지하면서 법원 청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

폭력을 피할 수 있었다.

대구이주여성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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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기혼여성의국적에관한협약 제(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1

조는 자국민과 외국인사이의 혼인의 성립이나 해소 혼인 중 부의 국적 변경이 자동적으로“ ,

처의 국적에영향끼치지아니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제 조는 국민의외국인부인은그녀.” . 3 “

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를 통하여 남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고 하며 자” , “

국민의 외국인 부인이 그녀의 요청에 따라 당연한 권리로서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나 사법 작용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arilyn Achiron, 2005).

유엔 인권기구의 이주여성 관련 권고5.

많은이주여성들이가정과직장 그밖의다양한장소에서성폭력과젠더폭력의위험에노,

출되어 있는데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에 이주민으로서의 언어 장벽 체류자격으로 인한 취약, ,

성까지 더해져피해사실을신고하는것조차어려운상황이다 이주여성에 대한여성 친화적.

이고이주민친화적인구제와지원시스템의부재는피해이주여성이체류자격을빼앗기고강

제출국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주여성이 처한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아래

와 같은 권고를 제시해왔다.

표 유엔 인권기구의 이주여성 관련 권고[ 3]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2007)

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

도 국제결혼여성이이혼혹은별거하게된경우에법적인거주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사회권위원회

(2009)

∙한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여성들이그들의남편에게의존하지않고거주자격을얻거나귀화할

수있는권한을부여하여이들이직면한차별을극복할수있도록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것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2011)

가정폭력에대한예방과보호를위한가능한조치를포함하여 외국인여성들이자신의권리,∙

와 보상 방안을 인지하도록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

∙결혼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배우자에의한학대와착취로부터외국인여성을보호하기위하여, ,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조치를 취할 것「 」

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들이국적신청서를제출할때남편의신원보증을받지못하∙

거나 자녀가없는경우직면할수있는어려움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 한국국적취득요건과, ,

관련한모든차별적조항을제거하고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제 조에부합하게국적과관련9

된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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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

위원회

(2012)

별거와이혼시동등한권리를보장하고 이후체류허가와기타조항을고려하여한국인배우,∙

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재권고( )

위원회가이에관해처음권고했던 년이래 별거또는이혼이후체류자격을박탈당한2007 ,∙

이주민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가정폭력 성적학대 인신매매 기타다른형태의폭력을당한외국인여성피해자들이사법, , ,∙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폭력피해여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할 것,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2015)

별거또는이혼의경우 결혼의결과또는지속기간 그리고결혼관계에서태어난자녀의유무, ,∙

와관계없이대한민국국적남성과결혼한이주여성에게체류의안정성을포함한동등한권리

를 부여할 것

대한민국국적의남성이특정국가의여성과결혼하고자할때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이수∙

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인종주의와성차별주의를드러내는직원이있는국제결혼업체들이적절히제재를받도록보∙

장할 것

∙다문화가족개념을재정의하고 그들이사회에주는혜택을인정하는것을포함하여 국제결, ,

혼과관련한인종주의와외국인혐오를없애기위한광범위한공공인식개선캠페인을시행

할 것

가정폭력 성적학대 인신매매또는다른형태의폭력의피해를입은외국인여성들이자신들, ,∙

의권리에대해통지를받고재판에적절히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부여할 것

다문화가족의정의를확대해외국인간또는민족간결합을포함시켜 현재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2018)

외국인 여성의 보호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이주여성을보호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고피해자들의체류자격과∙

상관없이적절한법적 의료 심리사회적지원을제공할것을보장하며 가해자들에게책임을, , ,

물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

사건이종료된이후에도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미등록이주여성이체류할수 있는 가능성을∙

허가할 것

젠더기반폭력피해자로써이주여성들이구제조치및지원에관하여그들이이해하는언어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모든 결혼이주민 들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조건없는적용을확대하여모든 결혼이“ ” “∙

주민 들이 동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결혼이주민 들이혼인관계종료사유 자녀양육여부 한국인배우자가족부양여부와관계“ ” , ,∙

없이체류자격을변경하여혼인관계가종료된이후에도그들이한국에체류할수있도록할것

나아가한국국적자녀와함께본국으로귀환한 결혼이주민 들이이혼절차와양육권과관련“ ”∙

하여 적절한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 .

다문화가족 의정의를재검토하고그의미를가족구성원중최소한명이외국인 외국인부“ ” (∙

부 동포가족등인경우로확대하여차별없이모든가족에게동등한혜택이제공될수있도록, )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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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6.

결혼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된 입국대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1)

법무부에서 년부터 시행하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강화정책으로 비자발급2014

이 거부된 입국대기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법무부가제시한자격의미달로외국인배우자의비자발급이거부될경우관련국제,

결혼중개업체와한국인배우자에게엄격한잣대를적용하여중개업체의폐쇄를비롯해권리

침해를 당한 결혼의 당사자들에게 배상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가 처한 조건으로 인해 결혼이민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외국인배우자의국가와외교협상을통해구제절차를마련해야한다 한국정부의비.

자발급거부로인하여외국인여성이본국에서홀로이혼하는경우 이혼절차간소화를여성,

의 인권 차원에서 협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의비자발급거부로인한미입국의경우에는우리정부가 비자발급거부, ‘

증명원 과 같은 형식의 공식 문서를 발급하여 외국인여성이 이서류를 통하여 본국에서 혼’ ,

자 이혼절차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맞선상대들의정보가그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되어당사자들에게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2)

첫째 재외공관에서결혼이민사증발급서류절차의하나로범죄경력을조회할경우해당,

정보를재외공관에서외국인배우자에게통보하도록의무화하여외국인배우자가한국인배

우자의 범죄 경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민현지교육의내용이한국생활중결혼이주민자신의보호를위해서필요,

한 법령과 지원기관 안내 등 인권지향적인 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민의평등권확보를위해배우자에의한신원보증제도를완전폐지하고 결, ,

혼이주민이독립적으로체류할수있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법이보완될때까지는 현행. ,

법 상으로 차체류연장신청시최대 년까지체류연장이가능하므로이를적극활용하여1 3 3

년 체류연장을 기본으로 하고 년 체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관서에서3

서류로 명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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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_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등록과 미등록 사이:

넷째 결혼이주민의이혼시가정폭력을법에명시된정의에따라신체적 정신적폭력 재산, · ,

상의 범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혼인파탄 귀책사유로 인정해야 하며 여성단체확인서를,

피해입증자료의하나로채택하는제도를실질적으로운영해야한다 또한한국인남편의전. 적

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혹은별거하게된경우에합법적인체류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다섯째 현국적법에따라결혼이주여성이가정폭력의피해를입증하는경우혼인에기한,

간이귀화조항에따라 귀화신청 자격이부여됨에도불구하고 한국인남편의일방적인가출,

신고만으로도 강제퇴거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 후에라도 이혼한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과 이혼한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이며 결혼이주. ,

자에게복수국적을허용하기로한취지에비추어보더라도모순적이다 따라서국적법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혼인관계해소의귀책사유가남편에게있음을입증하지못한여성이이혼후친권,

양육자로도지정되지않아면접교섭권만주어지는경우체류자격을인정하는명문화된규정

이 없어서 사실상의 면접교섭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보다 명확하게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권만으로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3)

첫째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폭력피해.

여성의 구제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여성폭력범죄피해자의체류권을보장하고사회복지지원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쉼터는 등록 이주여성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

여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적극적인 홍옵로 모든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에 적시된 대로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 ,

주여성도 입소 대상이라는 점을 운영자들이 인지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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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원활한 범죄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인권보호, ,

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결혼가정의가사사건재판과정에서이주민이차별받지않도록공정성과안,

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정폭력방지법에정의된대로비물리적가정폭력도가정폭력으로정의되고피해,

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주민에게 체류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

이혼후체류권을보장받지못한결혼이주여성이겪는어려움의해소를위해서라도결혼이주

여성의 가정폭력과 귀책사유 적용 범주를 가정폭력방지법 정의에 따라 넓혀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이 실시되어야 하며 외국국적의 한, , ,

국국적자녀가없는폭력피해이주여성도동등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시설에입.

소하지 않은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정책도 필요하다

여덟째 출입국관리법 상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조문의 적용대상을 가정폭력 피,

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으로 개정하여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구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아홉째 이주여성폭력실태에관한실태조사와통계작성이필요하다 여성폭력가해자를, .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통계이다.

열 번째 귀환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한국 내 체류자격부여 및,

연장이 필요하다 한국 내 서류를 해외공관을 통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주민 조력과 관련하여 해외 공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열한 번째 가정폭력은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성인, .

지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정책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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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진혜 상근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폭력피해 혼인이주여성의 체류자격1.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은 흔

히 가족의 재결합권 즉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 근거를 찾‘ ’,

는다 가족재결합권은 가족이함께살기위하여다른가족의 구성원이대한민국에입국하고.

체류할 권리로 헌법 제 조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뿐만 아니라 혼인의 자유 중 특수, 36 ‘

한 형태 로서 보호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헌마 결정’ ( 2013. 11. 28. 2011 520 ).

헌법 제 조 제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36 1 ‘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 규정한다 국가의 혼인과 가족에관한제도적 설, ’ .

계와 실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이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재결합권이라는 체류자격의 근거 는 종종 거꾸로 해석된다 이혼 즉 가족을‘ ’ . ,

더 이상 구성하지 않게되면 한국에 더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는 결혼 이전에 이민 이라는 중차대한 결심을 한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 ’ ‘ ’

고방식이다 이는 체류자격을 체류의 목적별로 편제하고 있는 현행 이민체제의 한계이기도.

하다 체류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목적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한국 출입국 행정은 체류의 목적이 체류 중 변경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 .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실무상 혼인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의 연장 변경 및 취소처분은 국,

가가 상정하는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가정폭력피해자인이주여성의체류권보장과관련하여일정한예외사유를정하면서도



44

권고로 돌아본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개선방향UN

순결한피해자 도그마를그대로적용함으로써가족의해체와사회갈등을더욱촉진시키고‘ ’

있다.

년 월 기준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발간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은2019 1 · ‘ ’

체류자격별사증발급요건 자격해당자및필요서류등을규율하고있다 이외에체류허가등, .

을 심사할 때 사용되는내부 지침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르면 이혼에 의한 혼인.

단절이발생한경우 해당외국인배우자는 국내에서국민과정상적인혼인생활중자신에게, ‘

책임 없는사유로이혼한사람 임을객관적인자료를통하여 입증하는경우에만체류자격의’

연장허가를받을수있다 매뉴얼상여러가지자료를통해귀책사유없음을입증할수있는.

것으로보이나 실상재판상이혼을통하여법원에서이혼사유가상대방에게있음을 입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류자격을 연장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완벽한 피해자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합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택하고 배우자가 자산이 없어 실제 집행하지도 못할, ( )

위자료청구를위해추가로인지대와송달료를법원에내야한다 이혼소송에서승소하기위.

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욕설 등이 담긴 녹취.

록을 본상대방은자기몰래녹음을했다며 노발대발하고 처음부터 자기를속여위장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배우자를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파탄에 양측의 귀책사유가 있.

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대한민국은 폭력피해를 당한 혼인이주여성에 대하여 도대체 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에 따른 동 협약의 위원회가 권고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년과 년 에 이어 년 특별보고관을 통해 대한민국에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2007 2012 ) 2015 “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남성과결혼한이주여성에게체류의안정성을포함한동등한권리를부여할것 이라”

는권고를내린이유는대체무엇인가 대한민국정부는위원회의권고에대하여아래와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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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제 차국가보고서심의에서별거또는이혼시 그리고그이후의거주48. 15, 16 ,

자격 및 기타 규정들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

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한국에게 다시 권고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가,

첫 번째 관련 권고를 하였던 년 이래 별거 및 이혼 이후 거주자격이 거부된 외국인 여성배우2007 ,

자 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한국에 요청하였다 최종견해.( 14)

외국인 배우자에게이혼의귀책사유가없는경우와귀책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그외국인이대한49.

민국국민인배우자의부모또는가족을부양하는경우등에는체류를허가하고있다 다만 진정한. ,

혼인의사없이국내입국을목적으로결혼한것 위장결혼 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정상적인혼인을( )

전제로발급되는결혼이민자격을거부할수있다 그러나 이혼이후거주자격이거부된외국인여. ,

성배우자 수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별거의 경우에도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대.

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별거한사유를입증하는자료와함께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출생한자

녀를양육하거나한국인배우자의부모또는가족을부양하는사실등을입증하면결혼이민자격으

로 체류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 (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차 차 차 국가보고서 중< 17 ·18 ·19 >

체류 안내 매뉴얼 과는 달리 별거시 입증자료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또는 한국인 배우자‘ ’

의 가족부양을입증하여야체류자격을연장하여준다는법무부의실토외에도 이혼이후거,

주자격이거부된 즉체류연장이되지않은혼인단절이주여성에대해서는통계조차작성하,

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앞서 위장결혼 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운 점 등이 눈에, ‘ ’

띈다 법무부는 폭력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최소한 안내매뉴얼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객관적. (

입증자료 를 제출한이주여성이한국내에몇명이나있는지지금부터라도 조사하여야할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같이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후 기각.

내지 반려 처분을통해행정절차법내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록을 정확하게남겨

두기를 바란다 참고로 법무부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년 똑. , , 2018

같은 내용의 권고를 재삼 결정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보호2.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감동 고지운 변호사의 발제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입‘ ( )’ ,

은 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층위에서 보다 취약하다 스스로의 피해를 증언하고 도움을 구할. ,

수 있는언어적전달력의한계뿐만아니라 피해자를보호하고힘을북돋워줄수있는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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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신뢰를 쌓아온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 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수행한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2015 ‘

실태모니터링보고서 에따르면무려 가직장내에서성희롱을경험한바있다고응답’ 74.1%

하였다 그러나위경험자의 는참거나말없이일을그만두는등대응을하지않았으며. 38.1% ,

그 이유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말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23.2%),

창피하고오히려내가비난받을까봐 미등록체류상태라신고가두려워서(21.8%), (18.2%),

등을들었다 항의하거나고용센터 경찰등에신고한경우에도아무런조치가없었다(16.8%) . ,

는 응답이 본인이 불이익 해고 징계 왕따 등 을 당했다는 응답도 나 되었다32.1%, ( , , ) 12.7% .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성매매등 피해자가 발견된 경우 경찰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

가 마련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여전히 절차 종료 후에는 강제로 출국 당하. ,

여야한다는점 손해배상소송 병원치료및심리상담등피해의회복을위한소요기간은고, ,

려되지 않고있다는점 가해자 사업주 등 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점 등 여, ( )

러 가지 이유로 경찰 등 사법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를 어려워한다 실제 가해자 측 변호사로.

부터 합의를 종용 받으면서 합의 안해줘봐야 벌금 몇백만원 내고 끝난다 라는 말을 들은 피“ ”

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후 가해자가 사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다년간

의 성착취 피해에도 불구하고 백만원이 되지 않는 합의금을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된 체류자격의 보장이 가장 절

실하다 뿐만 아니라 첫 신고부터 소송의 마무리까지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형사절차에서통역의경우 경찰이나검찰에서는검증. ,

되거나 교육받지않은 통역인의오역등으로인하여문제가발생하는일이허다하다 사법절.

차에 대해 이해하고 법적 용어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며, ,

조사과정 외에도 각종 서면으로 통지되거나 안내되는 사실들이 번역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현재선주민피해자들을중심으로설계되고운영되고있는피해자지원제.

도를 체류자격과무관하게피해이주여성도접근할수있도록문턱을낮추고 널리홍보하여,

야 한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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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5

년 월제출된국가보고서에대하여 년 월발표한최종견해에서특히이주여성의성매7 2018 3

매 및 성착취 피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예술흥행비자 제도, (E-6-2)

를 개정하고 취업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송출 방식인 예술흥행비자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사업장에 자신의 운명을 맡.

길 수밖에 없는 성착취 피해 여성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다 한사람이한국에와서겪는일들과그로인한신분변동 무엇보다그과정에서구제받지. ,

못한 피해에 보다 집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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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사례 지원과

개선방향 중점으로

웬티현 상담원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베트남 상담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베트남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 .

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이주여성들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능한 분들과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지운 변호사님과 강혜숙 대표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에 동의하며 앞으로 활동가로서,

필요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데에 유익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고지운변호사께서다문화가족내성폭력 부부간성폭력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결혼이주민의 가족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

다 한국인배우자에의한결혼이주여성에대한폭력에는 성폭력이포함되어있는경우를현.

장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현장에서 경험한 이주여성 가정폭력과 함께 발생하.

는 성폭력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1

씨는 년에 한국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아들 명을 있고 영주자격 을 취득하A 2006 3 , (f-5)

였음 결혼생활내내남편은상습적으로 씨를폭행하였고 외도가잦았음 자녀양육돕. A , .

기 위해입국한 씨의친정어머님에게수차례로성추행과강간을하였음 이를목격한A . A

씨는경찰신고하였고 성폭행피해자로인정받았으나남편이교도소에가면가족의생계,

유지가걱정된 씨와친정어머님은결국형사고소취하하였음 남편의폭력으로인해무A .

기력해진 씨는남편과지옥같은결혼생활을탈출하고싶지만 자녀들걱정등으로이A ,

혼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센터에 찾아왔음 센터의 상담을 통해 씨는 어렵게 이혼 결. A

정할수있었고 현재남편상대로위자료및자녀양육권청구하는이혼소송을제기한상,

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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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씨는 살에 한국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을 꾸며 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B 20 ,

혼하여 년에 입국하였음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남편은 씨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2017 . , B

여주며 이상한약을복용하여 씨에게성관계를강요하였음 이를거부한 씨는성기가, B . B

찢어져출혈이있는상태의고통속에서도계속하여남편에게강간당했음 씨는결국남. B

편의성폭력을견디다못해친구의집으로피신한후본센터에전화상담하였음 본센터.

를 통해서 경찰신고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남편의 성폭력가해자 관련 객관적인,

증거가확보하기어려웠음 진술로만사건결과가희망적이지않았고 재판과정이길어지. ,

자 결국 씨는 재판을 포기한 채로 본국으로 돌아갔음B .

사례2

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편과 결혼하여 년 한국에 입국하였음 결혼초기에C 2018 .

는 성격차이와 문화차이로 사소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파탄에 이를 정도의 것들,

은 아니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겪는 정도였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 . ,

록 남편은 씨를 배려해주지 않으면서 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음C C .

한국말을하지못한 씨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보내주지않으면서 한국말로하라 고C ‘ ’

강요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함 한국생활을 적응 하지 못해 아프거나 피곤한 씨에게 위, . C

로해주고 이해해주기는커녕성관계를강요하였음 아무리거절하고도망가도 남편은, . C

씨를쫒아다니며 강제로성관계를하였음 남편의힘에의해움직일수없는 씨는눈물, . C

만흘리며 남편의성관계를강요를참는날이많았음 그러던어느날사촌언니과통화하, .

는 중에남편이갑자기화를내며 부엌에달려가칼을가지고와서 씨를위협함 씨는, C . C

너무무서워서울면서살려다라고했는데 다행히도사촌언니와의통화가끊기지않아서,

사촌언니가 에 신고해주었고 그 후본 센터의 쉼터로 연계되었음 남편으로1577-1366 , .

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당한데다가 칼로 생명을 위협까지 당한 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 C

으로 남편상대로 이혼와 위자료 청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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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년에 입국하였음 입국 첫날밤부터 남편은 씨의D 2016 . D

여권을몰래빼간후목을조르며 머리채를잡고구강성교를강요함 입을다물며거부하, .

자 남편은뺨을때려입을강제로버리게하여입안에사정하는등성폭행하였음 씨는. D

충격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자 남편은 씨에게 여행을 가자고D

하여모텔로데려가강제로옷을벗긴후가슴에빨래집개들로찝고 스타킹을신게한후,

밧줄로 팔과 몸을 묶고 강간하였음 처음 강간하던 당시 남편은 자신이 정관수술을 했으.

므로임신걱정하지말하고했음 씨는남편과아이를낳고 행복한결혼생활을하고싶. D ,

었으나 남편이 자신을 성적 노리개로 삼기 위해 결혼했음을 깨달게 되어 절망에 빠져 자

살하려고했지만 베트남가족생각에차마할수없었음 남편과의이혼을위해남편을만, .

나기전에베트남에서알던한국인남성에게도움을받아이혼소송을제기하였으나법원

에서 씨가도와준한국남성과의불륜관계를했다는남편의주장을받아주었고 혼인무D ,

효와 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음 억울한 씨는 센터의 도움으로D . D

심 판결을 항소장 제기하였음1 .

위와 같은 이주여성 성폭력 사례를 지원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증거확보의어려움이있습니다 위의사례중. 사례1만 제외하고나머지사례모두증

거확보가안되었습니다 부부사이에지극히사적인부분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증거수집.

이 당연히어렵습니다 증거가없기때문에피해자들은고소한후조사과정에서반복적으로.

녹화진술 거짓말탐지기등으로조사받아야합니다 육체적정신적으로모두지쳐가는성폭, .

력 피해자들은긴조사과정을버티지못해포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끝까지조사를 응한다,

해도 증거없이 진술만으로는피해사실을인정받기어렵고 결국에가해자가제대로된처벌,

을받지못하게될것입니다 이를극복하기위해많은이주여성들이성폭력의경험을이해하.

고 폭넓게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경험.

후 바로지원기관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성폭력지원기관에대한적극적인홍보

와이주여성대상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이필요할것입니다 무엇보다증거 확보가우선이아.

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다음은이주여성들의서툰한국말탓에불이익받는문제입니다 한국말을몰라서조사.

과정에서 통역사가 필요한데 경찰이나 검찰이 통역인 고용하는 일이 귀찮아서 통역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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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대충대충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사를 배치해준 경우도 한국어실력과 인권감.

수성이 부족한 통역사에게 지원을 받게 되면 피해사실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통역사.

의잘못된언어선택으로인해 차피해를입는경우도발생합니다 경찰 검찰등조사단계에2 . ,

서 이주여성관련조사와한국인 관련조사의다른언어차이 문화차이가있음을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성폭력 조사 전문 통역인 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문제가된다고느끼는점은사례2,3,4처럼부부간의성폭력범죄는인정될확

률이매우낮다는것입니다 사람들은부부이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다라는주장을쉽게할.

수 있지만 당하는이주결혼이민자의입장은극도한수치심을느끼며 자살시도할만큼심각, ,

한 인권침해문제입니다 낯선 나라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성노리개로 취급하.

고 계속하여강제적으로성적학대와폭력을행사하는남편들에게엄중한처벌을줘야할것,

입니다 부부간에도성폭력이발생할수있으며 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바뀌도록다양. ,

한 캠페인이정부차원에서진행되어야합니다 한국인배우자에대한성폭력예방교육도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주여성으로서.

굴욕적으로 느낄정도로여성들을소개하는경우가많습니다 한국남성들이그런정보를가.

지고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을 반려자로서 생각하기보다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

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을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광고하는 중개업체. ,

들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www.kwla.or.kr

지정토론

결혼이민자의 인권 및 체류는

일반 외국인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고동중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Ⅰ 들어가는 말.

발표자의 글은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실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실을 사례를 들,

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연관시킴으로써 외국인정책의

방향성을제시하고있는점에있어서상당한설득력이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 ,

라에 결혼이민자로체류한다는이유만으로시혜적인혜택을계속해서제공해야하는지에대

해서는깊은고민이있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본고는발표자가제시한정책적제언에대.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Ⅱ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

결혼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된 입국대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1.

발표자는한국정부의비자발급거부로인한외국인이입국하지못한경우우리정부-

가 비자발급거부증명원 과같은공식문서를발급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발표‘ ’ .

자는그서류로외국인본국에서혼자이혼절차가가능하도록한다는의미인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비자발급거부증명원 으로 본국에서 이혼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지‘ `

의문이며 일국의비자정책은국가의광범위한국가재량이행사되는영역으로비자,

신청에 거부에 대한 사유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거의 모든 국가의 일관

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청인의 범죄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

불허하고 사증신청인에게 그 불허사유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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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

국적취득자의가족에대한특례 에따라 외국국적을소지한국민의배우자 자격으` `」

로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c-3-1) 90 .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2.

발표자는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경우 해당정보를 재외공관에서-

외국인배우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인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본인이 경찰청에서 발급받아 결혼중개업체 및-

재외공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므로 재외공,「 」

관에서 경찰청에 직접 조회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는 외국인의 귀화 국적, ,

또한재외공관에서범죄경력조회시점은이미혼인등의절차가종료되고최종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외국인배우자에게 통보되더라도 큰 의미

는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 전 단계에서 초청인인 국민으로부터 범죄경력. ,

조회서를제공하도록하여사전에 불미스러운결과를예방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

로보인다 이미말씀드렸듯이재외공관에서는범죄경력증명서확인후초청인의범.

죄가정상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없는경우에는사증발급을불허하고사증신청

인에게 불허사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결혼이주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제도를 폐지-

하자고주장한다 그러나현재결혼이민 사증발급신청시외에모든배우자의. (F-6)

신원보증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발표자는 결혼이주민의 이혼 시 가정폭력을 법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신체적 정신- ·

적 폭력 재산상의 범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혼인파탄 귀책사유로 인정해야 한,

다고제언하고있으나현재도결혼이민자의책임없는사유로혼인이단절된경우에

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가 아니더라고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

아니더라도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보장,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배우자인 국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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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피해자가 될경우도고려하여야하며 이를 인정할경우 향후 체류질서의 혼,

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는혼인관계해소의귀책사유가남편에게있음을입증하지못한여성이이혼-

후 친권양육자로도지정되지않아면접교섭권만주어지는경우체류자격을인정하

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의 면접교섭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보다 명확하.

게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권만으로도 체류연장이 가

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양육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갖는 것이 일반적인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 부모는 혼인단절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반대해석이 가능합니다 따.

라서혼인단절의책임이있는외국인에게체류연장을하는것은남용의위험성이있

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3.

발표자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조문의 적용대상을 가정-

폭력피해를입은모든외국인으로개정하여모든이주민에게인권구조의기회를보

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배우자 및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 조- . 25

의특칙조항을개정하여학대아동의체류연장등을허용하는관련개정안이현재국

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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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민정 부원 ∙ 다누리콜센터 경기수원(1577-1366)

성폭력과 이주여성1.

고지운 변호님이 제언한 개선 방안들은 공감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 피해자들이 염려하. ,

는 지점은역시 체류와고용허가제의작업장변경문제입니다 이를중심으로몇가지더첨언.

하고자 합니다.

성폭력피해 미등록이주여성 과 체류자격 등1)

년 월 일법무부이주여성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종합대책중 성폭력피2018 3 21 ‘○

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 을 언급함 성폭력피해자’ . 3)가 수사 재판 등 과정에 있는,

경우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부여하고 있음G1

발제 내용 중에 미등록체류기간동안 범칙금 부과를 언급했지만 년 월 이후, 2018 3○

부터는 실무상 범칙금4)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폭력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소요 되는 기간은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년 가까이2○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부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법무부는 인권침해당한 외국인 중,○ 5) 성매매강요 상습폭행 및 학대 심각, , ,

한 범죄피해자 등 난민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자에게체류 외자격 외,

활동을 허가함.

3) 체류외국인중성폭력범죄 성매매강요 상습폭행 학대 심각한범죄피해등*, , · , 을이유로법원의재판 수사기관의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법무부 체류자격별안내매뉴얼(19, , )․

4)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5) 체류외국인중성매매강요 상습폭행 학대 심각한범죄피해, · , 등으로인권침해를당해그피해구제를위한소송등의

구제절차를밟고있는자로서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에의해구제대상자로결정된자 법무부 체류“ ” (19, ,

자격별안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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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내 피해자와 작업장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2) (E9) -

년 월 개정 발표 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는2019 1 , ‘ ’○

긴급사업장변경 을 신설한 것 성폭력 내용을 구분하고 가해자를 구분하‘ ’ , ,① ② ③

며 피해 장소를 세분하여 언급하고 있음, ④

긴급 사업장 변경의 경우 는 가해자가 사용자‘ ’○ 6)일 경우와 성폭행 임

가해자가 사용자이고 성희롱 성폭력 경우 예전과 같은 절차를 따름, ,○

가해자가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그 피해 장소가 사용, , ,○

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로 함.

피해자 작업장변경신청 사회제도 접근권3) –

고용센터는 사업장변경사유에대한이견존재시처리절차 에따라접수등을하‘ ’○

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진단서 동료등의 진술서등 를 제. ( , )

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접수가 되지 못하는 경,

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센터는고소접수증이나노동청진정접수증제출이있는경우에는고용변동신○

고를 접수 해 주고 있음 고용알선은 한 달 후부터 진행되며 소송결과 이탈판명. , “ ( )

에 따라 출국 될 수 있음을 주지”

성희롱 성추행등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수사진술등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 재판 결과에 따라 출국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경찰신고나 노동청 진,

정을 하기 보다는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장 변경을 하려는 경향이 발견됨

이주여성과 가정폭력2.

강혜숙대표님이다양한사례와함께이주여성과그가족이다양한영역에서발생되고있

는 문제점들과 그 대안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

6) 년 관련 고시가 발표된 당시는 가해자가 사용주등 이었음 년쯤 사용주 로 개정됨2012 ‘ ’ . 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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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와 국적 영주자격1) ,

남편 사망 실종 이혼 등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신청을 위한, ,○

요건강화됨 특히 저소득한부모가정의가장인이주여성의경우는국적취득과영. ,

주자격 신청 조건을 구비 어려움호소함 국적 귀화적격시험합격 또는 사회 통( :①

합이수증 영주자격의경우는 사회통합이수제중간과정이수 가구소득전년도, ,②

국민총소득의 등80% )

이혼후한국인국적자녀는실제양육목적체류연장의경우 자녀가만 세까지, 18○

만 가능

입양에 의한 국적취득 미성년자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체류자,○

면접교섭권만 인정된 결혼이주자의 경우 자녀를 정기적 만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연장 어려움 주 사유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이행 비협조- :

영주자격 재외동포자격자 등 장기체류자 배우자들의 가정폭력 발생 시 체류 자격,○

문제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 VAWA(The Violence Against

는 영주자격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부당한 폭력 피해 등이 있었을 경Women Act)

우 단독으로 체류자격 연장 및 영주자격을 신청할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

음 관련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족관계등록 및 발급 사회제도 접근권2) -

천원이면발급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장이 없어 귀환 후이혼신고 등을 못하는1 1○

사례 등

한국국적자중심의가족관계관련하여등록하고발급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사○

유로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 사회제도 접근권3) -

년말 컨터여성연맹과 사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가컨터시와하우장성에거2016 , ( )○

주하는귀환여성과그자녀 가구를설문조사와면접조사하여발표301 7)함 아래는.

그 내용 중 일부임.

7) 한베함께 돌봄센터 베트남거주 귀환여성과 한 베 자녀 실태 및 지원방안 심포지엄 자료집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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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여성①

현혼인상태 혼인상태 양국모두이혼완료 한국에서만이혼: 30.11%, 28.67%,○

완료 베트남에서만 이혼 완료24.73%, 2.51%.

법률적혼인해소가어려운이유 이혼절차관련정보부족 양국법률적차: ,○ ① ②

이로 인한 복잡한 이혼절차 한국서류 발급의 어려움 이혼서류 양국 차이 등( , )

한국 혼인해소 증명 공적문서는 혼인관계증명서인데 반해 베트남에서 법률상 혼인 해소가 이,

루어지려면 법원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함 즉 한국에서 여성이 협의이혼을 했을 시 재판이혼. ,

보다 혼인해소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국에서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베트남 내에서 일방이혼 재판이혼 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이 경우 비용 기간 복잡한 절차( ) , ,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자녀들②

국적현황 한국국적 베트남 국적 이중국적: 81.42%, 15.93%, 2.65%○

체류상태 미등록 체류 여권 만료 체류비자 만료: 55.79%( 34.74%, 21.05%)○

한국여권 재발급은 이혼전이면 상대방의 동의서가 필요함 최소한 대한미국 여.○

권이만료가되어그자녀들이미등록체류자로남지않게하는조치가필요한것

으로 보임

성매매 강요와 이주여성3.

한국 내에는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다양한 형태 업소에 이주여성들이 유입해 있음 이.○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보호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사지업주 성매매 강요로 기소되는 경우도 잘 없고 태국여성 대부분 강제 출국되니까 성매매 강“( ) , ( )

요를 호소하면 쉼터까지 가는 경우도 잘 없다 생활 질서계에서 단속하고 여청과에서 수사하는데 원. , 2

화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한번 하고 강제출국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

이니까.” 8)



67www.kwla.or.kr

지정토론

나가며4.

의사소통의어려움과법률체계등에관한정보의부족등으로불리한입장에놓이지않게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객관, ,

적인 입증자료 구비 조력 등 지원 서비스는 이주여성들이 각종 사회제도 접근권 향상에 큰‘ ’

영향을 미침.

8) 아시아의 창 타이마사지업소 내 태국이주여성 노동실태와 이동경로에 관한 기초조사 보고서 중2017, ,

아파트에서 감금상태로 있었나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김씨랑 같이 있을 때도 있었다 김씨( ?) . (

가 없을 때 문을 열어봤나 열어봤다 여니까 문이 열렸다 그런데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여기가?) . . .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한국어도 전혀 몰라서 그런 상태로 도망갔다가 업주한.

테 금방 잡힐 것 같아서.

경찰한테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 그 남자들이 테스트 한 적 없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받은 적“ . ,

이 없다 나 스스로 성매매를 했는데 그만두고 태국에 돌아가고 싶다 고 말하라고 했다 아니면 동영상. ” .

을 유출시킨다고 태국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한국 남자들 옷차림이나 태도 행동이 마피아 조직폭력배. /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정말 동영상을 찍었나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 ( ?) “

지고 있다 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 고 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