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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방(since	1986)은	기지촌여성과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이주여성	지원시설	쉼터가	있습니다.	억압·착취	굴레	속에서	

소외되고	비가시화된	여성들,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여성들,	성착취피해	이주여성들이	

함께	모여	침해	받은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인사말

연대로의 초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두레방	현장은,	‘기지촌여성’과	‘이주여성’	지원활동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했다.	상담	및	아웃리치는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법률지원의	조사	진행은	

끝없이	미뤄졌다.	의료지원	시	내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유례없이	

두레방	임시휴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2020년	활동	현장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편견과	차별의	민낯을	보았다.	

각종	혐오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성착취와	노동력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두레방	내담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분배되는	지원금의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감염	위험과	

방역	조치마저도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은	채	더한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산적한	과제들	앞에	당장	우리는	묻고	싶은	것들이	많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충분한	백신이	

확보될지,	마스크	문제처럼	미등록	이주민들이	백신접종을	받으려면	또	다시	줄	맨	끝자락에	

서야	하는	건	아닌지,	(…)	궁금하고	또	염려된다.

한편,	혼란	속에서도	2020년	우리는	작지만	분명한	활동을	하였다.	두레방	공동체성에	

근간을	두고	각계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차별과	불합리성에	맞서	소리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인으로	국한되었던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까지	확대되었다.	비록	제한적	확대일	뿐	이주민들의	배제는	여전하지만,	

연대함으로	함께	외쳤던	소리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팬데믹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기지촌여성들과	이주여성들은	

지금	여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두레방은	2020년	활동을	바탕으로	2021년	역시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분리가	아닌	연대로,	경계를	넘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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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여성

코로나19	재난상황은	각	사회의	취약성에	따라	대응	형태는	물론	타격	양상도	달라진다.	한국	내	

기지촌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높아	그	타격이	심각하였다.	외출자제	권고로	외부와의	

소통은	더	단절되었고,	특히	기지촌여성의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2020년에는	의료지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두레방공동체와	오랜	세월	함께	해	오셨던	한	언니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홀로	살았던	고인은	‘무연고자’로	지정되어	시에서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데,	두레방은	조촐하게나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지정	신청	및	통보’절차를	거쳤고,	사망	후	3주	만에	

비로소	두레방	주관으로	장례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힘겹게	장례를	치르면서	경기도	조례에	있는	

기지촌여성	장례지원이	빠르게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체감했다.	(*2014년	6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던	122명의	피해여성들	중	8명이	사망,	현재	114명이	되었다.	한편,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되어	있다.)

2020년	4월에는	기지촌여성운동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있는	기지촌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	통과	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업은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현	경기도여성

가족재단)에서	실시한	기지촌여성	실태조사이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최초로	관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2월	17일에는	정춘숙	의원이	〈미국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014년	이후	세	번째	

발의로	이번에는	기필코	제정되길	소망한다.

기지촌여성

입법·조례활동                                                                                                                       

경기도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전국	최초	기지촌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세계	최초로	기지촌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겠다.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2020년	5월	7일	이재명	도지사와	간담회를	하였으며,	2020년	12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기지촌여성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도	기지촌여성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설문조사에는	두레방을	포함한	기지촌여성	지원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였으며,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경기도	기지촌여성의	생활	실태,	인권침해	실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레방은	2014년부터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	

정춘숙	의원이	<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	

발의했다.	2021년에도	계속해서	발의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연대하며	노력할	것이다.		

상담과 지원                                                                                                                                   

코로나	이전	두레방은	여성들이	수시로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	거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1:1	방문상담과	비대면(전화,	온라인)	상담	비중이	늘었고,	내담자들이	홀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	이는	심리적	피로감으로	이어져,	심리지지와	치료회복	및	의료지원의	비율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고령의	내담자	한	분이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	두레방	상담원이	최초	발견하여	장례까지	

두레방에서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겹쳐	내담자들의	정기	진료	날짜가	변경되거나	

동행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왕왕	발생했고,	이로	인해	내담자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두레방은	무력감과	위기의식을	느꼈던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구축에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방역수칙에	따라	한데	모이는	공동식사	대신	음식을	

소분해	배달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수	제한을	두고	소풍을	진행하는	등	형식과	내용을	조금씩	

변주해	반찬지원과	공동식사,	소풍과	절기별	행사,	치료회복	프로그램	텃밭과	공예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두레방	활동가들은,	가가호호	언니들의	집을	찾아	문밖에서	선물과	안부를	전하는	

등	이벤트를	기획해	함께	정을	나눴다.

(*두레방	선주민	여성	프로그램은		Columbus	Foundation:	MGF	Touch	Foundation	Fund	at	Give2Asia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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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두레방	상당소와	쉼터는	이주여성	지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체계가	부족했기에	두레방은	팬데믹	내내	언어지원,	

정보와	물품	전달,	의료지원에	집중하였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두레방쉼터는	방역에	더욱	

힘을	쏟았다.	행정명령에	따른	쉼터	내	규칙	등이	증가하였고,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런	갑갑함에	몇몇	

여성들은	퇴소하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재입소한	여성들도	있었다.

피해현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E-6비자	소지	사례에서	보면,	동두천	캠프케이시(Camp	Casey)	기지촌	

주한미군의	락다운(외출·	외박	통제)	조치와	경기도	집합금지명령으로	보산동	클럽거리(보산동	관광	

특구)의	대다수	업소가	휴업했다.	몇몇	영업하는	업소들도	있었지만	기지촌	클럽거리는	한	해	동안	

조용했다.	이에	E-6비자	소지	이주여성은,	타	지역으로	강제	업소	변경,	무급으로	휴업기간	동안	

숙소에서	대기,	지속되는	실직	상태,	업소	집합금지	기간	중에도	손님접대	강요,	강도가	높아진	

성착취피해,	임금체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여성들이	업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었다.	

사증면제	사례에서	보면,	코로나19로	한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새롭게	입국하는	사증면제	소지	

이주여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마사지가게	업주들은	기존에	남아있던	이주여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경찰조사에서	폭행	등의	

피해자로	인정	될	뿐	성착취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팬데믹	중에도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여전했다.	단속된	이주여성들은	피해자	신분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또는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지	모른	채	오랫동안	감옥과	

같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야	했다.	

2019년	12월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E-6-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E-6-2	사증발급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체류자격	연장	시,	이주민	당사자의	

인신매매지표	작성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을	의무화시켰다.	두레방은	2020년	법무부의	개선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	법무부의	개선이	인권보호의	장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미납부	이주민을	걸러내는	장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주여성

프로그램	

두레방쉼터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쉼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심리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여성들에게	

제공하였는데,	방식은	미술·공예활동·요가·한국음식·요리수업	등	재료를	쉼터에서	구입하고	내부	

활동가가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두레방상담소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특히	두레방데이	잔치를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다행히	성교육,	공동식사,	공예교실과	소풍을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소규모	프로그램	제공	외에도	팬데믹	속	위생키트와	생필품을	챙겨	

내담자들의	집을	수차례	방문,	안부인사를	나누는	활동도	하였다.

(*두레방	이주여성	프로그램	일부는	Columbus	Foundation:	MGF	Touch	Foundation	Fund	at	Give2Asia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법률지원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여전히	많은	남성이	방문하는	업소들은	영업을	

지속했고,	이곳으로	여성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사기	건	법률상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업소	이탈로	인한	체류자격	관련	상담이	늘었다.	출입국	단속으로	부당하게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2020년	2월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4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큰	부상을	입은	내담자	사례도	있었다.	이에	두레방	포함	관련	단체들로	연대체가	구성돼	단속	과정의	

문제점과,	체류자격	및	성착취인신매매를	두고	투쟁중이다.	

또한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편파적인	수사도	여전했다.	업소	탈출	후	업주를	고소했으나	얼마	뒤	

도리어	내담자가	피의자의	신분이	된	사건으로,	여성의	SNS	게시물	중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을	업주가	

증거로	제시했고,	이	단서	하나로	감금·폭행·성매매	강요사실이	없던	것이	되었다.	피해자	고정관념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로	이후	변호사를	선임,	재조사	중에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단속된	미등록이주민이	출국하지	못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과밀화	문제로	인한	상담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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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자활지원 

2020년도	두레방쉼터는,	성매매피해자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입소자들이	작업장	참여	및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팬데믹은	자활지원센터	작업장	출근에도	지장을	주었지만,	다행히	각	자활지원센터에서	

온라인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출석,	줌을	이용한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여	여성들이	꾸준히	

자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바깥	외출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이	같은	자활활동은	여성	스스로	역량강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덕분에	

팬데믹	상황에도	삶의	재미와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➊ 지원금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	긴급재난지원에서	제외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	긴급생계비	지원,	두레방내담자	총	25명(1차	4명,	2차	21명)	수령

•Give2Asia재단: 미등록	이주여성을	위한	코로나19	기금지원,	두레방	내담자	총	34명	수령

•막달레나공동체: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두레방	내담자	총	7명	수령

•공익법센터 어필: 코로나19	생계비	지원,	두레방	내담자	총	9명	수령

➋ 후원물품

•	개인후원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수동교회	청년부공동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의정부시청,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정의기억연대,	태국대사관,	평택시청,		

평택행복나눔,	화성외국인쉼터,	희망의친구들

	

자녀지원 

• 상담: 자녀	국적	관련,	성인이	된	자녀	체류자격	박탈	문제	관련,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상담	등

• 교육지원:	다문화학교	및	어린이집	연계,	전학·입학	관련	상담	및	지원,	교육비·특수교육	관련	상담	및		

지원,	부모	상담	동행·통역,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	온라인	교육	설치	지원,	교육	및	각종	신청

• 동천장학금(상담소	1명	수령)	

• 의료지원:	의료동행(예방접종,	코로나19	검사,	진료동행),	의료통역

• 매일유업 분유지원(총	4명)

• 물품지원(기저귀,	식품,	마스크	등)

• 미등록 이주아동 보건복지실태조사(총	12명)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두레방	활동가들이	성산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	필요한	물품,	간식을	나누면서	여성들과	

소통하며	두레방의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활동이다.	두레방	활동가들과	여성들	간에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며,	현장의	변화와	주한미군	또는	한국	법무부	등	각종	정책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2020년	두레방은,	동두천	기지촌	클럽거리와,	경기지역	내	성매매집결지	현장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기지촌	클럽거리의	경우,	경기도	유흥업소	집합금지로	많은	업소들이	휴업했기에	정기적인	아웃리치는	

한	번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경기남·북부	내	기지촌	현장	점검	차	총	여섯	차례	나가	보았다.	

한편,	경기지역	내	(기지촌	밖)	성매매집결지는	2020년	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번에	걸쳐	정기적	현장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2020년	두레방은,	아웃리치의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큰	한계점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주여성들이	

많은	마사지업소,	노래방,	오피스텔	등	기지촌	밖	수많은	현장으로의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SNS를	활용해	영어,	타갈로그어,	태국어로	온라인	아웃리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기지촌 평화기행

주제: “기지촌 역사기행: 아픔의 기억을 찾아”                                                                2020.06.19.

당일	22명의	방문단은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출발하여	두레방,	뺏벌마을,	효순미선	평화공원,	

동두천	턱거리마을박물관,	상패동	무연고자	공동묘지,	윤금이	씨	집터,	소요산	낙검자수용소	순으로	

기행이	진행됐다.	‘기지촌의	아픔에	공감하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했던	뜻깊은	

이날	평화기행은	평택시민재단·햇살사회복지회가	주최하고	두레방이	협력하였다.	

주제: “기지촌 역사기행: 기억의 공간을 찾아”                                                                2020.08.07.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경기가족연구원,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소속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두레방,	뺏벌마을,	윤금이	씨	집터,	상패동	무연고자	공동묘지,	소요산	낙검자	수용소를	기행하였다.	

파주평화프로젝트를	맡은	정근식	교수를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날	기행은	과거	기지촌의	역사적	유산을	현재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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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지원 실적•통계

산부인과	45%

치과	8%

흉부외과	5%

정형외과 7%

정신건강의학과 3%

이비인후과 2%
안과 3%

심장내과 2%

내과 25%

2020 이주여성 의료지원

정형외과 5%

산부인과 3%
이식혈관외과	11%

외과	8%

호흡기내과	11%

감염내과	2%

내과	3% 마취통증의학과	2%

정신건강의학과	3%

소화기내과	2%

순환기내과	2%

신경외과	24%

치과 24%

2020 선주민 여성 의료지원

2020 의료지원

내과	28%

정신의학과	7%

정형외과	1%

치과	15%

외과	5%

호흡기과	4%

산부인과	40%

2020 귀국지원

B-1(사증면제)	57%

E-6-2(예술흥행비자)	29%C-3(단기방문비자)	14%

2020 치료회복프로그램

문화활동	45%

상담치료	10% 심리지원	42%

사회적응	3%

2020 법률지원

출입국관련	48%

수사의뢰	10%

현장	긴급구조	4%

공증	4%

인신매매	식별지표	6%

수사지원	11%

수사동행	1%

민사소송	15%

형사소송	1%

상담소 상담•지원 실적•통계

안전	1%연계 1%

기타-실태조사,	뉴스레터	등	1%

프로그램	2%

코로나19	긴급생계비지원 5%

자녀 3%

나눔-물품과	식품	3%

귀국	2%

법률	20%

심리지지	19%

상담-진술	1%
의료 35%

생계	7%

2020 이주여성 상담

선주민	여성(그	밖의	성산업)	4%선주민	여성(기지촌)	24%

이주여성	72%

2020 전체 내담자

미상	1%

F-6(결혼이민비자)	4%

F-4(재외동포비자)	1%
B-1(사증면제)	11%

A-3(SOFA협정비자)	1%

C-3(단기방문비자)	5%

E-6-2(예술흥행비자)	77%

2020 이주여성 내담자

의료지원 88%

치료회복 5%
법률지원	7%

2020 구조지원사업 지원

법률상담 14%

법률지원-지출 2%

금융사기,	사기사건	7%가족 1%

현장	긴급구조	1%

출입국-체류자격	귀국	등 17%

노동착취 4%

[성매매]소송지원	7%

[성매매]수사동행	4%

성폭력	사건	17%

[성매매]수사지원	18%
이민 7%

수사의뢰 1%

2020 이주여성 법률지원

경기도	조례	제정,	실태조사 2%거주	2%

나눔-물품과	식품	7%

사망 2%

생계	3%

프로그램	13%

심리지지	51%

의료	15%

정보·자원	연계 5%

2020 선주민 여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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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경기여성연대                                                                                                                                    

2020년	주요사업은	경기도성평등기금사업으로	실시한	‘지역별	여성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로,	두레방은	연천과	의정부	YWCA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민정책축제	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	종합토론을	했으며,	

경기여성활동가워크숍에서	성주류화정책과	여성	참여에	대해	논의하였고,	‘경기도여성	NGO역량강화	

세미나-성인지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바라보기’	등에	참여했다.

	

한소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연합체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성매매가	근절되어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북부여성아동협의회                                                                                                                                         

경기북부	내	여성폭력시설	모임으로,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연합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도여성폭력시설방지협의회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각	단체들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연대활동을	펼친다.

연대활동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20년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정부는,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으로	상반기에는	여러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단체들과	소통하였다.	일부	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있어	반가웠지만,	점차	

각	부처의	의견이	더해지며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여러	조항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처벌법에	대한	부재’이다.	이는	곧	인신매매현장과	인신매매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뜻이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보호법만	있는	법안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포괄적인신매매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안과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아왔다.	이	법안은	그	질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보일	뿐	피해자를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현장과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정부의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앞으로	

시민단체에서는	피해사례를	통해	처벌법을	위한	연구와	정부	법안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두레방을	비롯	경기지역	

내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은	배제한,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의	규탄	기자회견과	경기남·북으로	나뉘어	진행된	1인	시위를	신청	종료일인	7월	31일까지	

이어갔다.	또한	공동행동은,	재난의	어려움이	가중된	이주민	차별은	또	다른	재난임을	강력히	피력하며

	‘경기도재난정책을	모든	이주민에게	배제	없이	실시할	것’과,	경기도는	‘취약계층	코로나19	지원	방안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할	것’과,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이듬해	1월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미등록	제외)’이	포함되면서	소귀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은	

제외’되었고,	공동행동은	이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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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활동그 밖의 활동

2020.3~7월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경기남·북부청	1인시위	

2020.02.15.

한국·일본 심포지엄

이주여성과	인신매매에	관하여

2020.06.19.		

기지촌 평화기행

아픔의	기억을	찾아

2020.09.17-18.		

2020 DMZ포럼

DMZ는	평화를	원한다

2020.04.29.		

기지촌여성인권연대·경기여성연대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	

기자회견

2020.04.25.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국제여성네트워크

Feminist	Teach-in:	Challenging	Militarized	Responses

to	Corona

2020.11.14.		

정대협·정의연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연대로	함께	한	30년,	평화의	희망이	될	정의연	

2020.11.07.		

두레방쉼터_문화나눔 토크파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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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결산

 (2020.1.~2020.12.)

세출

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목 금액

총계 239,829,600 233,184,426 -6,645,174

보조금

인건비 145,247,830 145,247,830 0 인건비,	퇴직적립,	사회보험

운영비 15,033,920 15,033,920 0

사업비 6,905,250 6,905,250 0

재산조성비 3,820,000 3,820,000 0 에어컨	구입(기능보강)

의료지원 22,043,000 22,043,000 0

법률지원 364,000 364,000 0

치료회복 450,000 450,000 0

소계 193,864,000 193,864,000 0

후원금 및
잡수입

인건비 18,000,000 9,762,520 -8,237,480 휴가비,	퇴직적립,	사회보험	
(미납	사회보험금	21년으로	넘김)

사업비 3,000,000 2,969,590 -30,410

운영비 10,000,000 11,622,716 1,622,716 장례비	포함

예비비 1,000,000 1,000,000 0 쉼터	후원금

소계 32,000,000 25,354,826 -6,645,174

Give2Asia

프로그램 11,870,000 11,424,625 -445,375

긴급지원비 1,000,000 1,278,690 278,690

예비비 1,095,600 1,262,285 166,685

소계 13,965,600 13,965,600 0

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목 금액

총계 239,829,600 240,974,486 1,144,886

보조금

상담소운영비 167,187,000 167,187,000 0

기능보강사업비 3,820,000 3,820,000 0 시설	내	비품	구입(에어컨)

구조지원사업비 22,857,000 22,857,000 0

후원금
지정후원금 	1,000,000	 	1,350,000	 350,000 이사비용	후원,	장례	부의금

비지정후원금 31,000,000 31,780,400 780,400 후원금,	연말	특별기부

프로젝트 Give2Asia 13,965,600 13,965,600 0

잡수입 잡수입 0 14,486 14,486 예금이자

세입

쉼터 결산

 (2020.1.~2020.12.)

세출

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세부내역

항목

총계 257,661,980 256,921,268

보조금

인건비 21,616,410 22,063,420 주부식비	등	운영비

운영비 168,588,590 168,141,580 종사자	5인	인건비

법률지원 16,000,000 23,072,285

의료지원 12,000,000 13,220,280

직업자활지원 2,500,000 - 코로나	상황과	언어적인	한계로	지원없음

치료회복지원 10,500,000 6,214,335

귀국지원 4,000,000 2,493,100

기능보강 6,500,000 6,500,000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지원

도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6,440,000 6,332,670

후원금 및
잡수입

일반	사업비 5,100,000 727,742 긴급지원비,	구조지원사업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2,416,980 3,335,580 공동식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소모품비,	
연대활동비,	회계기장료	등

시설	이전준비금 2,000,000 -

기타

이월금 - 4,711,688 20년도	비지정·지정	이월금

이자 - 1,258 비지정·지정	후원금	이자

반환액 107,330 12월	퇴사자로	인한	인건비	지원금	반환

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세부내역

항목

총계 254,152,113 253,407,958

보조금

운영비 190,205,000 190,205,000

구조지원 45,000,000 45,000,000

기능보강 6,500,000 6,500,000 시설	내	비품구입(컴퓨터,	노트북)

도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6,440,000 6,440,000

후원금
지정후원금 3,000,000 3,874,100

비지정후원금 3,000,000 1,387,600

기타 잡수입 7,113 1,258 예금이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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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명단

두레방상담소

강경숙 고연숙 고유경 권영주 김	환 김경림 김동금 김미림 김민주 김솔지 김순아

김영주 김우진 김윤남 김은진 김조이스 김현숙 나경덕 뎡야핑 맹수용 목익수 목하경

목하은 박	철 박민자 박삼성 박정미 박정심 배주영 백은정 성민기 성염 성주은

손옥수 송은희 심소혜 양지용 오모진 우현주 유근숙 유영님 유정미 윤일희 윤자선

윤혜자 윤희진 이경미 이경숙 이명진 이미자 이슬샘 이어라 이유림 이태욱 이한솔

이혜영 이희은 장미영 장정희 정기정 정대훈 정의길 정의정 조수아 진기정 최옥실

최은희 최희신 하미연 한유승 한태우 홍석하 황현주 황혜정

강원연합회북지구		경기남노회		교동교회		(주)국전약품		군산연합회		대구영지교회		대전연합회		동수원교회		목포연동여신도회	

새밭교회		새밭교회전체여신도회		서울남연합회		서울성남교회		성암교회		신대리교회		열린교회		(유)윤앤리특허법인		전북연합회

(주)천호동인5호		하름교회		(사)햇살사회복지회		향린교회									

두레방쉼터

두레방과	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레방과 

함께하기

두레방	CMS후원&두레방	일시후원	

계좌	농협	352-1485-8611-13(김은진	두레방)

김소리 김은진 김정은 김태정 나리규 박상수 수깐야

심나리 쑤팟다디쩌허 안티가 엄폰 엘 왓차린한욋 이미현

임하준 임하진 정강실 정예진 차지아룬와라판 최설화 최정희

칸차나 캐티맥키니 팔로차로메이 한채림

MCM-RTF(고요한	아침선교)		경기남노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기쁜교회		내수동교회청년부공동체

두레방상담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순천여성인권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쉼터교회		평화센터	

태국노무관		평택시청		평택우체국		평택행복나눔		

후원가입신청서
•신청자 정보

이      름

전자우편
*소식지수신

□ 동의   □ 거부

전      화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 자택   □ 직장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후원금액

계좌번호
은행

*이체일

□ 매월 4일   □ 매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수집항목(필수)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앤컴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 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니	올바른	

연락처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1798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15 

031)841-2609    E-mail drb2609@hanmail.net

두레방(since	1986)은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문제,	군사주의로	인한	폐해,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되었던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과,	90년대	중순부터	우리나라	기지촌으로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두레방 My Sister’s Place

11798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15

15, Songsan-ro 999beon-gil,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11798

Tel. 031-841-2609-10

Fax. 031-841-2608

● 한국어 상담 010-7741-2610   mysisterplace

● 영어상담 010-6448-2608   durebang2608

● 태국어상담 010-3071-9037

● 온라인상담 www.durebang.org/help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uleb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