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제민주연대 총회

일시: 2020년 3월 25일(수) ~ 3월 27일
장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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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순 서

1) 임원 선임 건

2) 2019년 사업 보고 및 2020년 사업 계획

3) 2019년 결산 보고 및 2020년 예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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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를 소개합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하 국제민주연대)』는 인종, 종교,
성, 민족을 뛰어넘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권
리를 존중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 작은 밀알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2000년 2월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국제민주연대는,
• 다국적기업, 특히 해외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반인권적
인 행위들을 고발하고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운동과
•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
명하고 전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성과 삶의 파괴에 주목함
으로써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들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다
양한 인권, 평화 운동의 영역에서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국제민주연대는 앞으로
• 기업과 인권: 기업은 21세기 들어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입니다.
기업의 활동은 인권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힘과 영향력
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증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인권침해에 직·간접으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활동에
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며 때에 따라서는 책임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민주연대는 기업활동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조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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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제사회 논의 소개, 워크숍 등의 각종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왔는데 저임
금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해외현지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제기
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는 현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곤 하였습니다. 21세기에
는 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주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기업과 관련된 인권 및 환경문
제를 감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한국기업 감시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이 연관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
한 제도 마련과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
니다. 특히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 지구촌 연대 : 지구촌 이웃들 특히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활동합
니다. 특히 각 사회가 직접 자신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민주적
인 방법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아시아 인권과 평
화문제를 소개하고 국내 및 국제 캠페인을 조직하고 동참합니다.

• 국가인권기구 모니터링 : 유엔(UN)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
한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설립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따라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설립할 것을 유엔(UN)은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긴 투쟁의 결과로 2001년 11월에 국가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약속에 의
해 설립된 기관이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감시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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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격려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합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
는데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민주연대에 주어진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올
바른 운영을 촉진하는데 연대합니다.

• 공정여행 :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직접 체험하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구촌 인권과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밑
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를 현지 주민들에게! -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행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대
단히 많습니다. 모든 여행 산업에는 막대한 비용과 이윤이 흐르고 있습니
다. 하지만 여행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그 여행의 즐거움과 가치를 위
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여행에서 항공사, 다국적 호텔체인들, 여
행사들, 외지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식당들이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
을 가져갑니다. 반면 실제 그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삶터와 주변
환경을 긴 세월동안 지키고 가꿔온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이윤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바람이 공정여행
을 고민하고 기획하게 된 출발입니다. 따라서 여행에서 현지인들이 운영하
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지출한 여행 경비가 최대한 현지
주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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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는 여행! - 여행의 즐거움은 새로운 사람,
문화, 자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즐겁기 위해서는 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미개하다거나 불결하
다 판단하지 않으며 문화와 종교 등의 차이로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
합니다. 또한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도 힘씁니다.
여행프로그램은 현지 문화를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짜여야
합니다. 공정여행은 현지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체
험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행! - 여행하는 동안 현지의 자연이 다
치지 않게 노력합니다. 항공은 버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소
비하기 때문에 공정여행은 최대한 항공이동을 자제하고 버스로 이동합니
다. 이동하기 위해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여행지를 둘러보기 위해 많이
걷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은 절제하고, 최대한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
는 숙소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도 줄이는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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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 사람들

● 회원 : 강상규 외 270명(2020년 3월 현재)

<임원>

○ 고문 : 이해동(전 국제민주연대 상임대표, 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현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 대표 : 변연식(전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 이사 : 김경(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당연
직), 윤석연(작가), 이상희(변호사), 정경수(숙명여대 교수), 채수
일(경동교회 담임목사), 최민성(한신대 교수)
○ 실행위원 :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소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황필규(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감사 : 송동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 공정여행사업단 단장 : 최정규(한신대 겸임교수, 여행작가)

<사무국>

○ 사무국장 : 나현필
○ 활동가: 이귀정
○ 자원활동가 : 송지영, 양혜민, 김려원, 박민수, 하경희 외
○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재능기부: 단감소프트(하정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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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가 걸어온 길

¡ 1999년
1999년 9월 - 참여연대에서 독립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사무실 마련
1999년 10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워크숍 개최

¡ 2000년
2000년 1월 - 청소년 ‘겨울 인권평화마당’ 개최
2000년 2월 - 대학생 대상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여행’
- 창립 총회(26일) 상임대표: 이해동
공동대표: 변연식, 이정옥, 채수일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창간호 발간
2000년 3월 - 청소년 NGO 탐방반 인권교육 시작 (대영중, 영남중, 2001년
배재고 시작)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자료집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
들에게 사죄합니다’ 발간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3·4월호 발간
2000년 5월 - <신문으로 읽는 전쟁과 평화-아시아분쟁지역 보고서> 기획
강좌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5·6월호 발간
2000년 7월 - 1회 한-베트남 평화문화제 ‘사이공 그날의 노래’ 개최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7·8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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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 ‘아시아를 알자’ 대학생 체험 여행(중국, 베트남)
2000년 9월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방미 투쟁단 조직
및 참가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9·10월호 발간
2000년 10월 - 영문 『KOREA REPORT 21』 발간
- ‘다국적기업과 사회경제적 권리’ 워크숍(ASEM2000 민간단
체 포럼 중)
- 교육용 자료집 ‘베트남전 바로알기’ 발간
2000년 11월 - 베트남전쟁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미군 보고서 기자
회견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11·12월호 발간
2000년 12월 – 뉴스레터 『다국적기업과 인권통신』 합본호 발간
- (군사평론가협회와) 공동토론회 ‘한국군의 베트남참전 재조명’

¡ 2001년
2001년 1월 - ‘미안해요, 베트남’ CD 제작 및 발매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1·2월호 발간
2001년 3월 - 멕시코 한국기업 「국동」에서의 노동쟁의 현지조사 및 보고
서 발간(국문 및 영문)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3·4월호 발간
2001년 6월 - 세계 각국의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회원마당 시작(월1회)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5·6월호 발간
2001년 7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7·8월호 발간
2001년 9월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으로 사무실 이전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9·10월호 발간
2001년 11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11·1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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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002년 1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1·2월호 발간
2002년 2월 - 베트남전 참전군인 증언록 발간
2002년 3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3·4월호 발간
2002년 5월 -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 캠페인
공동주최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5·6월호 발간, 통
권15호(통권채택 시작)
2002년 6월 - 2회 한-베트남 평화문화제 '평화의 손 맞잡고' 개최
2002년 7월 - ‘한국현대사에 미친 베트남전의 영향과 갈등해소’ 논문공모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16호 발간
2002년 8월 - ‘아시아를 알자’ 대학생 체험여행(한신대와 공동, 중국 연변)
2002년 10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17호 발간
2002년 12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18호 발간

¡ 2003년
2003년 2월 - ‘해외한국기업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시아 워크숍
공동주최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19호 발간
2003년 4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20호 발간
2003년 6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21호 발간
2003년 7월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보고르), 필리핀(가비떼) 해외한국기업
현지방문 조사
2003년 8월 -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22호 발간
2003년 10월 - ‘해외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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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인권평화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23호 발간
2003년 11월 - 미국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초청 공동토론회 ‘이라크
전과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 <평화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가 독립적인 평화운동단체로
출범(이후 2004년 12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사무실로 분리
이전)
2003년 12월 - ‘단속추방 반대 및 고용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농
성’ 인권단체 지원대책위 결성 및 참가

¡ 2004년
2004년 1월 – 세계사회포럼에서 다국적기업감시 워크숍 및 이주노동자 캠
페인 참가 (장소: 인디아)
2004년 2월 -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24호 발행
2004년 3월 -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 부시낙선네트웍’ 참여
2004년 4월 -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마 난민들과의 ‘보이샤비’ 축제 개최
- 재정 부족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발행 중단
2004년 6월 - 국제민주연대 발전을 위한 기획모임 시작
-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회의 기간 중 ‘부시와 네오콘에 맞서
는 아시아 민중의 전략’ 워크숍
2004년 6,7월 - 해외한국기업노동자인권워크숍(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최
및 귀환이주노동자와 만남 공동 기획 및 진행
2004년 9월 - ‘아시아인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개최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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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 창립 5주년 총회, 공동대표: 변연식, 이해동, 채수일,
2005년 4월 -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주최
2005년 9월 - 격주간 이메일 뉴스레터 ‘버마가스와 인권’ 발행
2005년 10월 - 한국의 버마가스 개발반대 국제행동의 날 한국 캠페인 공
동주최

¡ 2006년
2006년 3월 - 총회 개최 공동대표: 변연식, 차지훈
2006년 6월 - 사무실 종로구 원서동에서 종로구 필운동으로 이전
2006년 10월 - 한국의 버마가스개발 관련지역난민 실태조사
2006년 11월 - 다국적기업관련 국제기준 자료집 발간 및 워크숍
2006년 12월 - 대우인터내셔널 버마에 불법무기수출 규탄 기자회견

¡ 2007년
2007년 3월 - 온라인 총회개최
2007년 4월 - 필리핀 정치살해 중단 캠페인 공동주최
- 공정여행 준비팀 구성
2007년

5월 - 필리핀 한국기업 인권침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캠페인(노동
절)

2007년

7월 - ‘아시아 민주주와 인권, 아직은 가야할 길’ 개최(한국사회포
럼 중)

2007년

9월 - ‘해외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사회운동‘ 공동 개최(사회운동
포럼 중)
- 한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에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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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필스전과 청원패션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위반 혐의로 공동 제소
2007년 10월 - 버마 민주화 운동지지 촛불 문화제 공동주최
2007년 11월 - 필리핀 가비테 지역 한국기업의 노동인권피해상황 현지조사

¡ 2008년
2008년 2월 – 총회개최, 공동대표: 곽노현, 변연식, 채수일
2008년 4월 - 티벳 반정부 시위지지 촛불 문화제 공동주최
2008년 5월 - 포스코 인디아 제철소 프로젝트 현지 조사
- 차마고도 공정여행 준비 답사(후원: 5.18기념재단)
2008년 6월 - 미국산 광우병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참여
2008년 10월 - ‘다국적기업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국제워
크숍 개최

¡ 2009년
2009년 1월 - 1차 공정여행 설명회
2009년 2월 - 국내 최초 공정여행 패키지 모집 시행
1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2009년 4월 - 2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2009년 5월 - ‘버마의 민주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역할’ 워크숍 공동개최
2009년

7월 - 3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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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 4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5차 공정여행 <소금마을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길,
차마고도를 따라 티벳 소금마을로>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 (The Asian

NG

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
NNI) 회의 참석
2009년 6월 - 채수일 공동대표 사임, 사유: 한신대 총장 취임
2009년 12월 - ‘한국(공)기업의 해외에너지개발과 NCP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 공동개최

¡ 2010년
2010년 1월 -

6차 공정여행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
고 자연, 귀주>

2010년 2월 -

7차 공정여행<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
난> 진행

2010년 3월 - “아시아 초국적기업의 노동자탄압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 공동주최(삼성 기흥 공장 앞)
2010년 4월 - 태국정부의 유혈 시위대 진압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
2010년 5월 - ‘2010년 버마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 공동주최
2010년 6월 - 곽노현 공동대표 사임
2010년 7월 - 국제민주연대 총회 및 10주년 기념의 밤 개최
- 8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9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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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

10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다 - 내몽골1>

- 11차 공정여행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
고 자연, 귀주>
- 12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다 – 내몽골1>
2010년 8월 - 포스코 인디아 제철소 프로젝트 2차 현지조사
- 2010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보
고서-한국부분 집필
- 버마 8888민중항쟁 22주년 성명서
2010년 9월 -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2010년 10월 - 제 10회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회의 NGO 포럼 참가 및 발
표(스코틀랜드 에딘버러)
2010년 11월 - 버마총선무효 캠페인 공동주최 및 버마 긴급좌담회
- 버마총선 무효캠페인: 기자회견(버마대사관 앞) 및 거리
캠페인(노동자대회)
- [2010년 버마총선거 무효를 위한 성명서] 비민주적이고 군
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
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서] 노동자를 폭행한 재벌2세의 만행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하고,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 [성명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2010년 12월 - 송년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
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인사선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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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011년 1월 - 13차 공정여행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
고 자연, 귀주>
- 14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 프리버마 캠페인 공동주최(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무바라크 퇴진과 이집트 자유를 위한 이집트 저항운동을 지
지하는 이집트사람들과 한국사회단체 공동집회
-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지도자 미수(Mishu)씨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서울 백합교회로부터 인권헌금 전달받음

2011년 2월 - 방글라데시 영원무역 노사분규 현지조사
- 프리버마 캠페인 공동주최
- 버마간담회2: 버마 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
- [성명서]학살을 자행하는 카다피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호 발행

2011년 3월 - 버마가스개발 대응 단체인 ‘슈에가스반대운동(SGM)’과 ‘Earth
Rights International(ERI)’ 한국 방문 협력(기자회견 등)
- 버마간담회 3: 버마가스개발,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
고 있는가?
- 프리버마 캠페인 공동주최
- 캄보디아 시민사회 방문(프놈펜 및 시엠립)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2호 발행

2011년 4월 - ‘아시아 한국기업 인권피해자 희망찾기’ 프로그램 공동주최:

- 17 -

아시아 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및 해외한국기업 피해사례 증언
- 프리버마 캠페인 공동주최
- 공정여행 좌담회

2011년 5월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의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단 활동 협력
- [성명서] 포스코 인디아 제철소 부지 토지수용 강행 반대
한국시민사회 성명서
- 버마간담회4: 총선과 아웅산수찌 석방 이후, 버마를 듣는다
‘버마 내 정치상황과 민주주의의 미래’ (망명 버마활동가 방
한)
- 프리버마 캠페인 공동주최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3호 발행

2011년 6월 - [성명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 캄보디아 투자 한국기
업의 무분별한 사업행태를 규탄한다
-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공동주최
- 인디아 포스코 제철소 강제토지수용 중단 기자회견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4호 발행

2011년 7월 - 삼성물산의 멕시코 건설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질의
- [공동성명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운동에 대한 탄압
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표현의 자
유 억압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 [기자회견] 태국 노동 운동자 소묫을 석방하라! 태국의 민주
주의 보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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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의 본 단체에 대한 6월 15일자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신청 제출(이후 8월 동아일보는 중재
받아들여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함)
- 15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16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17차 공정여행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
고 자연, 귀주>
― 18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다 - 내몽골1>
2011년 8,9월 - [기자회견] 사조오양소속 한국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발
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항의 규탄, 사조
오양 본사 앞에서 개최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5호 발행
- 19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 20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21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22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23차 공정여행 <백두산, 천지를 품다 고구려의 숨결을 품다>
- 24차 공정여행 <게르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
다 - 내몽골1>
- 25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윈난>

- 19 -

2011년 10월 - 오양 75호 탑승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에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제출
-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ATNC)네트웍 연례총회 참석(장소:
대만)
- [성명서]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국제회의에 대한 한
국 인권단체 비판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차 영문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2011년 11월 - 세계원조개발효과성 회의 참석(장소: 부산)
- [기자회견] 버마가스(Shwe)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6호 발행

2011년 12월 - 한국 원양어선 오양 75호 탑승 선원 및 관련 기관 인권침
해 문제 현지조사(장소: 인도네시아)
- [워크숍]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한국 광신기
업, 포스코 인디아 프로젝트, 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및
한국 자원개발법 관련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7호 발행

¡ 2012년
2012년 1월 - 26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 27차 공정여행 <겨울만주 – 겨울축제 하얼빈 빙등제에서
시베리아 국경을 가다>
- ‘공공의 눈 감시 상(Public Eye Awards)’에 삼성을 세계최
악의 인권침해 기업으로 수상시키기 위한 공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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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지역전략미팅 참석(장소: 태국)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8호 발행
2012넌 2월 - 인디아 마힌드라에 쌍용자동차 사태해결 촉구하는 한국 시민
사회 공개질의서 발송
- 중국의 티베트 무력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여(중국대
사관 앞)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9호 발행
2012년 3월 - [공동성명서] 인디아 포스코 제철소 반대 주민에 대한 현지
용역의 공격에 항의
- [공동성명서] 정부는 카메룬 등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
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정보 즉각 공개 요구
-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
의 결의문 채택
- [기자회견] 요식행위2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공청회
규탄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0호 발행
- 공정여행 국내 섬여행 <청산도>
2012년 4월 - 유엔(UN) 국가별정례검토(UPR) 한국의 2차 세션에 맞추어
기업과 인권에 관한 NGO보고서를 유엔(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에 제출
- [공동성명서] 버마 민주주의 진전에 따른 한국기업의 버마
투자 확대 우려
- 제5차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지역
총회 참석(필리핀)
- [공동성명서]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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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공정선거 촉구 캠페인 공동 개최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1호 발행
- 공정여행 국내 꽃여행 <섬진강 벚꽃여행>

2012년 5월 -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 정부와 삼성에 항의서한 발송
- [공동논평] 버마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기업의 투자행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2호 발행

2012년 6월 - 한국 원양어선 오양 75호 인권침해 선원 및 현지 활동가 초
청 프로그램(인도네시아 선원2명, 인도네시아 활동가 1인,
뉴질랜드 활동가 1인): 규탄기자회견, 국토해양부에 진정,
해양경찰청 등에 고소 및 고발, 헌법소원 제출 등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3호 발행

2012년 7월 - FIDH(프랑스본부 국제인권단체)주최의 기업과 인권 국제회
의 참석(장소: 페루)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와 유엔(UN) 인권최고대
표사무소(OHCHR)에 현병철 연임과정문제에 관심 촉구하는
서한 발송.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4호 발행

2012년 8월 - [기고] <아바타> 나비족의 슬픔, 현실에도 있다(프레시안)
- [토론회] 버마8888민주항쟁 기념토론회-개방속의 버마와 어
떻게 연대할 것인가
- [공동성명서] 삼성은 아동노동에 대해 사과하고 하청공장의
비참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5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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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차 공정여행 <여름만주 – 침대기차 타고 대초원 달려 러
시아 국경까지 가다>
– 29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 30차 공정여행 <귀주 –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사
람 그리고 자연>
– 31차 공정여행 <동티벳 샹그릴라 – 설산에 뜨는 해 낙원에
지는 달 샹그릴라를 찾아서>
– 32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 33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2012년 9월 – 유엔에 한국 국가인권상황 정례보고서(UPR) 중 이해관계자
보고서 제출
- 버마 가스개발 인권침해 현지조사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6호 발행
2012년 10월 - 국제인권구제절차 집중교육(2012년 1차)
- 포스코 인디아 개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제출
2012년 11월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참석(요르단
암만)
- 제 7차 포럼아시아 총회 참석 (집행위원회 선거에서 변연식
대표 선거관리 위원으로 활동)
- [성명서] 방글라데시 소유 의류 창고 항의 성명
- [성명서] 사조오양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는 부산지검의 재수사를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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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7호 발행
- 공정여행 국내 <경상북도 봉화>

2012년 12월 - 송년회
- [토론회] 우즈벡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 [토론회] 쌍용자동차, 연금펀드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 국제인권구제절차 집중교육(2012년 2차)
- 34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 2013년
2013년 1월 - [공동성명서] 차기 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
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공동성명서] 소묫 프룩사카셈숙에 대한 11년 형을 규탄한
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 [논평]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아웅산 수찌 여사의 방한에 부쳐
-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8호 발행
- 35차 공정여행 <겨울만주 – 겨울축제 하얼빈 빙등제에서
시베리아 국경을 가다>
2013년 2월 - [공동성명서]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연행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석방하라!
- 인도 당국의 폭력적인 강제토지수용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포스코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송
- 인도 당국의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강제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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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긴급 항의기자회견과 성명서
- [기고] '세계 최악의 기업'에 뽑힌 쉘, 남의 일 아니다(오마
이뉴스)
2013년 3월 - [긴급호소문] 포스코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인디아 현지 주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 인도활동가 방한 및 포스코 주주총회 앞 기자회견
- 아시아노동자료센터(AMRC, 홍콩소재) 2013년 지역 이사회
회의 참가
- 제6차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지역
회의 참가
- 포스코 주주인 워렌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CEO)에게 국제
시민사회의 요청을 담은 편지 발송
2013년 4월 - [워크숍] 삼성노동감시 워크숍 참가
- [성명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시키며
집시법 존재의미를 상실케 한 대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다!
- [질의서] 베트남 00한국기업에 공장 파업관련 질의서 발송
- [공동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자유무역
협정(FTA) 서명에 반대한다!
-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위원장자리 보전하려 쩔쩔매는 현병철은 사퇴하
라!
- [공동성명서]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
성명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 [토론회] 유엔(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
정서 비준 토론회
- [공동성명서] 대검 중수부 현판 하강, 민주적 검찰개혁 시작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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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고문피해자 마흐무더 라흐
만(Mahmudur Rahman)씨를 즉각 석방하고 고문 가해자
를 처벌하라!
- [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

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2013년 5월 - [공동성명서] 한국정부는 유엔(UN) 사회권 규약 권고를 이행
하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라!
- [토론회]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 [연대] 삼성노조 출범 후원 주점 참가
- [공동성명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8주년에 즈음한 한
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
- [기자회견] 세아상역의 니카라과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 및 폭력사태 규탄
- [공동성명서] 시민사회는 하시모토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
을 강력히 규탄한다
- [토론회] 변화 속의 버마, 한국과 연대를 바란다
- [공동성명서] 기부금품법 관련 평화박물관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2013년 6월 - 맥도날드 규탄 국제 공동 캠페인 참가
- [공동성명서] 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
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
- [캠페인] 우즈벡아이들의 눈물로 만든 지폐는 안된다(사진전
과 거리 서명운동)
-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국회 기자회견
- [공동성명서] 19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성희롱 무개
념 경찰 규탄한다 경찰은 무기계약직 여성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 26 -

- [보도자료] OECD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위신을 포기해버
린 한국정부의 포스코 인디아 진정건 종결 결정
-

[보도자료]

포스코

인디아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ESCR-NET과 미국 뉴욕대 국제인권클리닉의 현지조사 보
고서 발표
- [공정여행] 1박 2일 인턴 교육
- [공정여행] 국내(참가자진행) <대전 구도심 깨알 여행>

2013년 7월 - [공동성명서] 터키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인권·평화단체 터
키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 [보도자료]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와 한국정부의 OECD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문제가 OECD 회의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짐
- 공정여행 강연회 개최
- [보도자료] 국제시민단체들, 다우존스에 포스코를 지속가능
성 지수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
- [워크숍] 어떻게 기업에 저항할 것인가? 공동주최
- [기고] 올해 6월의 파리는 포스코 때문에 뜨거웠다(레디앙)
- 36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 37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
민족의 나라, 윈난>

2013년 8월 - 대한문 분향소 일일 시민상주단
-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 건강과 인권 실태 집담회 참가
- 버마가스개발과 해외한국기업 버마 현지조사
- [공동서한] 방글라데시 인권옹호자 Adilur Rahman Khan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합니다.

- 27 -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포스
코 사안 1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 [공동성명] 정보기관들의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 감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38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 39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영화감독 정지영 공정여행 홍보대사로 참가
2013년 9월 - [공동서한]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공개서한
- [성명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편 규탄
- [성명서] 유엔(UN)에서조차 잠정 중단을 요청한 포스코의
인도 프로젝트, 이제는 포스코와 한국정부가 답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회의 참석
및 2013년도 보고서 발간(카타르)
- ‘을을 말하다’-삼성 1박 2일 워크숍 참가
- 40차 공정여행 <동티벳 샹그릴라 – 설산에 뜨는 해 낙원에
지는 달 샹그릴라를 찾아서>
2013년 10월 - [공동성명서]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
라-밀양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 [캠페인]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 반대 한국캠페인 출범 기
자회견
- [성명서]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 반대 시위로 구속된 인권옹
호자를 석방하라
- [연대] 밀양 765kV송전탑 건설 중단 시국선언 참가
- [캠페인]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인권침해 반대 거리 서명(세
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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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 [공동성명서] 유엔(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
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 촉구
- [공동기자회견]‘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공동서한]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에서 삼성
투쟁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 [공동성명서] 바레인 최루탄 수출 금지 촉구 및 무기 수출
장려하는 방위사업청 규탄
-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 격년 컨퍼런스 참가(인도네시
아 보고르)
- 국제 인권단체 ESCR-NET과 포럼아시아 주최로 열린 ‘민
중의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및 발표(태국 방콕)
- ‘개발도상국에서의 다국적 기업과 인권’ 주제 강연(서울대
인권센터)
- ‘노조 간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기준들’ 주제 발표(한
국노동사회연구소 포럼)

2013년 12월 - 한국기업 피해자 및 활동가 초청 [워크숍] 글로벌 슈퍼갑
(甲) 삼성을 말하다-아시아지역 활동가 초청 토론회
- [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출범식에 아시아노동자료센터
(AMRC, 홍콩 소재) 활동가들과 함께 참가
- [공정여행] 강연 ‘여행작가가 들려주는 '공정여행과 중국 소
수민족' 이야기’
- [공동의견] 개포고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즉
각 중단을 요구한다
-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사례 자료집 제작
- 송년회 및 인턴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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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014년 1월 - [캠페인] 포스코 인디아 프로젝트에서의 인권 침해 반대 엽
서 포스코에 전달
- [기자회견 및 성명] 캄보디아 정부의 노동자 시위 유혈진압
규탄 기자회견 및 온라인 서명운동
- [토론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효과적 이행방안 국
회 토론회
- [공개서한] 아시아지역 47개 NGO(FORUM-ASIA)가 훈센총
리에 노동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Stop
Violent Crackdown of Protests, Release All Detained
Protestors>
- [기자회견 및 성명] 한국정부/기업에 캄보디아 노동자유혈
진압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 42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2014년 2월 - [기자회견 및 성명]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국제 공
동 기자회견
- [실태조사]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국제공동조사단원으
로 현지 방문해 실태조사 수행
- [간담회] 미얀마(버마) 법률가 초청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
NGO 간담회 참석
- [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 [공동성명]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 신년하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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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면담
- 유럽연합(EU) 대표부 면담
- 43차 공정여행 <윈난 특별판 – 조금 특별한 윈난> 시작
2014년 3월 - 신년하례식
- [공동성명] 정부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력도입과 관련된 공
적 시스템을 도입하라
- [보도자료] 제 25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 제기
- [공동성명]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
권위를 규탄한다!
- [기자회견 및 성명]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벌인 국가인권위
의 거짓 규탄 기자회견 및 질의서 전달
- [공동성명]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계
획을 환영한다
- [공동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루키(Ruki)씨와 프
라빈(Praveen) 신부를 석방하라
- [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현지조
사 보고 및 한국 보고서 발표회
- [공동성명] 캄보디아 투자기업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
장하고 한국기업/정부는 의혹 규명하라
2014년 4월 - [공동성명]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
- [국제회의] 제 7회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
(ANNI) 회의 참가
- [공동성명]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성명
- [총회] 2014년도 국제민주연대 총회 개최

- 31 -

2014년 5월 - [기자회견 및 성명] 태국노동운동가 소묫 석방 기자회견 및
엽서 캠페인
- [기자회견 및 성명] 세월호 추모시민 폭력 연행 경찰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및 성명] 태국 쿠데타 군부의 인권침해 규탄 기
자회견
- [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교
육 강의
- [국제연대] 2014 광주아시아포럼 참가
- [캠페인] 제19회 서울 인권영화제 참가(태국 노동 활동가
소묫 석방 촉구 엽서 보내기 캠페인 및 단체활동 홍보)
- [공동성명] 삼성과 공권력에게 유골함까지 빼앗는 인륜 무
시의 이유를 묻는다
- [기고] 패스트패션은 빠르게 패스!: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
압 사태에 관한 이야기[웹진 글로컬포인트]

2014년 6월 - [공동성명]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밀
양송전탑 반대 호소문)
- [기자회견 및 성명]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및 집단진정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및 성명] 미국 감옥에 수감중인 쿠바인 양심수들
(The Cuban 5) 석방 촉구 기자회견
- [토론회] ‘시리아 인권 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국회 토론
회
- [간담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버마 우윈틴 재단 관련
자 방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 [국제회의]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NCP) 연례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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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 개
선 연구 용역 보고서 버마 부문 영문판 완성
- [캠페인] 아동노동반대의 날, 대우의 우즈벡 강제아동노동
목화사용 반대 서명 캠페인
- [공동성명] 아시아지역 47개 NGO(FORUM-ASIA)가 한국정
부에

밀양송전탑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발송

<Condemn Crackdown on Miryang Protestors and
Halt Construction Plans>
- [기자회견 및 성명] 미국의 이라크 군사개입 중단 촉구를
위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및 성명] 이집트에서의 대규모 사형선고 철회, 시
위금지법 수감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의견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에
한국인권위 등급보류 결정과 관련하여 NGO 의견서 제출
-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이행 관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점에 대한 의견서 발송
2014년 7월 - [기자회견 및 성명서] 전재만 주 태국 한국대사 군부 쿠데타
지지발언 규탄 기자회견
- [캠페인] 우즈벡 강제아동노동 목화 사용 기업 대우인터내셔
널에 항의하는 국제공동 캠페인 개최(대우인터내셔널 본사
앞에서 목화천을 사용해 항의 메세지를 담은 예술작품 설치
및 온·오프라인으로 모은 반대 서명 20만개 본사 전달 등)
- [기자회견 및 성명]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 [기자회견 및 성명]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 요구
긴급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및 성명]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공습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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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서울 구치소는 양심수에 자행한 고문행위 사과
하고 부당한 징벌시도 중단하라
- [정보공개청구]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
소(NCP) 개혁건 정보공개청구
- [국제회의] ‘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 포럼 참석(아시
아민주주의네트웍/FORUM-ASIA주최)
- [공정여행] 농촌진흥청 공정여행 강연
- [공정여행] 참가자 사전 설명회
- 44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2014년 8월 - [실태조사] 해외 진출 한국 기업 필리핀 현지 실태 조사
- [토론회] 유엔(UN)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 동북아 포럼
참가(코쿤 행산데 참석만 한거라 안 넣어도될거같아요)
- [공정여행] 실크로드 현지답사
― 45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 46차 공정여행 <동티벳 샹그릴라 – 설산에 뜨는 해 낙원
에 지는 달 샹그릴라를 찾아서>
― 47차 공정여행 <백두산 – 침대기차 타고 만주를 횡단하여
천지를 두 번 품다>, 영화감독 정지영 공정여행 홍보대사
참가
2014년 9월 - [연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 [공개서한]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공동서한
<Malaysia

must

stop

crackdown

and

honour

to

repeal the Sedition Act>
- [캠페인]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177불 인상 국제행
동의 날 인증샷 찍기 캠페인

- 34 -

- [팟캐스트] 국민 TV ‘노동과 세계’ 팟캐스트에 필리핀 현지
실태 조사 소개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연례회의와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포럼(APF) 연례회의
참가
- [강의] 울산인권연대서 방글라데시 영원무역 사례 발표
- [보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버마방문조사 보고
회 참석

2014년 10월 - [기자회견 및 성명]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지지 및 탄
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성명] 삼성은 반올림과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한다
- [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000차 집회 참가
- [보고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연
례보고서 발간
- [자문회의] 한국인권재단의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번역 및 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수집·분석’
자문 참석
- [강의] 성북구 주민인권학교 <팔레스타인 분쟁(혹은 국제분
쟁)을 통해 본 국제평화와 인권> 발표
- [토론회 및 기자회견] ①모두를 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
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②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권역별 토론
회와 인권단체 의렴수견 회의 참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인권헌장 제정 방해 대응 일환)
- [의견서] 필리핀대법원에 할라우강 댐 관련하여 한국시민사
회의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 필리핀 필스전 종결처리와 관련해 NCP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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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여행] 홈페이지 새 단장

2014년

11월

-

[의견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ICC-SCA)에 2차 NGO의견서 제출
- [기자회견 및 성명] 무자격 반인권 최이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 [공동성명]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인권위 등
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다
- [의견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
견서 제출
- [기자회견 및 성명] 멕시코 대학생 43명 실종 및 피살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및 성명] 인권위 설립 13주년, 동성애 차별자 인
권위원 규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콘서트] 2014 인권콘서트 공동개최
- [간담회] 대한상사중재원 개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간담회 참석
- [보고회] 기업인권책임센터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 48차 공정여행 국내 <가을빛 고운 산사산책>

2014년 12월 - [공청회]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진정] 대우인터내셔널/조폐공사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 위반으로 NCP에 진정서 제출
- [연대] 인권활동가가 함께 하는 광화문 광장 농성장 일일
지킴이
- [공동성명] 위헌적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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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 [공동성명]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
- [기자회견 및 성명]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
연대행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 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 보고서
-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공동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 [송년회] 2014년 국제민주연대 송년회
-

[의견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ICC-SCA)에 3차 NGO의견서 제출
- [공정여행] 공정여행 강연(인천 송도 컴팩스마트시티/강북여
성인력센터)
- [자료집] 프로젝트 그날들 발간(각 단체별로 2014년도의 인
권이슈를 선정해 정리한 자료집)

¡ 2015년
2015년 1월 - 2015년 유엔(UN) 자유권위원회 한국 심의 관련, 질의목록에
포스코(인도 광산 및 우즈벡 면화 강제노동) 자유권 위반사
항 제출
- [질의서] 포스코 호주 광산 프로젝트 관련 수출입은행에 질
의서 발송
- [질의서] 캄보디아 캄보코탑의 파업을 이유로 한 노조원 5

- 37 -

명 해고 건 관련 모기업인 한솔섬유 본사와 한국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 [질의서] 인도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NVH코리아 노동자 15
명 해고 및 업체 간부의 폭력 대응 관련 한국 본사에 질의
서 발송
- [국제회의] “스리랑카의 인권, 민주주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연대컨퍼런스 참가 (포럼아시아/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웍(ADN) 주최, 태국 방콕)
- [공동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성명
- [기자회견] “무자격자 사퇴없이 혁신 불가! ICC이행방안 토
론회 인권단체 불참선언”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 [논평]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폭력과 혐오에 반대한다” (한
국어/프랑스어)
- [기자회견] 터키 무기 수출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49차 공정여행 <겨울만주 – 끝없는 설원, 겨울축제 하얼빈
빙등제에서 시베리아 국경을 가다>
– 50차 공정여행 <국내– 벽화따라 걷는 순백의 겨울 낭만여행>
2015년 2월 - [질의서] 필리핀 태성메탈(자동차부품업체)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 사측에 질의서 발송
- [질의서] 미얀마 이랜드, 코스텍 인터내셔널(한세실업 자회
사) 등 파업 및 무력진압 관련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질의
서 발송
- [기고] 공공의 눈 시상식 소개 기사 “최악의 기업 선정된
쉐브론, 남일 아니다” [오마이뉴스]
- [공동성명] 한국정부에 유엔(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
설지지 촉구 공동성명
- [공동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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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은 무엇인가” (대북전단살포 관련) 공동성명
- [교육] 한국해외원조개발협의회(KCOC)위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월드프렌드 봉사단 중 캄보디아/방글라데시 파견
단원 교육
- 제1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충주)
- 51차 공정여행 <조금 특별한 윈난 – 자연과 인간노동의 아
름다움, 노란 유채꽃과 다랑이논>
2015년 3월 - [질의서] 필리핀 라푸라푸광산 복구 관련, 광해관리공단, LG
상사, 광물자원공사에 질의서 발송
- [보도자료] “미얀마 한국 의류업체 파업 여성노동자들 연행,
한국대사관과 업체 연루의혹 제기돼”
- [토론회]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연루 실태와 자원
외교의 문제점”
- [면담] 필리핀 할라우댐 및 포스코 호주 탄광개발 사업 관
련 수출입은행 면담
- [기자회견] “멕시코 민중단체 지도자 피살사건 진상규명 촉
구한다”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미얀마 학생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
- [기자회견] “구금된 여성·LGBT 활동가 석방 및 탄압중단을
중국정부에 촉구한다” 공동기자회견
- [의견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S
CA)에 인권위 상황 관련 추가 정보 제출
- [기자회견] 시민사회 면담거부한 채 인권위원 임명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
- [공동성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
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국제인권네트웍-유럽연합(EU)대표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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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 회의 참가
(홍콩)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
을 규탄한다”
- 52차 공정여행 <국내 – 따뜻한 봄날, 남도 걷기여행>
2015년 4월 - [보고서] OECD Watch에 한국 NCP 평가서 제출
- [국제공동기자회견] 미얀마 코스텍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량
해고 관련 한세실업 본사 앞 국제공동기자회견
- [국제공동기자회견] “한국정부 지원의 필리핀 할라우강 댐
개발사업의 인권침해 규탄” 국제공동기자회견 및 수출입은
행 항의서한 전달
- [면담] 국동인터내셔널 면담
- [기고]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참사 2주기, 영원무역 등 한
국기업 문제를 다루는 기사 “백만 달러 기부해놓고 욕먹은
베네통”[오마이뉴스]
- [기고]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
는?” [프레시안]
- [기고] “한국사회가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안녕 아시아!]
- [공동성명] “유엔(UN) 자유권 정보노트 내용 축소하고선 시
민단체 의견요청이 웬 말이냐!”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연례회의(방글라데시 다카) 참가
- [강연]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대상 국제민주연대 활
동 소개
- [포럼] 환경운동연합 주최 포럼에서 ‘기업의 세계화와 기후
변화’ 발표
- 4.16존엄과 안전 인권선언 실행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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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2015년 5월 - [국제회의] OECD Watch 총회(캄보디아 프놈펜) 참가 및 한
국기업 실태조사
- [기고] 인도 모디 총리 방한 관련, “인도·우즈베크 정상 방
한 환영... 이면에 숨은 진실” [오마이뉴스]
-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방한 행사 참가 및
면담
- [공동성명] 캄보디아 정부의 NGO 탄압 반대 국제성명서
- [성명] 버마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지원과 구조 요청 성명
(한글/영문)
- “아이다호: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행사 연대
- [기자회견]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
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 [공동성명] 5.18정신 계승 전국 노동, 인권, 민주, 시민사회
대표자 및 활동가 643명 선언
2015년 6월 - 국제민주연대 총회
- [기자회견] 우즈벡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면담] 캄보디아 캄보코탑 파업 및 해고 관련 한솔섬유 면담
- [기자회견] 이집트 사형선고 철회 및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국회토론회 참가 및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세계국가인권기구협의회 권고의 의
미’ 발제
- [기자회견] 퀴어퍼레이드 해진 금지통고 규탄 및 퀴어문화
축제의 안전한 개최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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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양우권·배재형 열사의 죽음 책임져라. 대만영풍
그룹-한국EG테크 성실교섭 촉구한다”
- [공동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유엔(UN) 인권최고대표-한국시민사회 간담회
2015년 7월 - [토론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
방안 국회 토론회
- [1인시위] 유니클로의 노동권 존중을 촉구하는 1인시위
- [국제회의] 국제민중광산포럼(필리핀 마닐라) 참가 및 할라
우댐, 라이반댐 관련 현장조사
- [기자회견] 이스탄불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폭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청와대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을 실시하라” 기자회견 및 성명
- [기자회견] “국제인권기구 무시하고 인권위원장 내정한 청
와대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의견서] 국가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긴급 진정 제출
- [의견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기자회견] “인권은 가둘 수 없다” 박래군활동가 석방촉구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 [논평] “삼성전자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내심을 강요하
지 말라”
- 54차 공정여행 <실크로드 –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은 역
사의 길>
2015년 8월 - [공동성명] 우즈벡 면화사업 강제노동 관련 OECD 다국적기
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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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명
- [기자회견] 버마 8888민주항쟁 27주년 기념
- 아시아 중견활동가 대상 Glocal Advocacy Leadership in
Asia 교육(아시아개발협력연대(ADA), 포럼아시아, 아시아민
주주의네트웍(ADN) 주최, 태국 방콕) 참가
- [국제회의] 아시아민주주의대화(몽골 유엔(UN) 인권이사국
선거 관련 전략대응 회의)(포럼아시아 주최, 몽골) 참가
- [캠페인] 투명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촉구 1인시위 캠페인
- [기자회견]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위 건물 고공농성
관련) “물도 음식도 반입이 안 되는데 긴급구제 거부한 인
권위 규탄”
- [공동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국가인권위원회) 위
원 연임을 규탄한다”
- [공동성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회의 및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포럼(APF)(몽골) 참가
- [보고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연
례보고서 출간
- [공동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교육] 청소년 경제윤리학교, 기업의 인권존중 강의
- 55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영화감독 정지영 공정여행 홍보대사 참
가)
- 56차 공정여행 <백두산 – 침대기차 타고 만주를 횡단하여
천지를 두 번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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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 [실태조사] 해외 진출 한국 기업 과테말라, 온두라스 현지 실
태조사
- [공동성명]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위를 바로 세울 기회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 인권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운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성호 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 버마 민주화운동가 내툰나잉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 및 장
례위원으로 참여
- [공동성명] 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
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 [공동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2015년 10월 - [국제회의]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 격년 컨퍼
런스 및 아시아지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괜찮은 노
동에 관한 지역파트너회의(태국 방콕) 참가
-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민주연대 면담
- [공동성명] 침략사과 없이 자위대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 공동성명
- [토론회] 기업에 의한 산재사망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 참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흐름 주
제발표

2015년 11월 - [선거감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웍의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
으로 버마 총선 감시 활동
- [보고회] 2015버마 총선 참관 보고회-버마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 [포럼] 세계 민주주의 운동 포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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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제] 삼성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2016 삼바(삼성
을 바꾸자) 문화제 공동주최
- [공동성명] (백남기 농민 관련)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57차 공정여행 <국내 – 트레킹 인 제주>

2015년 12월 - [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 2015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발표회
- [토론회] 버마의 선거혁명과 아시아민주주의의 과제(성공회
대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 국제민주연대 공동주최)
- [시위] 중국노동활동가 석방을 위한 중국대사관 앞 1인시위
- [공동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노동개악, 테러방지법, 사이
버테러방지법) 여야 합의 철회하라”
- [토론회]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패널토론
- [국제회의] 포럼아시아 동남아/동북아 회원단체 총회 준비
사전회의(태국 방콕) 참가
- [공동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
단체 공동성명

¡ 2016년
2016년 1월 - [기고]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

[의견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ICC-SCA)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 대한 시민사
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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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포럼아시아 정기 총회 참석
- [공동성명] 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안, ICC 등급보류 상태의
인권위를 절벽으로 몰아넣는 격
- [공동성명] 청주시장은 행정대집행을 당장 멈추고 노동조합
의 요구를 들어라
- 58차 공정여행 < 국내 – 벽화따라 걷는 순백의 겨울 낭만
여행>
- 59차 공정여행 <중미3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 60차 공정여행 <겨울만주 – 끝없는 설원, 세계3대 겨울축
제 하얼빈 빙등제에서 시베리아 국경을 가다>

2016년 2월 - [기고]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면담] OECD 기업책임경영 실무그룹 로엘 뉘벤캄프 의장
- [설명회]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시민단체 설
명회
- [공동성명]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
- [공동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
당과 인권위
- [공동성명] 위법적인 인권위 상임위원 새누리당 단독 의결
을 규탄한다!

2016년 3월 - [국제회의] 아시아노동자료센터(AMRC, 홍콩소재) 지역협의
회의 참가
- [면담] 미국 섬유의류노조 국제국장과 노동권 연구하는 미
국 콜롬비아 대학원생 3명과 캄보디아 한국기업 관련 면담
- [기자회견] 말뿐인 개정, 등급심사만을 염두에 둔 인권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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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심판하자
- 61차 공정여행 <국내 - 따뜻한 봄날 남도 걷기여행>
- 62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2016년 4월 - [총회] 2016년 총회 ‘서촌의 봄’ 개최
- [국제회의]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주최 아
시아 지역 기업과 인권 아시아 지역 포럼 참가
- [기고] 피 흘리는 필리핀 농민과 캄보디아 노동자
- [공동성명] 검찰의 유성기업 노조탄압 책임자 기소촉구 의견서
- [교육] 일본 사이타마대학 경제학부 기업과 인권 특강
- 63차 공정여행 <트레킹 인 제주>
2016년 5월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지역협의회 참가 (인도네시아)
- [국제기구방한]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공식
방문 (5월 23일-6월1일)
- [미얀마 활동가 방한] 미얀마 단체 노동권행동(ACTION
LABOR RIGHTS) 뚜레인 활동가 한국 방한
- [간담회] 전순옥 국회의원실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혁 관련 국회 간담회 개최
- [보고대회]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보고대회
- [회의참가] 노사발전재단 글로벌지속가능 경영 4차 포럼에
캄보디아 한국기업 관련 발표
- [회의참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기업과 인권 제주포럼 참가
- [회의참가] (사)기업책임시민센터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최한 Donate Proxy 제1차 포럼 참가
- [기고] 유엔(UN),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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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반기문 때 만든 유엔(UN) 인권기준, 이행 가능할까
- [공동성명] 인권위의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 A등급 유지, 아
쉬워
-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 규탄
한다!
- [공동성명]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기자회견문
- [공동성명] 서울구치소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공동성명]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 Monitoring
network) 노동절 성명서

2016년 6월 - [공동성명] 제 66차 유엔(UN) DPI/NGO 컨퍼런스, 누구를
위한 행사였나
- [국제회의] 유엔(UN)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구두발표
-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숙 상임위원과 인권위공동행
동 간담회
- [기고]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거론된 한국기업
- [공동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
에 담았나
- [공동성명] 유엔(UN)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성명
- [공동성명]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 [기고]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하는 인권위
- [공정여행] 공정여행 강연회
2016년 7월 - [회의참가] 인권경영포럼에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관련 발제
- [공동성명] 유엔(UN)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신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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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에게 폭력과 인권
침해 박근혜 정권 규탄
- 64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
라, 윈난>
- 65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 66차 공정여행 <실크로드 -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은 역
사의 길>
2016년 8월 - [현지조사]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및 공정여행 조사
- [공동성명] 갑을오토텍에 대한 용역투입 불허하라!
- [공동성명] 인권위 비상임위원 밀실추천 더불어민주당 규탄
공개서한
- [공동성명]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을 선언합니다
- [기자회견] 인권위 비상임위원 밀실추천하는 더불어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기고] 흔들리는 일국양제, 홍콩에 드리워진 불안한 미래
- [발표회] '미얀마의 봄' 희망을 쏘는가-미얀마 활동가 故 네
툰나잉(Nay Tun Naing) 추모 발표
- 67차 공정여행 <백두산 - 침대기차 타고 만주를 횡단하여
천지를 두 번 품다>

2016년 9월 - [현지조사]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및 공정여행조사
- [공동성명] 고용허가제12년,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농민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6년 10월 - [기고] 두테르테 선인가 악인가?
- [서명운동] 반올림 농성 1년, 이재용은 반올림과의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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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승계 반대 기자회견 참여
- [문화제참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유성기업 한광호열사
추모문화제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포럼(APF) 참가 및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보고서 발간
회의 참석
- [공동성명]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년 11월 - [현지조사]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변화의 시나리오’로 인
도네시아 현지 한국기업 조사
- [회의참가] 국제단체 ‘Clean Cloth Campaign’ 동아시아
연합 결성회의 참가 (홍콩)
- [회의참가] 아시아 인권옹호자 포럼 참가, 스리랑카
- [공동성명] 노조파괴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촉구
- [공동서한] 성소수자차별발언 최이우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개질의
- [공동성명] 운동사회내의 청소년에 대한 존중촉구
- [기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에 적극 연대할 때
- [공동성명] 말레이시아 정부는 Bersih운동 탄압 중단하고
지도자를 석방하라!
- 68차 공정여행 <추자도섬트레킹과 근대역사문화유산>
- 69차 공정여행 <봉화, 가을향기에 빠지다>

2016년 12월 - [회의참가] 아시아다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 Network)
회의, 인도네시아
- [보고회] 2016년 해외진출한국기업 조사 보고대회
- [기자회견]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한국 평화시민단체 공
동기자회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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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공동성명] 또 다시 OECD 회원국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한 한국 정부

¡ 2017년
2017년 1월 - [공동성명]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 [기고] ‘헬’ 방글라데시, 당신들에겐 천국인가요?
- [공동성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 [공동서한]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동아시
아 클린클로스캠페인(Clean Cloth Campaign)서한 연명
- [간담회]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수리야 데바 위원
과 간담회(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기자회견] 평창운수 노조원 강제연행과 성추행 항의 기자
회견 참석 (평창군청 앞)

2017년 2월 - [공동성명]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교육을 실시하라
- [기자회견] 미얀마 무슬림 탄압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1인시위] 방글라데시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방글라데시 대
사관 앞 1인시위
- [공동성명]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공동성명] 미얀마 한국공적개발원조(ODA) 농단에 대한 국
제개발협력단체 성명

2017년 3월 - [토론회] 차기정부의 인권과제
- [연대] 고(故) 한광호 열사 영결식 참석
- [공동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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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지역협의회의 서울에서 개최
- [공동성명] 미얀마 로힝야 보호 촉구 아시아지역단체 공동
성명
- [총회] "서촌에서의 마지막 봄" 2017 총회
- [이사]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서울 서대문 충정로2가로
사무실 이전
- [기고] 프랑스, 초국적기업 횡포 견제 시작한다
- [회의참가] 아시아노동자료센터(AMRC) 지역 협의회 참석

2017년 4월 -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 한다
- [질의서] 대통령선거 후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공개질의
- [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와 대응 집담회
공동주최
- [공동성명]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2017년 5월 - [기자회견] 방글라데시 치타공 줌마족 학생 탄압에 대한 규
탄 기자회견
- [캠페인참여] 태국 노동운동가 소묫씨 석방촉구 노동절 캠
페인
- [1인시위]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고공농성지지 1인시위
-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 한다
- [간담회]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태국 학생운동가 파이 디오
딘 가족과 함께하는 집담회 공동주최
- [공동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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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여행] 중국 광서 좡족자치구(계림, 양삭, 용성) 답사

2017년 6월 - [개소식] 국제민주연대 사무실 이전 개소식
- [공동성명] 실무그룹 한국 방한 보고서에 대한 정부 답변은
한국의 현실을 담지 못한다
- [국제회의] 유엔(UN) 인권이사회에 메탄올 실명피해자와 함
께 참가
- [토론회] 현대기아차 그룹, 노조파괴에 대한 대책 토론회 참
가
- [기고] 감옥 속 태국 학생운동가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
곡’
- [공동성명]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
라!
- [공동성명] 인권위 쇄신과 시민사회 소통을 이끌 외부 인사
가 사무총장이 돼야
-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한다
-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
자회견
- [국제회의] 동아시아 클린클로스캠페인 지역총회 참석

2017년 7월 - [기자회견] 방글라데시 줌마족 탄압규탄 기자회견 및 행진
- [공동성명]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공동성명] G20 정상성명에서 재확인된 한국정부와 기업의
인권과제
- [공동성명]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에게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 [공동성명] 중국 인권활동가 류사오보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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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현대차와 유성기업 사례
-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
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 [송별회] 강은지 활동가 미국유학 송별회
- 71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2017년 8월 - [공동성명] 말레이시아 당국의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 아딜
씨 추방을 규탄한다
-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
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공동성명]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 [기고] 필리핀, 다시 계엄령...‘反인권’이 안 되는 이유들
- [간담회개최] 이양희 유엔(UN)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
얀마 로힝야 이야기
- [기자회견] 로힝야 학살규탄 긴급 기자회견
- [공정여행] 중국 동북(백두산 남쪽영역, 북한접경 장백현,
화룡 발해유적) 답사
- 72차 공정여행 <백두산 - 천지를 품다 고구려의 숨결을 품
다>

2017년 9월 - [유엔심의] 유엔(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NGO대표단
참여
- [팟캐스트] 참여연대 팟캐스트 “아시아생각”에 해외진출 한
국기업 주제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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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
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간담회] 어기구의원실 주최의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
인 국내연락사무소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참석
- [공정여행] 중국 광저우(국제유기식품박람회) 참관·답사

2017년 10월 - [공동성명]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UN) 사회권위
원회 권고 논평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 혁신위,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 [공동성명] 제3차 국가기본계획(NAP)수립과 관련한 시민사
회의견 제출
- [공정여행] 대만(타이페이, 타이중, 자이, 까오슝, 타이난)
답사

2017년 11월 - [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의 서울민주주의 포럼
참가
- [공동서한] 유니클로의 인도네시아 하청업체 사태해결촉구
국제 공동서한
- [토론회] 유엔(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이행을 위한 국
회토론회
- [간담회] 로힝야 난민에게 듣는 로힝야 이야기 공동주최
- [공동서한] 유엔(UN) 인권이사회의 로힝야 학살 개입촉구
아시아지역단체 공동서한
- [기자회견] 인권위법개악 김경진의원 규탄 기자회견
- [공동성명]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 [국제회의]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 Network)
연례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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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여행] 중국 절강성(신선거, 장개석고택) 답사
- [공정여행] 서울시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교육 공정여행
강연

2017년 12월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연례회의 참가
- [공동서한] 국회의 인권위법 개악 개입 촉구 공동서한
- [공동성명] 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회장을 수
사하라
- [공동성명] 라오스 활동가 솜바스는 어디 있는가?
- [기고] 로힝야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활동가의 고민
- [공동성명] 배복주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환영한다
- [국제회의] Innovation for Change 주최 기업과 인권 회
의 참석
- [현지조사] 필리핀 기린전자 노동탄압 현지조사
- [공정여행] 인천 푸른두레생협 주최 공정여행 시민강연

¡ 2018년
2018년 1월 - [공동성명]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기는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 [기자회견] 하이디스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기각하라! 기자
회견 참석
- [간담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
민사회단체 간담회
― 73차 공정여행 <찬란한 대자연의 따뜻한 섬나라, 대만에
흠뻑 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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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 [공동성명] 캄보디아 노동활동가 톨라씨에 대한 탄압을 중
단하라!
- 74차 공정여행 <산수갑천하 계림과 용척제전 트래킹 여행>

2018년 3월 - [행진] 고 황유미님 11주기 행진 및 집회 참석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NCP제도개선 권고 환영한다
- [논평] 삼성은 유엔(UN)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 수용하
라
- [논평]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한국정부의 유엔(UN) 인권이
사회 권고 수용률
- [기고] 문재인 대통령 공식방문 앞두고 벌어진 ‘야반도주’
- [총회] 2018 국제민주연대 총회 개최
- [기자회견]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아세안 5개국 노조대
표단 기자회견 참석

2018년 4월 - [공동성명] 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 [공개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 [간담회]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는 왜 필리핀 주민들을 울
리는가
- [토론회개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NCP)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간담회] 국제노총과 기업인권네트웍, 반올림과 함께하는 한
국기업 대응 간담회
- [특별공개강좌] “로힝야! 제노사이드당하는 사람들”- 이유경
기자 초청 토론회 공동주최
- [기자회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규탄 기자회
견 참석(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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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삼성 임원 김도현씨의 베트남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5월 - [기자회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청와대 분수대 앞)
- [기고] 한국으로 피신한 태국의 민주주의 투사
- [공동성명] 선거일을 연기하며 태국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태국총리는 금년선거를 예정대로 11월에 실시하라!

2018년 6월 - [공동성명]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인권
단체 공동성명,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 [공동성명]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 [교육]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이해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진정절차 교육(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2018년 7월 - [보도자료] 우리가 바라는 국가인권위원장 기준 청와대 전
달
- [논평] 최초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권위원장 내정
- [공동성명] 반성없는 만남이 무슨 의미? 삼성은 소송협박부
터 사과하라!
- [행사참석] 반올림 농성 1000일 삼성포위행동(삼성본관 앞)
- [국제회의] 방콕소재 아시아센터 주최 “기업과 인권 컨퍼런
스-정부의 책임” 참가
- [공동성명] 경영참여, 해당주주권행사 미포함한 스튜어드쉽
코드는 무용론만 초래한다
- [공동성명]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사퇴하라!
- 75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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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 [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 [기자간담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한국시민사회 대
응 기자간담회
- [공동성명]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 [기자회견] 제3차 국가인권정채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참
석(청와대 앞 분수대)
- [기고]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일까
- [추모행사]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
- [공동성명] 베트남 여성활동가 탄압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획책하는 중
소기업 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참석 (중소기업중앙회 앞)
- [기자회견] 로힝야 학살 1주기,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
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 [공개질의] 라오스 댐사고와 관련해 한국시민사회 TF, 기획
재정부와 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서 발송
- [기자회견] “한국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답하라” (주한 미
얀마 대사관 앞)
- [논평]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CP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76차 공정여행 <동티벳 샹그릴라 – 설산에 뜨는 해 낙원에
지는 달 샹그릴라를 찾아서>

2018년 9월 - [공동성명]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최초의 인권위원장 임명
을 환영한다
- [국제회의참석]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
NI)회의 및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포럼(APF) 회의 참석
- [현지조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 [국제회의] 포럼아시아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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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 [국제회의] 클린클로스캠페인과 국제노동권포럼주최, 의류산
업에서의 기업의 책임 참석
- [항의서한] 로힝야 사람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인도정부의 로힝야 난민추방에 항의하는 항의서한 발송
-

[공동성명]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은폐하는

특별채용

중단하라
- [NCP진정] 필리핀 할라우강 댐사업에 대하여 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수출입은행과 대우
건설을 상대로 진정 제출
- [논평] 라오스 댐사고 관련의혹 명백히 밝혀야
- [기자회견] 인디아 모디총리에 대한 서울평화상 수상계획
즉각 철회하라 참석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앞)

2018년 11월 -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다른 처벌 중단하
라
- [국제회의] “기업의 인권책임과 법적대응” 국제컨퍼런스 참
석
- [기고] 나이키 철수로 남겨진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노동자
- [국제회의] 인권과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참석
- [국제회의] 유엔(UN)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 [공동성명] 로힝야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2월 - [행사참석] 서울시 주최, 서울인권컨퍼런스 참석
- [기자간담회]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다 주
최 (12월 18일 참여연대)
-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및 우동민 열사 사
망사건 진상조사 및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 참석(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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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야만적인 보안관찰법 즉각 폐지하라
- [기고] 박항서 열풍에 가려진 진실
- [공동성명] 유성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언론보도행태
중단하라
- [송년회] 국제민주연대 송년회 개최
- [공동성명] 캄보디아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2019년
2019년 1월 - [공동성명] 중국정부는 노동자와 학생활동가를 석방하라!
- [기자회견] 중국 자쓰(JASIC) 공장노동자들과 학생 및 활동
가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1월 31일 중국대사관 앞)
- [공동성명] 유성기업은 이제라도 민주노도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 [기고] 필리핀 할라우강 댐 NCP 진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 77차 공정여행 <대만 – 찬란한 대자연의 따뜻한 섬나라,
대만에 흠뻑 젖다>

2019년 2월 - [공동성명] 학살자로 불리는 인도총리에게 주는 평화상 부
끄럽다
-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
지역회의 참석(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1인시위] 서울평화재단의 인도 모디총리 평화상 수여 반대
1인시위
- [포럼참석] 평창평화포럼에서 군산복합체와 평화 문제를 다
루는 세션 조직
- [행사] 인권활동가 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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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 [총회] 2019 국제민주연대 총회 개최(3월 15일 경동교회)
- [기자회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해결 촉구
한국-인도네시아 공동행동 개최(3월 20일 광화문)
- [기자회견 참석] 노조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
및 학생활동가 석방 촉구 기자회견(3월 26일 중국대사관)
- [기고] 카슈미르 비극에 눈감고 서울평화상을 주는 한국사회

2019년 4월 - [간담회참석] 일본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일본 변호사 한국
방문시, 인권위 문제에 대한 간담회 참석
- [공동서한] 콜트콜텍기타 정리해고 사태해결촉구 국제공동
서한
- [간담회참석] 유럽연합 국제개발협력실 사무총장과 대표와
한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참석
- 78차 공정여행 <대만 – 찬란한 대자연의 따뜻한 섬나라,
대만에 흠뻑 젖다>

2019년 5월 - [포럼참석]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국회토론회
- [기고] 대만과 한국, 연결된 것은 미식 천국만이 아니다
- [긴급논평] 라오스 대마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 [기자회견] 유엔(UN) 사회권위원회 주요권고 한국 정부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 [공동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
만으로 부족하다

2019년 6월 - [공동성명] 라오스 댐사고가 인재라는 조사결과에 입장을
밝혀라
- [공동성명]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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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
- [국제회의 참석] OECD WATCH와 FIDH 및 ERI가 공동으
로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방콕)
- [국제회의 참석] Clean Clothes Campaign 동아시아연합
주최 연례 총회 참석(대만)
- [국제회의 참석] OECD 기업책임경영 포럼 참석(방콕)
- [강연회 참석] 이양희 유엔(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에
게서 듣는 로힝야 난민이야기

2019년 7월 - [공동성명] 라오스 댐 사고 1년, 한국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 [논평] 글로벌 스탠더드인 기업의 인권존중을 삼성이 실천
할 때이다
- [공동성명] 수단군부는 권력에서 손을 떼라!
- [기자회견] 수단군부 규탄 기자회견 (7월 9일 수단 대사관
앞)
- [기자회견] 라오스 댐사고 1주년 기자회견 (7월 23일 SK본
사 앞)
- 79차 공정여행 <내몽골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만개의
별, 초원에 눕다>

2019년 8월 - [공동성명] 로힝야 학살 2주기를 기억하며
- [공동성명] 홍콩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 상임위원 추천 규탄한다
- [행사조직] 서울에서 열린 로힝야 학살 생존자보호와 책임
자 처벌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조직 참여
- [기자회견] 홍콩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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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홍콩시민들의 싸움에 어떻게 연대해야 할까
- 80차 공정여행 <차마고도 – 동티벳 그리고 모계사회로 떠
나는 여행>
- 81차 공정여행 <백두산 – 천지를 품다, 고구려의 숨결을
품다>

2019년 9월 - [공동성명] 한국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 [국제회의 개최] 서울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
아NGO네트웍(ANNI)회의 공동주최 및 국가인권기구 아시아
태평양포럼(APF)회의 참석
- [공동성명] 도로공사는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
- [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방문에 즈음한 한
국시민사회의 요구
- [토론회 참석]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1주년 국회토론회

2019년 10월 - [공동성명] 터키는 즉각 군대를 철수하라!
- [공동성명] 홍콩정부의 폭력진압 규탄한다!
- [논평] 라오스 댐 사고 한국NCP의 1차 평가 환영
- [기자회견] 홍콩정부의 폭력진압 규탄 및 홍콩시위지지 한
국시민사회 기자회견(10월 4일 광화문)
- [기자회견]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기자회견 (10월 21일
광화문)

2019년 11월 - [공동성명] 홍콩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 [공동성명]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결정 규
탄한다
- [공동성명]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농성에 국회는 응답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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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초청 캠페인]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호라이 부의장
한국 초청 행사 조직 및 참여
- [세미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기업인권네트웍 공동
세미나 참석
- [기고] 한-아세안 정상회의 맞이 기고, 한국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책 필요
- [송년회] 국제민주연대 2019 송년회

2019년 12월 - [공동성명] 한국흐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즉각중단하라
- [공동성명] ASA는 노조파괴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 [공동성명] 인도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안 철회하라
- [논평] 동남아진출기업의 고충처리에 초점을 맞춘 인권경영
개선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 [OECD NCP진정]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산
업에 대하여 OECD 한국국가연락사무소(NCP) 진정
- [기자회견] 인도 정부의 반인권적인 시민권법안 통과규탄
기자회견 (12월 27일 인도대사관)
- [강연회 참석] 광주인권회의 초청, 재한홍콩활동가 강연회
참석
- 82차 공정여행 <겨울만주 - 환상의 겨울왕국 하얼빈 빙등
제와 순백의 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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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 보고

Ⅰ

해외한국기업 감시

▢ 주요활동
- 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임금체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3
월 초에 직접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대
책을 지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후속 대책
마련 촉구
- 유엔(UN) 사회원위원회의 2017년 권고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가
한국정부가 우선 이행을 보고할 주요권고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
한 보고서 제출 및 대응활동 전개
- OECD 한국국가연락사무소(NCP)에 대한 동료평가에 참여하고 한국
NCP 위원 인사 추천 및 개혁활동 지속적으로 전개. 한국NCP가 1
차평가에서 조정을 진행하기로 선언한 삼성중공업과 라오스댐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한국NCP문제 제기

○ 국내 연대
- 기업인권네트웍(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 약칭
KTNC 워치) 소속단체, 2019년도 사무국은 국제민주연대와 희망법
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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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C 워치 소속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공익변
호사그룹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국제 연대
- 아시아지역 초국적기업 감시네트웍(Asia Transnational Corporation
s Monitoring Network, ATNC 네트웍)의 회원단체
- 포럼아시아(FORUM-ASIA,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소재)와
ESCR-NET(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네트웍, 미국 뉴욕 본부)과 함
께 해외 한국기업과 인권 활동 연대
- OECD WATCH(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응 활동을 하는
NGO네트웍,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부)의 회원단체

▢ 평가
- 대통령의 직접지시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외진출한국기업
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되었으나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정부의 대책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
례들을 발굴하고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 기업과 인
권네트웍의 역량강화를 통해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효
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마련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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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구촌 인권과 평화

▢ 주요활동
- 로힝야 문제를 조명하는 국제컨퍼런스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
민사회 모임”의 역량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로힝야 문제에 대한 한
국시민사회의 관심을 환기
-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한국내에서의 지지활동 조직에 주도적으
로 참여. 특히 11월에 있었던 홍콩 민간인권전선 부의장 방한 활동
을 통해 한국 내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 및 단체들과 공동
협력 경험 축적
- 터키의 쿠르드 족 침공과 수단군부의 민주주의 방해 문제에 대해 항
의 행동 조직 및 참여
- 인디아 모디 총리에 대한 서울 평화상 수상식 반대행동을 포함하여
인디아 정부의 반인권적인 시민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행동 조직
- 중국정부의 노동 및 학생활동가에 대한 탄압 반대 활동 조직.

▢ 평가
- 로힝야 문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활동에 참여
- 한국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국제 인권이슈에 대한 발굴과 연대행동
조직
-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서도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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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인권기구 모니터링

▢ 주요활동
○ 국내활동
- ‘국가인권위원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해산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NNI) 회의를 한국 주
최(ANNI 사무국과 공동):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포럼(APF)
격년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ANNI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함
- 최영애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
자로 참여
○ 국제활동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아시아NGO네트웍(ANNI)의 회원단체로서 2월
에 열린 ANNI 회의에 참여 및 한국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아시아
태평양포럼(APF) 연례회의에서 ANNI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
- 한국 인권위 상황에 대하여 ANNI 연례보고서에 반영

▢ 평가
- 인권위 공동행동이 해산되었으나 이후 인권위 대응에 대한 국제민주
연대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
- 성공적으로 ANNI회의 서울 개최를 조직함
- 인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 이를 위한 역량강화문
제가 논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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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연대사업

▢ 주요활동
- 인권운동더하기: 한국 내 43개 인권단체 모임으로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모색
- 국제인권네트웍(국제민주연대, 공감,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
유엔인권정책센터)를 통해 유엔(UN) 인권이사회 메커니즘 활용하여
정부 활동 모니터링 및 대응
- 로힝야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국시민사회 대응 모임에 참여
- 국제단체 ‘클린클로스 캠페인’(Clean Cloth Campaign, CCC) 동아시
아 연합 운영위원회 멤버로 CCC 활동에 참여
※ 기업과 인권, 지구촌 인권과 평화, 국가인권기구 모니터링은 각 내용
참조

▢ 평가
- 유엔(UN) 조약기구 보고서 작성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 부분과
국가행동계획(NAP) 부분 및 기업과 인권 부분 작성에 참여
- 국내 연대 사안으로 삼성 해고자 김용희씨 농성과 도로공사 톨게이
트 노동자 투쟁에 연대
- 아시아 지역 인권이슈를 꾸준히 발굴하고 국내에서 연대활동 조직

- 70 -

Ⅴ

공정여행

▢ 주요활동
- 기존 개발되어 있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의 재활성화 노력
-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에서 주최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 진행
- 장애인 전문여행사 [모두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 컨설팅 자원봉사

○ 활동 경과

- 2019년
1월 [77차 대만 공정여행] 7박8일, 14명 참가 (진행: 최정규)
2월 중국 쑤저우 답사 4박5일 (최정규)
2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모임 제주여행 인솔 (진행: 최
정규)
3월 중국 태항산 답사 3박4일 (최정규)
3월 경동교회 청년 대상 공정여행 강연
4월 [78차 대만 공정여행] 7박8일, 10명 참가 (진행: 최정규・이귀
정)
4월 미국 4개 국립공원 답사 9박10일 (최정규)
5월 전북하나센터 주관 새터민 서울역사탐방 인솔 (진행: 최정규)
6월 중국 장가계 배낭여행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진행: 최정규)
7월 [79차 내몽골 공정여행] 4박5일, 16명 참가 (진행: 이귀정)
8월 [80차 동티벳·루구후 공정여행] 8박9일, 13명 참가 (진행: 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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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1차 백두산·고구려유적 공정여행] 4박5일, 18명 참가 (진행:
최정규)
8월 프레시안 주최 내몽골 공정여행 진행 (최정규)
8월 공정여행팀 동해안 워크샵 1박2일
9월 중국 상하이 답사 4박5일 (최정규)
9월 중국 후난성 천저우 답사 및 천저우관광협회장 미팅 (최정규)
10월 대만 동부지역 답사 7박8일 (최정규)
11월 서울시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 현장평가 (최정규)
12월 [82차 겨울만주 공정여행] 4박5일, 7명 참가 (진행: 최정규)

- 2020년
1월 [83차 대만 공정여행] 7박8일, 12명 참가 (진행: 최정규)
2월 유채꽃 차마고도 공정여행 출발확정 후 코로나19로 취소
2월 중국 샤먼 배낭여행 파일럿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취소

▢ 평가
- 대만 프로그램 정착 : 대만 공정여행은 기존의 여행사 패키지 프로
그램이 타이페이의 접근성 좋은 유명 관광지역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타이페이의 신베이터우와 양명산, 마오콩 차밭 등 일반 여행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역을 포함시켰고, 대만 중부의 세계
적 명산 아리산과 대만 제2의 도시 까오슝, 대만의 역사가 시작된
타이난 지역 등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를 두루 돌아보는 프로그램
으로 기획하여 차별화하였음. 특히 일정의 반 정도를 대중교통을 이
용하도록 모험적 시도를 하였고 식사 몇 끼는 야시장에서 각자 사먹
도록 시도하였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향후 공정여행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특징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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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계 배낭여행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 중국을 대표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 유명한 후난성 장가계 지역과 봉황고성, 부용진 등지
를 현지 여행사 없고 관광버스 대절도 없이 완전 배낭여행으로 기획
하여 기존 공정여행 참가자들 7명과 함께 5박6일 동안 파일럿 프로
그램으로 진행함.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가계 산지
트래킹을 하고 장가계에서 멀지 않은 역사문화 명승지 부용진과 중
국3대 고성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봉황고성까지 탐방하였으나 큰
무리없이 진행됨. 추후 배낭여행 상품으로 출시 예정.

- 이귀정 활동가가 홈페이지와 웹 홍보작업, 여행신청 상담 등의 업무
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2019년 여름 내몽골 공정여행 처음으로 단
독 행사 진행하였고 4월 대만 공정여행에 동행하여 견학하였음.

- 공정여행 다수 참가자이자 월간 사람과 산 기자였던 장보영님과 함
께 일본 트래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상품으로 띄우려 하였으나
일본여행 보이콧으로 보류하였음.

- 최민성이사님의 배려로 2019년 7,8월 한신대 중국학과 이수현 학생
이 공정여행사업단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 이경민, 박민지 학생이 공정여행사업단 인턴으
로 활동하였음. 각종 자료집과 홍보영상제작 등 많은 작업을 하고
활동 종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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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 계획

I

해외한국기업 감시

▢ 목표
∙ 해외진출 한국기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가동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이하, NCP) 동료평가 이후
에 한국 NCP개혁 문제 대응
∙ 코로나19사태 이후의 해외한국기업 문제 대응
∙ 국제기구와 국제단체와의 협력강화

▢ 사업계획
(아래 사업은 기업인권네트웍와 공동진행)
1) 정부가 마련한 한국기업 인권대책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
가하고 이를 통한 개선책 요구

2) 한국 NCP개혁
∙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한국 NCP민간위원 인
선절차에 적극 개입을 통해 한국 NCP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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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오스 댐사고, 삼성중공업 산재사고에 대해 한국 NCP가 개시하기로 한
조정절차에 적극 대응을 통하여 한국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인식과 대응
개선 촉구

4) 공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대응 필요. 문재인 정부들어 공기업과 공공기관
에 인권경영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인권경영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기업과 인권네트웍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
고 정부와 인권위가 이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해야함

5)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기업 문제 대응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해외
진출 한국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미 의류공장에
서 야반도주 등이 일어나고 있음
∙ 개도국에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업체에 대한 브랜드 및
원청 기업과 정부의 감시 및 지원을 촉구하고 기업들이 해고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감시 활동 필요

6) 21대 국회 전략 수립
∙ NCP개혁 문제 및 인권기본법과 ODA문제를 포함하여 21대 국회의 입
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
• 21대 국회 구성 이후에 국회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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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구촌 인권과 평화

▢ 목표
∙ 홍콩시위와 로힝야 난민 문제를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이슈에 지속
적으로 연대
∙ 코로나 19사태 이후에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연대에 대한 전략 수립

▢ 사업계획
1) 미얀마 대응
-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과 군부와의 연계 문제를 적극 알리고 이에 대한
캠페인 준비

2) 인도를 포함하여 신남방정책 거점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한국정
부가 최소한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

3) 국제 연대 사업
- 코로나 19 이후에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후
퇴에 대한 연대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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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인권기구 모니터링

▢ 목표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독립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단위 수립

▢ 사업계획
1) 21대 국회에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출에 있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되도록 법개정 노력 지속
2)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행동 해산이후에 인권위 감시 활동 단위 수립에 대
한 고민 및 진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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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연대

▢ 목표
∙ 지속적인 국내외 연대를 통하여 인권 보호·증진 운동의 역량 증대

▢ 연대현황과 사업계획
∙ 국내연대
- 국제인권네트웍: 정부의 공공외교 강화흐름에 국제인권네트웍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인권운동 더하기: 인권 현안 대응 및 주제별 인권 모임인 인권운동 더
하기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연대와 인권위 대응에 대한 의견 개진
∙ 국제연대
-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웍(ATNC Monitoring Network, 홍콩 소재):
초국적기업에 대한 아시아 지역 노조,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풀뿌리
차원의 감시와 대응 연대
- 포럼아시아(Forum Asia 태국 방콕, 스위스 제네바 소재): 회원단체로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연대
- OECD 워치(OECD WATCH,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국제민주연대
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Coordination Committee 멤버로 활동
함.
- 국제단체 ‘Clean Clothes Campaign’의 동아시아 연합 차원에서
2020 도쿄 올림픽 캠페인 및 아시아 의류산업 문제제기 활동

- 78 -

Ⅴ

공 정 여 행

▢ 목표
• 공정여행의 의미를 참가자들과 깊이 공유하고 널리 알리도록 노력
• 프로그램 참가인원의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강화

▢ 사업계획
1) 2020 여름 공정여행 준비
[목표] 공정여행사업단의 주요 활동 기간인 여름 행사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시행
[내용]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 산업이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2020 공정여행의 계획 및 실행이 가능할지 판단 보류중임

2) 온라인 홍보작업
공정여행 SNS 홍보콘텐츠 제작 강화 계획

3)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19년의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오프라인
홍보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하지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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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19년 사업수지결산서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년도 이월금

23,144,313

인건비

34,129,856

회비

33,605,624

4대보험

4,476,150

후원금

1,080,000

임대료

6,006,000

운영비분담

6,000,000

공과금

980,180

사업비분담금

3,629,340

CMS 수수료

604,320

지원금

1,400,000

식비 및 회의비
운
영 통신비
비
교통비

기타

713,472

(소계, 전년도이월금 제외)

(46,428,436)

물품구입 및
구독료

69,572,749

잔액(수입-지출)

574,780
1,398,410
84,500

우편료

80,600

기타(수수료 등)

76,520
5,064,599
351,500

지출 합계
12,5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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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30

복사 및 인쇄

사 사업비
업
비 연대비
수입 합계
(이월금+소계)

2,603,300

56,993,345

2019년 1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년도 이월
회비

지출
금액

항목
인건비(급여 및
명절 상여금)

23,144,313
2,747,160

사업비

256,890

489,140

임대료

500,500

21,480

공과금

476,680

(3,257,780)

CMS수수료
운
영 식비 및 회의비
비
통신비
교통비
물품구입, 구독료

26,402,093

25,190
42,700
121,200

수수료(항공취소
및 송금수수료)

72,120

18,88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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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00

20,860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49,910

우편료

사
분담금(라오스댐
업
현지조사)
비
수입 합계
(이월+소계)

4,576,150

4대보험

기타
(소계, 이월제외)

금액

1,000,000

7,513,200

2019년 2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운영비분담
지원금(강북여성새로
일하기,일자리지원금)

(소계, 이월제외)

지출
금액

항목

18,888,893

인건비

2,631,740

4대보험

422,130

임대료

500,500

500,000
1,000,000
(4,131,740)

공과금
운
영 CMS수수료
비 식비 및 회의비

54,000

50,100

연대비
지출 합계

17,88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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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

교통비

평창평화포럼참
사 가(교통, 숙식)
업 인권활동가대회
비 참가

잔액(수입-지출)

10,960

23,100

우편료

23,020,633

2,975,650

통신비

물품구입, 구독료

수입 합계
(이월+소계)

금액

100,940
5,440
857,000
30,500
50,500
5,130,830

2019년 3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지출
금액

항목

금액

17,889,803

인건비

2,975,650

2,488,640

4대보험

422,130

운영비분담

500,000

임대료

500,500

지원금(일자리지원)

400,000

공과금

28,390

기타(항공권반환,
은행이자)

(소계, 이월제외)

285,814
(3,674,454)

운 CMS수수료
영
비 식비 및 회의비
통신비
교통비
물품구입, 구독료
복사, 인쇄
우편료
사
출장비(홍콩항공
업
권)
비

수입 합계
(이월+소계)

21,564,257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16,8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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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0
83,600
46,480
87,200
126,500
84,500
3,200
280,848
4,689,108

2019년 4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지출
금액

항목

금액

16,875,149

인건비

회비

2,757,600

4대보험

388,990

운영비분담

1,000,000

임대료

500,500

(소계, 이월제외)

3,757,600

수입 합계
(이월+소계)

운 공과금
영 CMS수수료
비
식비 및 회의비

2,975,650

178,780
50,210
97,000

통신비

44,270

교통비

77,380

물품구입, 구독료

31,900

사
업 출장교통비(세종시)
비

30,000

20,632,749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16,25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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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80

2019년 5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후원금

지출
금액

항목

16,258,069

인건비

2,558,440

4대보험

388,990

임대료

500,500

138,000

(소계, 이월제외)

(2,696,440)

공과금
운
영 CMS수수료
비 식비 및 회의비

88,500

50,500

물품구입, 구독료

65,020

13,7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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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0

교통비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40,430

43,670

사 항공 및 출장비
업 (태국, 대만)
비 연대비
18,954,509

2,975,650

통신비

우편료

수입 합계
(이월+소계)

금액

9,200
814,301
200,000
5,227,071

2019년 6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지출
금액

항목

13,727,438

인건비

3,038,640

4대보험

422,130

임대료

500,500

후원금

69,000

사업비분담

150,000

기타(은행이자)
(소계, 이월제외)

4,031
(3,261,671)

운 공과금
영 CMS수수료
비
식비 및 회의비

72,400

35,600

12,3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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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0

교통비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58,000

61,180

사 출장(태국)
업
비 미얀마강연분담
16,989,109

2,975,650

통신비

물품구입, 구독료

수입 합계
(이월+소계)

금액

251,000
76,000
150,500
4,653,270

2019년 7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지출
금액

항목

12,335,839

인건비

2,559,384

금액
2,975,650

4대보험

422,130

99,000

임대료

500,500

운영비분담

1,500,000

공과금

81,560

사업비분담

100,000

기타(항공권반환)

396,522

(소계, 이월제외)

(4,654,906)

후원금

운 CMS수수료
영
비 식비 및 회의비
(인턴 포함)

50,410
722,400

통신비

44,570

교통비

56,600

물품구입, 구독료

145,750

우편료

5,600

번역료

200,500

사 현수막
업
해외특급우편발
비
송비(외국활동가

66,000
126,000

초청 비자신청서류)

수입 합계
(이월+소계)

16,990,745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11,59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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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670

2019년 8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지출
금액

항목

11,593,075

인건비

2,574,524

금액
2,975,650

4대보험

411,410

후원금

157,000

임대료

500,500

운영비분담

500,000

공과금

37,200

(소계, 이월제외)

(3,231,524)

운 CMS수수료
영
식비 및 회의비
비
(인턴 포함)

71,670

교통비

38,500

우편료
사 비자서류공증 및
업 해외발송(해외활
비 동가초청)
현수막

9,2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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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552,500
33,000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246,500
9,200

미얀마컨퍼런스

14,824,599

378,400

통신비

물품구입, 구독료

수입 합계
(이월+소계)

50,610

5,605,140

2019년 9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지출
금액

항목

금액

전월 이월

9,219,459

인건비(퇴직금포함)

회비

2,573,944

4대보험

403,170

68,000

임대료

500,500

2,390,200

공과금

50,450

후원금

5,034,156

사업비(아시아국가인
권기구NGO네트웍 한
국회의)

기타(은행이자)
(소계, 이월제외)

수입 합계
(이월+소계)

3,238
(5,035,382)

운
영 CMS수수료
비
식비 및 회의비

50,610
287,200

통신비

52,020

교통비

31,200

물품구입, 구독료

46,500

우편료

4,800

사
업 연대비
비

101,000

14,254,841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7,6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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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606

2019년 10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지출
금액

항목

금액

전월 이월

7,693,235

인건비

회비

2,643,724

4대보험

423,270

임대료

500,500

후원금

549,000

운영비분담
(소계, 이월제외)

1,000,000
(4,192,724)

1,230,000

CMS수수료
운 식비 및 회의비
영
비 통신비
교통비

16,800
4,400
66,000

9,3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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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

우편료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50,150

55,400

사
업 현수막
비
11,885,959

153,200

물품구입, 구독료

기타(수수료)

수입 합계
(이월+소계)

50,610

2,576,430

2019년 11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지출
금액

항목

금액

전월 이월

9,309,529

인건비

회비

3,513,784

4대보험

279,720

임대료

500,500

운영비분담

500,000

사업비분담

300,000

(소계, 이월제외)

수입 합계
(이월+소계)

(4,313,784)

운 공과금
영 CMS수수료
비
식비 및 회의비

1,230,000

17,730
50,610
98,100

통신비

50,320

교통비

41,200

물품구입, 구독료

32,200

사
홍콩집회(공연,음
업
향, 물품)
비

448,450

13,623,313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10,87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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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830

2019년 12월
(단위: 원)
수입
항목
전월 이월
회비

지출
금액

인건비

3,518,044

4대보험

235,190

임대료

500,500

500,000

사업비분담

200,000

기타(은행이자)

2,387
(4,220,431)

운 CMS수수료
영 식비 및 회의비
비
통신비
교통비
물품구입, 구독료

수입 합계
(이월+소계)

금액

10,874,483

운영비분담

(소계, 이월제외)

항목

1,230,000

50,610
197,500
50,010
37,700
175,500

우편료

5,500

사
업 현수막
비

33,000

15,094,914

지출 합계

잔액(수입-지출)

12,5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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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510

[2019년 회계감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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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단위: 원)
수입
항목

지출
금액

항목

금액

전년도 이월금

12,579,404

인건비

30,000,000

회비

40,000,000

4대보험

4,500,000

1,000,000

임대료

6,006,000

사업비(분담금)

500,000

공과금

1,000,000

지원금

500,000

CMS 수수료

후원금

식비 및 회의비
운
영 통신비
비
교통비
물품구입 및
구독료
복사 및 인쇄

수입 합계

54,5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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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3,000,000
500,000
400,000
1,000,000
50,000

우편료

100,000

예비비

1,023,404

사 사업비
업
비 연대비

6,000,000

지출 합계

300,000
54,5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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