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영리활동법인

코리아 NGO 센터

소개

코리아 NGO 센터는 재일동포 2,3 세가 중심이 되어 2004 년 3 월 오사카에서 결성된
인권단체이며, 그 활동은 ‘인권’, ‘평화’, ‘공생’, ‘자립한 시민’이란 이념 아래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NGO 센터의 사명(mission)>
1. 외국인 인권 보장과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기르기 위한 민족교육권을 확립함과 더불어, 다민족·다문화화가 불가피한 21 세기 일본
사회에서 각종 소수자(minority)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적·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2. 재일코리안 사회의 풍부한 사회 기반 창조와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재일코리안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는 환경과 필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코리안 간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코리안, 결혼에 의한 ‘더블’, ‘뉴커머(new comer)’, 한국인, 재중동포 등의
증가로 다양화되는 코리안 사회 속에서 보다 풍부한 코리안 네트워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안과의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3. 남북평화통일과 남북〮일본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하여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인권, 평화 등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 주체로서 국경을 초월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필수불가결
합니다. 남북코리아·일본 간 시민, NGO 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개를 통해, 남북코리아와
일본 시민사회의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1. 재일 외국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업
오사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족학급 운영과 제도확충, 민족강사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브라질계 학교 지원 등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 재일 외국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재일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인권단체 등과 협력하여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인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항의활동과 지방자치체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생활상담
주로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센터 회원 변호사 등 유자격자와 연계하여 무료로
법률·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쿠노(生野) 코리아타운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교육 활동
재일코리안 최대 거주지역인 오사카시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에 학생들을 받아들여
역사, 인권,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 년도에는 약 200 개
단체, 약 1 만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인권강연회 등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7
년에도 그 실시 횟수는 114 회에 달합니다.
5. 다양한 코리안과의 제휴와 협동
이외에도 한일 시민단체 교류사업이나 인권, 역사, 평화 등을 테마로 한 다양한
단체와의 공동사업(집회, 세미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NGO 센터 연혁>
2004 년 3 월 민족교육문화센터, 원코리아페스티벌 실행위원회,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3 단체를 모체로 코리아 NGO 센터 설립
2004 년 12 월 코리아 NGO 센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 받음(오사카부)
2004 년 12 월 코리아인권생활협의회 설립
2005 년 1 월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법인 인가
2005 년 3 월 코리아인권생활협의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 받음(오사카부)
2010 년 6 월 코리아 NGO 센터와 코리아인권생활협의회 합병
2010 년 7 월 코리아 NGO 센터 동경사무소 개설

<코리아 NGO 센터 임원>
대표이사 임범부(변호사)
대표이사 곽진웅(코리아 NGO 센터 상근활동가)
이사

강유미(변호사)

이사

강효유(민족학급강사)

이사

고정자(대학교원)

이사

김광민(코리아 NGO 센터 사무국장/상근활동가)

이사

부세진(변리사)

이사

송 오(NPO 법인 크로스베이스 대표이사)

이사

한검치(변호사)

이사

배광웅(대학교원)

감사

오행철(세무사)

<주소 및 연락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코리아 NGO 센터(コリア NGO センター)
〒544-0034 大阪市生野区桃谷 3-1-21-3F TEL 06-6711-7601 FAX 06-6711-7606
E-mail center@korea-ngo.org URL http://korea-ngo.org

<코리아 NGO 센터 관련 참고 자료>

1. 세계한민족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소개 자료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200622&localCode=jp
n&menuGbn=category&searchCnd=%EC%B9%B4&parentName=%ED%95%9C%EA%
B8%80%ED%95%AD%EB%AA%A9%EB%AA%85&categoryName=%ED%91%9C%EC
%A0%9C%EC%96%B4
2. KBS 월드 라디오 소개 자료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people&id=&boar
d_seq=228156
3.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재일동포들의 마음의 고향, 우토로를 기억합시다”
[연재인터뷰⑦]재일한국인 시민단체 ‘코리아 NGO 센터’ 곽진웅 대표
http://www.vop.co.kr/A00001318342.html
4.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논문 자료
file:///C:/Users/jongs/Downloads/02_%EB%AC%B8%ED%99%94%ED%94%8C%EB%9E
%AB%ED%8F%BC%EC%9C%BC%EB%A1%9C%EC%84%9C%20%EC%97%90%EC%8
A%A4%EB%8B%89%ED%83%80%EC%9A%B4%EC%9D%98%20%EA%B0%80%EB%8
A%A5%EC%84%B1%EA%B3%BC%20%EC%83%88%EB%A1%9C%EC%9A%B4%20%E
C%A0%95%EC%B2%B4%EC%84%B1_%20%EC%98%A4%EC%82%AC%EC%B9%B4%
20%EC%9D%B4%EC%BF%A0%EB%85%B8%20%EC%BD%94%EB%A6%AC%EC%95
%84%ED%83%80%EC%9A%B4%EC%9D%84%20%EC%A4%91%EC%8B%AC%EC%9C
%BC%EB%A1%9C_%EC%86%90%EB%AF%B8%EA%B2%BD.pdf
5. 민단 신문 자료
https://mindan.org/old/kr/front/newsDetail6949.html?category=0&newsid=9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