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잔 샤키야 Ⅰ 네팔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사회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 서울시 명예시민(2019)

완이화 Ⅰ 미얀마

축하공연 영상 “나는 하나의 집을 원해요”
· 미얀마 카렌족 출신
· 2016년 입국, 2018년 난민인정
· 전국 트롯체전 출연

위신 Ⅰ 스리랑카

미담사례 발표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낫네”
· 한국생활 20년 
· ‘포천 스리랑카친구들’ 공동체 활동

스테파니 Ⅰ 미국

축하공연 “아름다운 나라”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 덕수궁 판소리 공연 경력

한글팀 Ⅰ 크리스티안(멕시코), 테니스브라운(미국), �
후지모토사오리(일본)

축하공연 이태원클라스 Ost “시작”
· 한국을 사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팀

엑스팻츠 사물놀이단 Ⅰ 게아 부루사스코(미국), 크리스티나(루마니아), 
조에닉(필리핀), 노리코(일본), 미노루(일본), 옥사나(러시아)
축하공연 “영남 사물놀이”
· 2013년 헨드리게 랑에(스위스) 창단
· �2014 칠곡세계사물놀이 외국인부분 금상
· 2016 예산전국사물놀이대회 장려상
· 2019 아산시장기풍물대회 노리대상

티자드 데이빗 앤드류 Ⅰ 영국

세계인의 날 기념 자작곡 “Immortal Portals” 
· 국제학 박사
· 코리아타임즈 칼럼리스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및 국적 · 인종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홍보 자료로 활용

추진 배경

 �인종, 국적을 초월한 ‘우리는 하나’ 라는 주제로 평범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미지 전달  

 �피부색, 언어, 종교를 떠나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국적 · 직업 · 체류자격을 대표하는 외국인들을 
주제영상에 활용

주요 내용

출연 인물 소개

제 1 4 회

세계인의 날

제14회 세계인의 날 
재능기부 참여자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주제영상 소개

일시   2021.5.20.(목) 14:30
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후생동 대강당

민나잉
미얀마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한국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탁현진
한국

F-6(결혼이민) 출신 귀화자
전북 최초, 전국 2번째 결혼이주여성�

간호사로 현재 남원의료원 근무
“한국은 꿈의 실현이다”

마포 로르
프랑스

D-2(유학)�
한국예술종합대학 판소리 전공

“한국은 나의 운명이다”

신4지구촌
중국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주민�
38명으로 구성된 중국인 봉사단체

“한국은 삶의 터전이다”

아이작
가나

D-8(기업투자) 자녀�
국내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안산fc 유소년팀 활동
“한국은 내 꿈의 무대이다”



시간 내용 참여자 내용

14:30
~14:36 식전 축하영상 완이화 (미얀마) <나는 하나의 

집을 원해요>

~14:40 개회 및 국민의례

~14:47 주제 영상 

~14:52 축사 영상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 주한 캐나다 대사
· 임병택 시흥시장
· 김하종 신부

김하종 신부님 
- 안나의 집 운영
- �노숙인 무료급식,�
자립교육

- 청소년 자립지원

~15:15  유공자 포상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법무부장관 표창 

· �대통령 표창 3점�
(�올해의 이민자 상�
1점 포함)

· 국무총리 표창 7점
· 법무부장관 표창 7점

~15:20 법무부 장관님 
기념사

~15:25 미담사례 발표 위신
(스리랑카)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낫네”

~15:40 축하 공연

스테파니
(미국) <아름다운 나라>

한글 팀 이태원 클라쓰 Ost 
<시작>

엑스팻츠
사물놀이단 <영남 사물놀이>

~15:45 기념촬영 장관님과 수상자
단체 기념촬영

데이빗 티자드�
앤드류(영국) 자작곡

<Immortal 
Portals>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포상자 소개

제14회 세계인의 날
식 순 14:30~15:45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이란?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What is Together Day?
Together Day is an official commemorative day 
designated to help created a Korea society where 
each and every one of us living in Korea seeks to 
repect and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through 
diverse cultural exchanges.

-Article 19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세계인의 날’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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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아일랜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

빈민과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지구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생을 통한 사회통합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조삼혁
아산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정착 및 취업 · 창업 
지원,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

사단법인 너머
단체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활동을 통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최병규
한국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사무국장)

재한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각종 고충상담, 
각종 국제행사 및 각국 공동체 활성화, 
이주민 관련 상담 매뉴얼 및 상담사례집 
공저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김현기
주식회사 디케이알텍

(대표이사)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국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김영배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회장)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및 모범적 사회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 외국인 인권 
보호에 기여

이명숙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처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환경조성,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사회복지시설
여수다문화복지원

단체

개인 기부금으로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기여

남원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체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역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동대문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체

이주민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역량강화, 
이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외국인 
인권 신장 등 사회통합에 기여

박창숙
주식회사 창우섬유

(대표이사)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이민자 
지원 사업 등에 헌신하여 이민자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

신미라
까리따스 이주민�

화성센터 (센터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지역
사회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등 
사회통합에 기여

김랑송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경장)

전국 최대 외국인 거주 지역인 안산에서 
체류 외국인 사회정착과 체류외국인 법
질서 확립에 기여

이숙자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로서 서류신청 작성과 번역, 
외국인 자원봉사자 및 결혼 이민자들의 
고충 상담 등 사회통합에 기여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활발한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등 
재한외국인 인권보호에 기여

진주YWCA
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되어 이주민 정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학교법인 서울문화 
예술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단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