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생원 - 주민자치공동체의 씨앗을 뿌림 

천갈로 신부,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4만 평의 땅을 매입 
떠도는 음성한센병 환자의 정착촌 마련 

12동 가옥 건축 
25세대 80여명의 자립공동체 형성 

1964년 성 프란시스 성당 건축 
1969년 논촌분교 설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무료진료와 
생필품 지원 등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함

1960

1970



1980년대 
양돈양계 위주의 생업에서 
공장을 지어 산업화 시대에 따른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현재 마석가구공단의 초석을 다짐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이들을 위한 기초적 지원 시작

1990년대 
샬롬의집을 통한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본격화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관심

1980

1990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행복을나누는도시락

2007.1.10.2005.10.23.

대한성공회 대지 기부

2008.4.17.
사회적기업인증

2009.7.19. 별관/야외운동장 준공
2010

2008 01. 다문화도서관 똘레랑스(문고) 
05.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02. 화도다문화도서관 똘레랑스 개관 
10. 다문화우수기관 표창(경기도지사)

2007 01. 무지개교실 운영시작 
      (무국적이주아동 양육/교육)

2012 08, 09. 다문화카페 알이랑 1, 2호점 오픈

2011 05. 행정안전부 외국인집거지 환경개선 
      사업선정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2006.5.17.

1차 수탁 : 2005~2008

2차 수탁 : 2009~2011  

3차 위탁 : 2012~2014 
방글라데시 
행복도시락 사업 시작

남양주 전 지역 결식아동지원 
(일 평균 350여명) 

사회적일자리 창출 
(매년 11명)

4차 위탁 : 2015~2017 

2016 01. 방글라데시국제협력 사업 시작 
01. KBFS(한방친교센터) 설립지원 
     - 귀환이주노동자 지원

2015 03. 진접이주민상담소 개소

이주배경아동과 함께하는  
통합지역아동센터

매년 15,000여명 센터의 각종서비스 이용 
5개중점분야 l 20개 사업 

2013 10. 우린 잘 있어요, 마석(단행본 발간)

2014 11.  EBS다큐프라임 가족쇼크 방영



구분 면적 행정구역
수동면 72.74 22개리 42개반

화도읍 71.51 82개리 618개반

진접읍 65.97 73개리 598개반

조안면 50.7 12개리 41개반

남양주에서 2번 째로 넓은 지역 : 458.06

화도읍 현황



구분 세대 인구

화도읍 36,831 96,998

진접읍 35,157 96,324

와부읍 36,831 71,887

남양주에서 1번 째로 많은 세대와 인구 밀집지역 
- 세대:223,097, 인구:604,864

화도읍 현황



구분 이주민
화도읍 1,273
진접읍 1,178

진건읍 454

외국인이주민(등록)이 1번 째로 많은 지역 : 5,325

화도읍 현황



화도읍 현황
남양주에서 사업체가 1번 째로 많은 곳 : 28,950

구분 사업체

화도읍 5,591

진접읍 4,804

와부읍 2,746



비전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소외됨과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가치 인권 ㅣ 평등 ㅣ 다문화

원칙 사회통합 ㅣ 사람중심 ㅣ협동과 연대

목표

1.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  외국인이주민의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 
3.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만들기 
4.  통합사회를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5.  활기찬 지역다문화복지 생태계 조성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 비전과 가치

○ 차별과 소외가 없는 인권사회 건설
○ 인종과 세대를 넘어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 건설
○ 존중과 교류를 통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



조직구성 외국인복지센터 : 9명 
이주민고용플러스센터 : 1명 
무지개교실 : 2명 
다문화카페알이랑 : 2명

총14명

운영위원회

관장

사무국장

이주민사업부 총무지원부

무지개교실

다문화카페알이랑



5대 핵심과제

조사와 연구

이주민당사자 역량강화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제고
이주민 인권과 권익옹호

선주민 인식개선



5대 중점사업

후원/홍보사업

교육/상담/복지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네트워크사업

1. 샬롬희망학교 운영사업 
    (이주노동/이주여성) 
2. 외국인주민상담지원사업 
3. 의료지원사업 
4. 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

1.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해교육사업 
2.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1. 이주민공동체 지원사업 
2. 동아리 지원사업

1. 국제협력사업 : 다문화에 말을 걸다 
      (방글라데시/필리핀/네팔 등) 
2. 지역사회와 국내협력사업

이주민 인권과 권익옹호

이주민당사자 역량강화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제고

선주민 인식개선

조사와 연구



5대 특성화 사업

진접상담소 운영

화도다문화도서관 운영

다문화카페 알이랑 운영

무지개보육실 운영

청소년 국제협력 캠프

- 지역사회 통합의 장

- 이주배경 아동지원

-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 국제협력기반 구축

- 사각지대 지원/서비스 확장



후원/홍보 사업
- 소식지 발간 사업 
- 홈페이지 운영과 소셜네트워크 활용

홍보사업

- 샬롬후원회 조직 운영후원사업

기타 운영
- 체력단련실 운영 
- 야외체육시설 개방

시설대관

- 단기보호 쉼터 운영쉼터운영



홍보

 · 중점사업에 대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기획하여 집중 홍보 
 · 언론 홍보 강화를 통해 이미지 상승과 비전의 공유 
 · 홍보거점 확보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

기본 방향

기본 전략

·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도시 건설의 비전 홍보    친다문화 도시 남양주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철학과 이념 홍보   남양주의 다문화를 선도하는 기관   
· 사업과 프로그램   정확한 목표와 효과를 전달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

포지셔닝

남양주시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의 거점

다문화프로그램 생애핵심능력으로써의 다문화감수성 증대



기대효과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이주민들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관심제고
·다문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적 대안 마련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연계를 통한 통합사회 선도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복지센터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등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보호 
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통합사회구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