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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2018년 작년 한 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아낌 없이 아디에게 허락해주신 회원님, 후

원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8년도 아디연간활동 보고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날개 삼아 아디 활동가들은 어느 해보다 넓고 깊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열매입니다.

새해에도 저를 포함해서 아디의 활동가들은 아디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아시아

분쟁 지역의 인권, 커뮤니티, 평화를 위해 좀더 내실있고 의미있는 활동에 주력하고

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항상 든든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라면서 새해 아시아 지역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디 대표이사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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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인 분쟁과 인권침해가 있는 현장을 찾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나타난 인권 피해들을 조사, 연구하고 기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옹호활동을 합니다.

현장 법률지원과 유엔 인권옹호매커니즘을 활용하여 현장의 필요를 지원합니다.

현장 인권교육 과정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 인권기록과 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권기록을 통해 만나게 된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특히나 여성과 아동을 좀 더 가깝게 만납니다.

이들이 좀 더 존중 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고 연대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커뮤니티가 공존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3

아디는 가까운 아시아를 만납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고 연대합니다



4

아디는 현장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일시적인 인권기록이나 일방적인 현장 개입이 아니라 만남의 시작부터 갈등을 좀 더 깊이 이

해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평화로울 세상을 함께 꿈꾸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디가 바라는 하나의 연결된 활동입니다.

아디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와 아시아가 별개가 아닌

동시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다양한 인권 이슈들이 한국의 아픔이자 나의 문제로 공존합니다.

이웃 나라에서 드러나는 학살과 갈등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의 차별과 혐오이고 내가 타

인을 대하는 태도이자 시선입니다.

그래서 아디는 아시아의 이슈와 나의 삶을 연결해 함께 살펴보고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디가 꿈꾸는 연대의 시작입니다.

아디는 현장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디가 꿈꾸는 연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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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8 아디

인권기록

아시아 곳곳의 분쟁지역과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지역

에서 인권실태 및 그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UN인권

기구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습

니다.

피해 커뮤니티 지원

분쟁피해 공동체의 지속 가

능한 평화와 공동체성 회복,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주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니다.

현지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현장 시민사회 활동가의 자

체적 실무역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워크숍, 트레이닝 등

모든 활동의 파트너가 되어

공동으로 활동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내 시

민사회, 현지 단체와 함께

팔레스타인 인권문제를 기록

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대활동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현

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평화여행 및

인권실태조사

팔레스타인 한국

시민사회 연대활동

방글라데시

▪ 로힝야 인권기록

▪ 로힝야 난민 여성의

심리사회 역량강화

▪ 로힝야 난민아동

정서적 안정지원

시민평화법정

베트남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관 사업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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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기록 아시아 곳곳의 인권침해 및 분쟁지역에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피

해자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 소송지원을 하고 유엔인권기구 등 국

제사회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연대활

동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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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활동

인권기록

▪ 로힝야 기록활동가 역량증대 프로그램

로힝야 피해자 인터뷰를 수행할 현지활동가들의 실

무역량증대를 위해 인권과 국제형사법 개괄, 인터뷰

이론과 실무, 보안사항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인터

뷰로 인한 활동가들의 2차 심리피해를 막기 위한 심

리케어도 진행했습니다.

(연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 로힝야 집단학살 기록활동

방글라데시로 월경한 로힝야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

록하였습니다. 피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12월에

뚤라똘리, 츄핀, 인딘, 쿠탠꽉, 돈백 마을별 학살보

고서를 발간했고, 유엔인권기구에 피해자를 대리하

여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연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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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 커뮤니티 지원 인권기록과 조사연구를 통해 만나게 된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

께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성 및 아동과 함께 치

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커뮤니티 구성원이 스스로

존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강화 워크숍 및 평화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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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활동

피해 커뮤니티 지원

▪ 음악이 마음을 만나다 프로젝트

학살과 분쟁을 겪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는 캠프

내 로힝야 난민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음악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

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함

에 따라 그룹 내 공동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4월-6월, 방글라데시 하킴파라 난민캠프)

▪ 평화도서관

메이크틸라 분쟁피해지역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

고 평화로운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

상되었던 평화도서관이 건축중입니다. 또한 개관에

앞서 현지파트너, 전문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비전,

이름, 미션, 평화 프로그램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연중, 미얀마 메이크틸라 마을)

▪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프로젝트

로힝야 난민 여성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적 안

정 및 회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습

니다. 난민 여성 주도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통

해 여성들이 심리사회적 안정을 찾고, 캠프 내 보호

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

습니다.

(4월-12월, 방글라데시 하킴파라 난민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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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합니

다. 인권모니터링, 평화여행 등 국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

함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을 위한 노력

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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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활동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평화여행

수십 년 동안의 분쟁으로 폭력과 갈등의 땅으로 알

려진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가자들과 여

행 전부터 함께 공부하고 현지 마을, 활동가, 시민

단체를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공존

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9월 20일-10월 2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 팔레스타인 인권실태조사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불법정착촌으로 피해를 입

은 현지인들을 만나 기록하고, 현지 인권활동가들과

공동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불법정

착촌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한국사회에 자료

를 제공하고,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해결방안을 제

안했습니다.

(3월-11월, 팔레스타인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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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대활동 국내의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

대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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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활동

연대활동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모임 참여

아시아 분쟁이슈 관련(미얀마, 로힝야) 시민단체,

종교인,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기자회견,

강연, 행사 등을 수 차례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로

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공동주최 등 해당 이슈

의 인권침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내 시민사회의 인

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

습니다.

(연중, 국내)

▪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참여

아디는 베트남전쟁 시기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

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에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내외 법률가,

학술, 시민단체와 함께 하미마을과 퐁니퐁넛 마을

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한국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논의, 제기했습

니다.

(4월, 국내)

▪ 개발협력연대(DAK) 젠더분과위원회 참여

국내의 국제개발 구호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협력연대

젠더분과위원회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활

동으로 운영회의, 특강 등에 참여하며 젠더통합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관련 프로그

램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연중,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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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원소통 아디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집니다. 아디의

활동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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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활동

회원소통

▪ 정기총회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작년 아디의 활동

을 되돌아보고 당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논의하였

습니다. 이외에도 아디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인연

을 맺은 회원 및 파트너 단체들과 감사인사를 나누

고 현지활동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도 진행하

고 있습니다.

(1월 19일,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홀)

▪ 회원행사

아디 로힝야 사진전 및 포럼, 아디랑 영화보기, 강

연회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들과 함께

합니다.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뿐 아니

라 온라인에서도 회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아디는 이사진, 활동가, 전문가,

학생회원까지 수평적 관계 위에서 운영됩니다.

(3월, 5월, 8월, 9월)

▪ 회원과의 만남

회원과의 밥 한끼, 사무실 방문 등 정기적인 회원과

의 만남으로 회원들을 더 알아감은 물론, 아디에 대

해 함께 고민하고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공

유합니다. 회원과의 밥 한끼 후 인터뷰를 블로그에

올려 회원들과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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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아디

피해 커뮤니티 지원

▪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

▪ 로힝야 커뮤니티 여성힐링센터

운영 및 지원

▪ 미얀마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관

개관 및 평화 프로그램 운영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팔레스타인 연구팀 운영

▪ 2019년 8월, 평화여행 2기

▪ 불법정착촌

인권실태보고서Ⅱ 발간

연대활동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모임 참여활동

▪ 개발협력연대(DAK)

젠더분과위원회 참여

▪ 국내 난민인권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기록

▪ 로힝야 집단학살 기록활동

- 인권실태보고서 추가 발간

▪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엔인권기구,

국제형사재판소에 진정제기

▪ 현지 기록활동가 및 스태프

역량증대 워크숍 운영 및 심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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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 살림살이

수입

364,136,693원

지출

구분 2018년 결산

회비 후원금 수입 118,360,568

목적사업 수입 220,817,020

연대사업 수입 1,680,000

국가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6,570,000

적립금 (공간마련 적립금) 7,130

기타 수입 114,287

전년도 이월금 16,587,688

총계 364,136,693

구분 2018년 결산

관리운영비 운영비 25,094,448

인건비 71,113,394

목적사업비 로힝야 기록그룹 역량 증대사업 11,298,999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회복 역량 강화사업 103,054,296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지원 파일럿사업 19,503,645

로힝야 집단학살 기록사업 31,353,833

미얀마 시민권 실태조사 1,679,103

미얀마 메이크틸라 평화 도서관 사업 50,858,596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사업 11,131,387

연대사업 3,577,590

회원소통사업 1,197,270

당해년도 이월금 32,967,002

적립금 (공간마련적립금) 1,307,130

총계 364,136,693

364,136,6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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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디와 함께 해주신 분들

* 회원은 아디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디는 2018년에도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아시아 곳곳의 분쟁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님”

신규 회원 64명

강대진 강문희 강민정(78) 강민정(93) 강성국 강성필 강성헌 강수경 강숙진 강영훈 강은식 강진영 강하니 강혜경 고수진 고영희 고은아 공선주

곽미녀 구자정 권민지 권석재 권오종 권준모 권태윤 권호현 김경은 김규태 김금숙 김기남 김기완 김남희 김다해 김대현 김도영 김도형 김동길 김동창

김동현 김란경 김묘희 김미영 김미영 김민정 김병주 김봉수 김상훈 김서범 김서율 김성진 김솔아 김수정 김승환 김신 김연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준

김예담 김용민 김용태 김용팔 김용호 김유니스 김윤정 김윤희 김은주 김인범 김인숙 김자연 김정미 김정애 김정희 김종보 김종우 김종휘 김준범

김지은 김지혜 김진 김진국 김진형 김태균 김태욱 김태원 김하나 김한나 김한아 김행 김현경 김형춘 김호철 김호철 김홍길 김희경 김희진

ㄱ

나미라 나현필 남민주 남세영 남수정 남은경 노주희 노진

ㄴ

로렌스곽 류다솔 류민희 류신환 류제성 류현주

ㄹ

명진건 모지은 문경삼 문상윤 문요한 문지영 문지희 문철현(sk매직노동조합)

ㅁ

박근용 박대령 박덕신 박동석 박미혜 박범일 박삼성 박상현 박서연 박서영 박성범 박세영 박수영 박수진 박승희 박영규 박영미 박영아 박은실(66)

박은실(67) 박인동 박인숙 박일지 박재형 박재홍 박정만 박정민 박정은 박정재 박종민 박종훈 박주선 박준우 박지연 박지웅 박진석 박해수

박희진 방서은 방성일 배영철 배윤희 배혜정 배호정 백가윤 백미정 백민경 백주선 백주왕 변영철

ㅂ

서선영 서유진 서주연 서중희 서찬수 서채완 설창일 성다인 성미정 성상희 소혜란 손경찬 손명숙 손영순 손영호 손장희 송기호 송동호 송상교 송서경

송소연 송아람 송연주 송유림 송지용 송지홍 송진성 송희준 신경숙 신고운 신동화 신상문 신수경 신숙 신승윤 신재현 신정선 신정식 신지해 신차선

심기종 심재섭 심재환

ㅅ

총 회원 436명



하경은 하영휘 하주희 하지영 한가람 한경수 한상윤 한수정 한영주 한지연 한지은 한지혜 함지혜 허령 허일수 현충열 호정애 홍석우 홍성수 홍성호

홍연정 홍지은 황승동 황어진 황정아 황정인 황필규 황혜정 황화수 황희성

ㅎ

* 회원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

안소정 안영신 안인득 안정희 안지희 안진걸 안창효 양경희 양성희 양영민 엄준용 염흥섭 오규상 오동석 오민애 오성근 오연금 오영은 오원기 오은혜

오지은 오창익 오현정 오현철 우혜정/안영민 원건희 원선아 원신애 원준희 위경희 위은진 유남영 유미영 유보미 유승룡 유은영 유태영 유한목 유현민

유호근 윤미향 윤석민 윤성훈 윤태용 이강훈 이경은 이고은 이광철 이기범 이길준 이나미 이남영(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대광 이대회 이동화

이명준 이민구 이범 이상호 이상희 이석동 이선영 이설영 이소아 이수연 이연정 이연지 이영기 이영민 이영용 이영화 이요한 이용우 이윤주 이은

이은경 이은재 이은진 이은희 이재화 이정환 이종숙 이종호 이종화 이주연 이주영 이준형 이준호 이지영 이탁건 이태순 이하징 이학준 이한본 이현섭

이현숙 이현아 임경희 임선영 임수길 임수열 임영환 임원혁 임재성 임정아 임정훈 임종진

ㅇ

장김미나 장덕규 장두일 장아연 장연희 장영석 장예준 장유식 장인혜 장종혁 장한결 장해영 장혜자 전명훈 전미선 전민규 전병은 전은경 전진선

전태영 전현진 정관영 정덕례 정동희 정미선 정미영 정병욱 정소연 정수연 정연순 정영희 정유림 정은미 정정일 정지원 정채현 정철호 정혜인 조관익

조기연 조나연 조수진 조아라(80) 조아라(87) 조아라(93) 조안나 조영관 조영선 조용환 조은혜 조지훈 조진섭 조혜양 조혜영 조혜인 조환기 조효제

좌세준 주경진 주정훈 주혜명 진선미

ㅈ

차명심 차은호 차재원 차지현 채문주 천윤석 최경수 최연주 최영순 최용근 최재훈 최정미 최정은 최지용 최진혁 최충기 최현숙 최현숙 최희선 추진환

ㅊ

회원 현황

2016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172명
245명

372명
436명

2017년
1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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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힝야 여성심리지원단과 함께 가정방문을 가면

동네 여성들이 다들 몰려와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룹에 넣어달라고 해요.

다들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 거에요.

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프로젝트

필드 모니터 야스민 (하킴파라 캠프) 인터뷰 중

아디는

분쟁피해자와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분쟁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디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회원가입 해주세요, 후원 해주세요!

후원 : 신한 100-031-396381 아디

회원가입 :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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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는

아시아 분쟁피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아디는 아시아 곳곳의 분쟁 및 재난, 인권침해 지역에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현장활동가와 피해자와 함께 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길, 창건빌딩 410호
전화(Fax 겸용) : 02-568-7723
이메일 : asiandignity2016@gmail.com
홈페이지 : www.adians.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asiandignity2016 
후원계좌 : 신한 100-031-396381 아디

코이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로 선정

2018 코이카 이사장 표창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