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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문 개요

1. 방문목적
q 뉴질랜드의 사법제도 및 법무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기관
시찰을 통해 한국의 사법개혁 및 법무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
모색
q 뉴질랜드 의회 인사 및 사법부 고위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방 문 국
q 뉴질랜드

3. 방문기간
q

2019. 8. 7.(수) ~ 8. 13.(화), [5박 7일]

4. 방 문 단
q 단

장 :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q 단 원 : 송기헌 간사(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위원(자유한국당)
q 수 행 : 전성민 사무관(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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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단 인적사항
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기본사항
선 거 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자유한국당)
선
수 : 3선(제18,19,20대)
생년월일 : 1948년 06월 23일(음)
□ 학력사항
1968.
1977.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 경력사항
前 1978
1980~1993
1998~2003
2001~2002
2005~2009
2008~2012
2008~2012
2010~2010
2010~2011
2010~2012
2012~2016
2012~2013
2012~2014
2016~2018

제20회 사법고시 합격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제18대 국회의원(경남 남해군·하동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現 2016~
2018.07~

제20대 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4

나

국회의원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을
소속위원회
당선횟수

송기헌 간사
(1963)

약

력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초선(제20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前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검사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前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간사
·現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現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現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정당/선거구 자유한국당 / 서울 강남병
소속위원회
당선횟수

이은재 위원
(1952)

약

력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제18대,20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행정학 박사
·前 건국대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前 제9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
·現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現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現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現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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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일정
주요일 정

방문지

오클랜드

퀸스타운

웰링턴

6 ◂ 주요일정

일 시

8.8.
(목)

8.9.
(금)

8.12.
(월)

일

정 (안)

09:00

오클랜드 지방법원 방문 및 면담

12:00

재뉴질랜드 한인 법조인 오찬 간담회

18:00

동포 만찬 간담회

14:30

퀸스타운 지방법원 방문 및 면담

13:00

뉴질랜드 국회 방문

14:00

국회 사법위원회 오코너 의원 면담

15:15

범죄피해자지원단체(Victim Support) 방문
및 캐런 맥리 회장 면담

7. 소요 예산

구분

금액
(천원)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계

항공임

17,817

행사비

812

숙박비

4,809

선물비

464

일비,식비

3,317

통역·임차료

4,356

부대경비 등

28

소계

5,660

소계

25,943

31,603

* 최종 정산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요일 ▸ 7

8. 방문 결과 및 주요 성과(정책적
성과(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뉴질랜드 법무부 공식 초청 방문을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뉴질랜드 법무부 초청장>

※ 개인사정으로 대표단 일부 변경(오신환의원→이은재의원, 설그린 사무관→전성민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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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질랜드 법무부 공식 초청
o 뉴질랜드 법무부에서는 뉴질랜드의 사법제도 및 법무 관련 정책을 살
펴보려는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하며 공식 초청장을
보냄. 뉴질랜드 법무부의 일정 주선에 따라 오클랜드 및 퀸스타운에
서 지방법원을 방문하고 실제 재판도 방청함.
o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 집합장, 형사재판정, 범죄피해자
상담소 등을 직접 살펴보며 지방법원의 업무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들
었고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 참관하여 뉴질랜드의 재판과정을 직접
확인함. 우리나라와 크게 달랐던 점은 검사 자리에 경찰이 검사를 대
신하여 자리하고 있었던 부분임. 뉴질랜드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
찰이 직접 기소를 할 수 있음.
o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는 규모가 작은 소도시의 지방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의하며 오클랜드와 달리 판사가 비상주하는 지방법원의
특색에 대해 살펴봄. 또한 뉴질랜드의 독특한 제도중 하나인 JP에 대
해 문의함.

※ 참고) 뉴질랜드의 JP(Justice of Peace) 제도란?
: JP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뉴질랜드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민간인 판사’, ‘민
간인 공증인’ 정도로 볼 수 있음. 한국어로 번역하면 ‘치안 판사’라는 표현이 보
편적임. 뉴질랜드에서 JP가 하는 일은 주로 보증, 공증을 해주는 일인데 서류의
사본을 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원본과 대조해서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
인하고 공증하는 일을 함. 또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선서하는 것을 증인으로서
확인하고 공증하는 역할을 함.

주요일 ▸ 9

<뉴질랜드 법무부 주선 지방법원 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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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법제도 및 법무관련 정책 조사

q 뉴질랜드의 사법제도 조사
o 뉴질랜드 지방법원 방문 및 사법위원회 소속 오코너 의원, 현지 법조
인 등과 면담을 통해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
- 구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경
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되, 검
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최근
검찰·경찰의 수사권한을 다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
나 뉴질랜드는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
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뉴질랜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크게 제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함.
o 정책적 시사점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권·기소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독립된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알맞
은 제도가 무엇인지 치밀한 논의가 요구됨.

주요일 ▸ 11

q 법무관련 정책 조사 - 범죄피해자지원
o 뉴질랜드 범죄피해자지원센터(Victim Support) 방문 및 센터 단체장과
의 면담을 통해 뉴질랜드 범죄피해자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봄.
-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지원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피
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트라우마 치료에 중점을 둔 비금전적인 지
원을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력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o 뉴질랜드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인
데, 뉴질랜드와 한국의 큰 차이점은 한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같
은 비금전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었음. 향후 범죄피해자지원과 관
련된 법안 논의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려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2 ◂ 주요일정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역할>

주요일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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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활동

■ 오클랜드

1. 오클랜드 지방법원 방문

q 일 시 : 2019년 8월 8일(목) 09:00 ~ 10:30
q 장 소 : 오클랜드 지방법원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대표단 전원

상 대 측
법원 대외협력담당

q 통 역 : 한↔영, 김선미 전문관
q 선 물 : 아리랑 오르골

주요일 ▸ 19

q 면담록
<배심원 집합실>

[법원 대외협력담당]
∘ 오클랜드 지방법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환영의 의미로 전통 마오리족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곳은 배심원 집합실입니다. 보
통 월요일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보시다시피 배심원이 이곳에 미리
모이게 됩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배심원은 미리 사전에 정해지는 건지요?

20 ◂ 주요일정

[법원 대외협력담당]
∘ 배심원은 일반 시민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됩니다. 추첨된 시민
중 이곳에서 다시 추첨하여 최종적인 배심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배
심원 재판제도는 법정형 2년 이상의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제도를 원하는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피해자
상담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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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외협력담당]
∘ 오클랜드 지방 법원의 주안점은 피해자 지원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
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상담소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여
러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지방 법원의 상담
사는 총 6명이고요. 여기에선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재판의 증인
들도 재판 전 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층에 올
라가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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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접수처 및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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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외협력담당]
∘ 2층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접수처와 재판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
인 사건과 종료된 사건들의 서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과 재판정은 사진촬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곳에 형사
재판정은 총 15개가 있는데 직접 재판을 방청하면서 이곳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사진 촬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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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지방법원 방문 일정 진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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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지방법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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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클랜드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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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클랜드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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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클랜드 안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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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무 분야 소개 및 사법제도
뉴질랜드 법무 분야 소개

1

 뉴질랜드 법무분야 기관 구성

①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② 경찰

(New Zealand Police) :

법원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법원
행정처 역할, 정부에 대한 정책 조언
제1의 법 집행기관, 수사기관

③ 교정부

(Department of Corrections) :

교도소 운영 및 재활 서비스 제
공

④ 왕실 법률 사무소

(Crown Law Office) :

⑤ 중대비리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

정부에 법률 자문을 제공
심각한 사기와 부정부패를 조
사함

⑥ 아동복지부

(Ministy For Children)



기소권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도 가지며, 중대비리조사청도 기소
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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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의 사법제도

○ 뉴질랜드 법원 조직

대법원
Supreme Court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고등법원
High Court

환경법원
Environment Court

지방법원
District Court

고용법원
Employment Court

마오리 항소법원
Maori Appellate
Court

소년법원 가정법원
Youth
Family
Court
Court

손해배상 항소국
Accident
Compensation
Appeal Authority

마오리 토지법원
Maori Land Court

고용관계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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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뉴질랜드 한인 법조인 오찬 간담회

q 일 시 : 2019년 8월 8일(목) 12:00 ~ 13:30
q 장 소 : Harbourside Ocean Grill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이학준 변호사

대표단 전원

이동은 변호사
김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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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내용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뉴질랜드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을 만나게 되
어 반갑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응원
해주기를 바람.
∘ 뉴질랜드에서 법조인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

[이학준 변호사]
∘ 먼 뉴질랜드에 방문하신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뵙게 되어 영
광으로 생각함.
∘ 뉴질랜드에서 법조인의 위상은 한국과는 조금 다름. 전문적인 영역이
기는 하나, 한국에서만큼 법조인이 되는 길이 어렵지도 않고, 또 사
람들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직종인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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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연령

1

이학준

43세

2

이동온

30대 후반

McVeagh Flemming
변호사

3

김용석

30대 후반

MK Law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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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비고

Hesketh Henry
고문변호사

3. 동포 만찬 간담회

q 일 시 : 2019년 8월 8일(목) 18:00 ~ 20:00
q 장 소 : 자미 식당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변경숙 오클랜드 한인회장

대표단 전원

이관옥 오클랜드 한인회 총무 이사
강신학 오클랜드 무역관장
안기종 민주평통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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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내용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먼 타국에서 동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생활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참석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변경숙 한인회장]
∘ 뉴질랜드에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단이 방문해주시고 초청해주셔서 영
광임. 저희가 해외에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소식은 늘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
드림. 대한민국을 위하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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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연령

직업

1

변경숙

68세

프리랜서 통역

2

이관옥

40대

변호사

3

강신학

40대 중반

4

안기종

54세

비고
오클랜드 한인회장
오클랜드 한인회
총무 이사

오클랜드무역관장

무역회사 대표

민주평통회장

2. 강신학 무역관장
◦1994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2007 VANDERBILT 경영학과 석사
◦1995
코트라 입사
◦2000-2003 테헤란무역관 근무
◦2013-2016 소피아무역관장
◦2019-현재 오클랜드무역관장

3. 안기종 민주평통 뉴질랜드협의회장(52세)
◦1966년생 가톨릭대학교
◦2001년-현재 무역회사 Goodinfo Holdings 대표
◦2012-2015 (사) 뉴질랜드 상공인연합회장 역임
◦2015-2018 (사) 뉴질랜드 대한체육회장 역임
◦2015-2017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부회장, 수석
부회장 역임
◦2017-현재 제18기 민주평통 뉴질랜드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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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참고자료

o 뉴질랜드 동포 : 총
-

명(2017년 재외동포 현황)

33,403

오클랜드(24,384), 캔터베리(3,690), 웰링턴(1,070) 등
※ 2013년 뉴질랜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 출생 이민자수
는 2만5천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
명으로 집계
- 아시아계 이민자수는 중국(17만), 인도(14만), 필리핀(4
만)으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서 한국 출신은 0.7%로 네
번째로 많음.

개 지역 단위 한인회,

o 교민단체 :

12

오클랜드 관할

(

오클랜드

o 지상사 :

KOTRA,

개 한글학교

17

개), 평통위원(약

10

명,

50

명)등

35

대한항공, 국민은행, 현대/기아

자동차, 삼성,

LG,

현대로템 등

여 지상

20

사와 수산업체 진출 (대부분 오클랜드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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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스타운

4. 퀸스타운 지방법원 방문

q 일 시 : 2019년 8월 9일(금) 14:30 ~ 16:00
q 장 소 : 퀸스타운 지방법원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대표단 전원

상 대 측
법원 대외협력담당

q 통 역 : 한↔영, 이지은
q 선 물 : 아리랑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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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록
[법원 대외협력담당]
∘ 퀸스타운 지방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판이 없는 날
이기 때문에 재판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가
정법원 재판정입니다.

<가정법원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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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간사]
∘ 여기 법원은 지방법원이고 항소법원이 따로 있는지요?

[법원 대외협력담당]
∘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대로 지방법원이고, 판사가 상주하지 않
고 2주에 한번씩 방문합니다.

[송기헌 간사]
∘ 이곳에서 배심원 재판도 하는지요?

[법원 대외협력담당]
∘ 퀸스타운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배심원 재판
을 합니다. 배심원은 모든 국민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정되며, 선정이
되면 집으로 우편이 갑니다. 그리고 한번 선정이 되면 2년 간 재선정
이 불가능합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일반적 사건은 여기 판사가 하고 항소심을 더 높은 법원에서 담당하
는 건가요?

[법원 대외협력담당]
∘ 퀸스타운은 인구가 적어서 범죄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처리
하는 것은 가정법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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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여기보다 더 높은 지방법원이 어디인가요?

[법원 대외협력담당]
∘ 인버카길(Invercargill)입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크라이스트처치인 줄 알았습니다.

[법원 대외협력담당]
∘ 판사가 상주하는 곳은 수도인 웰링턴,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에도 판
사가 상주합니다. 그런데 인버카길은 판사가 상주하진 않고 크라이스
트처치에서 출장을 옵니다.

[송기헌 간사]
∘ 이곳에서는 사건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대외협력담당]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음주운전입니다. 심각한 사건은 마약사
건이고요. 가정폭력이나 주취난동 사건이 일반적이고, 살인사건과 같
은 강력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강력범죄가 없다보니 사
건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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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간사]
∘ 뉴질랜드에는 재판장 외에 JP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JP도 월급을
받는지요.

※ 참고) 뉴질랜드의 JP(Justice of Peace) 제도란?
: JP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뉴질랜드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민간
인 판사’, ‘민간인 공증인’ 정도로 볼 수 있음. 한국어로 번역하면
‘치안 판사’라는 표현이 보편적임. 뉴질랜드에서 JP가 하는 일은 주
로 보증, 공증을 해주는 일인데 서류의 사본을 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원본과 대조해서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일을 함. 또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선서하는 것을 증인으로서 확인
하고 공증하는 역할을 함.

[법원 대외협력담당]
∘ 아닙니다. JP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지역에서 덕망있는 분들이 자원봉
사로 하는데, JP에는 크게 두 종류의 JP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
티 JP이며, 또 하나는 재판 JP입니다. 둘 다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
며 명예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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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타운 지방법원 방문 일정 진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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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타운 지방법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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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남섬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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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링턴

5. 뉴질랜드 국회 방문 및 시찰

q 일 시 : 2019년 8월 12일(월) 13:00 ~ 14:00
q 장 소 : 뉴질랜드 국회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대표단 전원

상 대 측
국회 대외협력 담당

q 통 역 : 한↔영, 홍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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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내용
<뉴질랜드 국회 소개 프레젠테이션>

[의회 대외협력담당]
∘ 뉴질랜드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윙(일명 비하이브), 국회의사당, 국
회도서관입니다. 이들 건물은 뉴질랜드 국가 유산의 일부이며 민주주
의의 중심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확인해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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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좌석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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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안내 팸플릿 내용-1>

56 ◂ 주요일정

<뉴질랜드 국회 안내 팸플릿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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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안내 팸플릿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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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안내 팸플릿 내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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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설명>

<뉴질랜드 과거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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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제도
o 의석수 : 120석(지역구 63석, 마오리 지역구 할당 7석, 전국구
50석)

o 임

기 : 3년

※ 의회는 총독이 소집, 해산하며 통상 2월에 개회되어 12월 초부터 휴회

o 의

장 : Trevor Mallard(2017.11.9. 선출, 노동당)

o 선거방식 : 유권자가 지지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별도 투표(2
표)하는

지역·비례

혼합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Presentation)

※ MMP 방식하에서는 정당선거에서 최소 5% 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선
거구에서 한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 국회에서 득표율에 따
른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므로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아짐

o 주요기능 : 법률제정, 정부구성, 정부통제
-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원 중에서 각료를 임명
-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동의,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예산 집
행현황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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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뉴질랜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을 뉴질
랜드에서 거주한 영주권 보유자에게는 선거권 부여
-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에게는 피선거권도 주어지나, 영주
권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o 뉴질랜드의 국회 역사
- 1854년에 최초로 개원하였으며 The House of Representativ
es(하원)와 The Legislative Council(상원)의 양원제였으나 19
50년 상원 폐지
※ 1854년 37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의원수 120명으로 증가

-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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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 사법위원회 오코너 의원 면담

q 일 시 : 2019년 8월 12일(월) 14:00 ~ 15:00
q 장 소 : 국회 소회의실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대표단 전원

상 대 측
그렉 오코너 의원

q 통 역 : 한↔영, 홍준희
q 선 물 : 아리랑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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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록
[오코너 의원]
∘ 먼저 뉴질랜드에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오코너이
고 의원이 되기 전에는 40년간 경찰로 일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구
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대해 듣고 싶으신지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우선 지금 뉴질랜드 의회가 휴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회중임
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뉴질랜드가 한국 전쟁 때 참전해주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뉴질랜드가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방문하고 싶은 나
라중 하나입니다. 그런 뉴질랜드에 와서 경륜이 높은 오코너 의원님
을 면담하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오코너 의원]
∘ 한국은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고아를 입양한 적
이 있어서 지금도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님도 평소 한국을 대
표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한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의회 참여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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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너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의원이 45퍼센트 정도입니다. 과거에 선거제도를
혼합식 비례대표제로 변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제도는 절반은 후보자에게, 절반은 당에게 투표하여 대표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뉴질랜드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면 아시
안, 마오리 여러 민족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안이 통과
되기 전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폴리네시안, 마오
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투표제를 통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
집니다. 혼합식 비례대표제는 소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고 백인인 사람이 요즘은 소수에 해당
해서 이 제도의 덕을 봅니다(일동 웃음).

[송기헌 간사]
∘ 의원님과 저의 공통점은 집권여당 소속이고 진보정당이라는데 있습니
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는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문제입니다. 뉴질랜드가 한국과 다른 것중 하나는 뉴질랜드
는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다 하지만, 한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코너 의원]
∘ 그것이 뉴질랜드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송기헌 간사]
∘ 그래서 우리는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가 그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
를 같이하고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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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너 의원]
∘ 제가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경찰조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나요?

[송기헌 간사]
∘ 네. 그렇습니다.

[오코너 의원]
∘ 뉴질랜드에서 법무부와 경찰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찰
과 법무부, 법원은 다 동등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간사]
∘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를 다 하다보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했는데 그것을 분리하면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
다. 뉴질랜드는 경찰이 다 전담하니까 그런 우려나, 통제필요성이 제
기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코너 의원]
∘ 뉴질랜드의 경우 말씀드린대로 경찰이 독립적입니다. 의회에서 경찰
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예산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 뿐입니다. 그런
데 뉴질랜드 국민은 통계를 보면 80퍼센트 이상이 경찰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제가 스웨덴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사가 기소해야 합니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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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불충분해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고, 중범죄는 왕실법률사무소,
비리조사청에서 진행합니다. 지방법원에선 경찰이 직접 재판에 참여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경찰이 직접기소해서 지방법원에
서 판결받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검사가 기소해야 합
니다.

[송기헌 간사]
∘ 경찰의 자의적인 기소우려는 없나요?

[오코너 의원]
∘ 물론 그런 우려도 있는데 통계에서처럼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경
찰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경찰과 검찰을 나눌 필요를 못 느낍니다.
변호사나 학자, 정치인의 경우 양자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재판에서 경찰이 검사역할을 할 때와 민간인이 검사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판사도 신뢰성 측면에서 경찰을 선호하는 편
입니다.

[이은재 위원]
∘ 뉴질랜드에선 검찰제도가 원래 없었는지요?

[오코너 의원]
∘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경찰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큰 국가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의 지리적 길이
는 바르셀로나에서 헬싱키까지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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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송기헌 간사]
∘ 뉴질랜드는 경찰을 신뢰하는데 우리는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수 있
는 걸 걱정합니다. 위원장님은 과거에 판사셨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
이 많으십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가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아마도 국민의 20퍼센
트도 경찰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권을 독
립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검찰을 신뢰
하느냐 물으시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고위직, 정부 장·차
관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수사처를 검찰, 경
찰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도 최근
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오코너 의원]
∘ 뉴질랜드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뉴질랜
드는 세계에서 투명하기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받은 적도
없지만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있
겠지만, 그 정도는 낮은 편이고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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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뉴질랜드와 한국의 환경이 다르
긴 하지만 양국 간 의원들의 교류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기회가 된다면 오코너의원님도 한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오코너 의원]
∘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 오히려 제가 뉴질랜드를 더 알게 된 것 같습
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검사,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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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자 인적 사항

【오코너 사법위원회 위원】

성

명

현

직

그렉 오코너
(Greg O’Connor)
사법위원회 소속의원

생년월일

1958.5.12. (61세)

출 생 지

남섬 웨스트코스트

경

력

o 2017.10-현재

사법위원회 소속

o 2017.10-현재

국회의원

o 1995-2016

경찰협회 회장

o 40여년간 경찰로 재직(경위로 은퇴)
참고 사항

o 2018.1월 법사위 대표단 방문 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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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방문 및 맥리 회장 면담

q 일 시 : 2019년 8월 12일(월) 15:15 ~ 16:30
q 장 소 :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사무실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대표단 전원

상 대 측
캐런 맥리 회장
시머스 케네디 대표매니저

q 통 역 : 한↔영, 홍준희
q 선 물 : 아리랑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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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록
[맥리 회장]
∘ 범죄피해자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단체장 다행을
맡고 있는 캐런 맥리입니다. 제 옆에는 대표매니저인 시머스 케네디
입니다.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
분이 궁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우선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행을 환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이 아름다운 뉴질랜드를 굉장히 동경하
고 한국전에 참전해주신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뉴질랜드를 방문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해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
각합니다.

[송기헌 간사]
∘ 피해자보호가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피해자들에 보
상하기 위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약한
위치라 시작된 건지 이 제도의 철학적 기초가 궁금합니다.

[맥리 회장]
∘ 범죄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기원은 경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경
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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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간사]
∘ 그런 부분은 경찰의 업무보다는 지방정부나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
는 게 아닌지요.

[맥리 회장]
∘ 경찰은 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해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 옆에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
는 뉴질랜드의 경우 세계에서 최초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시행하고
법까지 제정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
죄피해자지원단체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지, 예
컨대 예산지원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맥리 회장]
∘ 저희 단체의 대부분의 예산은 법무부로부터 받습니다. 기타 다른 부
서들로부터도 펀딩을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보건부에서 자살과
관련해서 펀딩을 하기도 합니다. 비정부기관이라 주로 펀딩을 통해
예산을 충당합니다. 이 돈을 받아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
원을 하는데, 이 기금들이 충분하진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
해 다양한 기금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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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자들은 또 어떻게 모집하나
요.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요.

[맥리 회장]
∘ 말씀하신 심리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피해자들과 함께 상담하
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저희 단체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과 유급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와 유급직원이 함께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경
우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해 깨끗한 사람을 선발하고 인턴 절차를
거쳐 필드에 나가 일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일반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종일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인
지를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가이드를 주지만 별도의 감독관을 두고 혹시 피해자와 너무 가까워
지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빼
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기헌 간사]
∘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해선 보상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
다. 뉴질랜드는 자료를 보니 금적적인 지원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보상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비금전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
이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적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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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리 회장]
∘ 저희의 역할은 두 가지 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감정적
인 지원입니다. 때때로 물질적 보상은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감정
적인 지원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이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후술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 참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피해내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겠단 생
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
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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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자 인적 사항

【맥리 범죄피해자지원단체 회장(대행)】

성

명

현

직

학

력

경

력

캐런 맥리
(Karen McLeay)
Victim Support 회장(대행)
1979 오타고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졸업
1985 빅토리아대학교 교육학 석사 수료
o 2015-현재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부장

o 2009-2014

뉴질랜드 물리치료협회장

o 2001-2005

뉴질랜드 교육자격청장 및 부청장

o 1998-1999

교정청 전략개발팀장

o 1995-1997

와이탕이조약 보상담당 사무소 지역팀장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안내 팸플릿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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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단체 안내 팸플릿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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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단체 프레젠테이션 내용-1>

주요일 ▸ 79

<범죄피해자지원단체 프레젠테이션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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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단체 프레젠테이션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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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정책 참고자료

❒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뉴질랜드는 1963년 범죄피해 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
on Act)을 제정하고, 1964년 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시행한 국가임. 그 후 1972년
10월 노동자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뿐만 아니라 교통사
고 보험과 범죄피해자보상을 모두 하나의 보상체계로 통합하여
사고보상공사에서 담당하는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이 제정되어 1974년부터 시행됨.
 범죄피해자센터(the Victims Centre)는 뉴질랜드 법무부(Ministry o
f Justice) 소속으로서 범죄피해자문제를 담당하고, 범죄피해자들
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함. 즉, 범
죄피해자정보 웹사이트, 범죄피해자정보 출간물 그리고 범죄피해
자정보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혜택,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정서적, 현실적 지원,
정보와 다른 지원서비스의 위탁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전국
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지원단체(Victim Support)에 자금을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1) 범죄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2) 무료법률정보와 조언,
3)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가는 경우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있음.

❒ 한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지원법률]

◇ 한국은

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후,

1987

법을 제정하였고,

년 범죄피해자보호

2006

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폐지하고 범죄피해

2010

자보호법에 통합하였음. 또한

년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2010

제정하여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호법과

2)

는

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

범죄피해자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음. 지원센터

2003

년 한국피해자지

2010

원협회를 설립하였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현황]

◇ 법인 단체 명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소재지 서울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호
◇ 설립목적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

)

:

:

157

:

107

,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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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전국에 설립된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업무 수행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활동
◦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 운영
◦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활동
◦ 범죄피해자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 대표자
사진

성 명

김갑식

주요경력
비고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이사장

◦
◦ 동신의료재단 이사장
◦ 서울시 병원회 회장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가톨릭대 명예 경영학 박사

◇ 연합회 주요추진사업 실적
◦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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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년도부터 개최(현재

-

2008

회 행사 개최)

11

피해자 체험수기, 홍보동영상, 작은 음악회, 유공자 포상 등 내
용으로 법무부와 공동 개최

◦ 간행물
-

동행” 발간

“

센터 활동 소식, 체험수기, 전문가 기고 등 게재 전국 센터, 청
와대, 국회, 검찰, 경찰, 지자체, 유관기관 배포

-

대외홍보와 현실을 알리는 통합채널의 역할도모(2015년부터 연
회 발간)

2

◦ 센터
-

史 발간

년

15

센터 설립

史』발간 추진
-

『

년 연륜과 실적, 발자취를 총망라한 센터

15

년

15

계속되는 환경여건의 변화 속에서 현실을 알리고 그간의 역사
를 집약한 백서 발간(20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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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 설치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33조『범죄피해
자지원법인의 등록』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법무부장관 등록을 거쳐 설립
-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후 김천․구미센터를 시작으로 현
재 전국 59개 센터 설립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사업

구 분

내

용

긴급구호

센터 직원 또는 전문자원봉사자가 상담, 병원후송 등 피해 초기
긴급구호 실시

신변보호

법정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등부대비
용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일정한 자격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실비 지원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울 경우 간병비용 지원 및 원거리 시설 이용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

긴급생계비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

취업지원비

범죄피해자가 구직하고자 할 때나 가족 등 기타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맡게 되어 구직해야 할 때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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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상담 및 정보 제공, 법정 모니터링

- 사건 직후 경찰, 검찰 조사로 범죄피해자로 정의되어 지원 센터로
지원 의뢰되면 센터 전문인력의 신속한 현장 방문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초기 피해자의 가장 시급한 상황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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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지원 재원현황(전국 센터)

◦ 최근 2~3년간 국고보조금이 상향되었으나 전체 재원대비 18%선
◦ 센터 회원 즉 개인기부금의 비율이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데 비해 기업 및 단체 등 일반후원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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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자료

1. 뉴질랜드 약황
q 일반사항
o 국
명
o 수
도
o 인
구
o 면
적
o 민족구성

o

o
o

종
언
시

o 교역(‘18) : US$31억
: 뉴질랜드(New Zealand)
- 수출 : US$17억(자동차, 석유제품 등)
: 웰링턴(Wellington)
- 수입 : US$14억(목재, 축산가공품 등)
: 약 493만명(‘18.12, 뉴통계청 추정) o 투자 현황 (’18, 누적 신고기준)
: 27만㎢ (한반도의 1.2배)
- 對뉴질랜드투자 : US $5.36억
- 對한투자 : US $1.06억
: 유럽계 74, 마오리계 15% 아시아계
12%, 남태평양계 7% (‘13년 q 주요인사 교류현황
Census 기준, 중복응답허용)
o 방 한
교 : 개신교(35%), 카톨릭(13%)
- 05.11 Clark 총리 (부산 APEC 정상회의)
어 : 영어, 마오리어
- 06.4
Cartwright 총독
차 : 우리나라 시각 +3
- 08.5
Clark 총리

q 정치현황
o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영국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o 의회구성 : 총 120석(17.9.23 총선)
- 단원제 (임기 3년)
o 주요 인사
- 총
독 : Patsy Reddy(여)
- 총
리 : Jacinda Ardern(여)
- 외교장관 : Winston Peters(남)
- 통상장관 : David Parker(남)
- 국회의장 : Trevor Mallard(남)
q 경제현황 (2018, NZ Stats)
o 총 GDP : NZ$ 2,480억
o 1인당 GDP : NZ$ 51,271
o 총 교역 : NZ$ 1,181억
- 수 출 : NZ$ 575억
- 수 입 : NZ$ 606억
o 실질경제성장률(GDP) : 2.8%
o 물가지수 : 1.9%
o 실업률 : 4.3%
q 우리나라와의 관계

o
o

-

09.10
10.7
11.2
12.3
12.8
12.10
13.1
13.7
14.7
15.3
15.10
16.6
16.8
16.11
18.2

McCully 외교장관
Key 총리
Groser 통상장관
Key 총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McCully 외교장관
Groser 통상장관
Tisch 국회 부의장
Key 총리(정전60주년행사)
McCully 외교장관
Key 총리(공식방한)
Joyce 경제개발‧과학혁신‧고등교육장관
Flavell 마오리개발장관
Joyce 경제개발‧과학혁신‧고등교육장관
Peter 내무부장관
Robertson 재정‧스포츠장관

-

방 뉴
06.8
06.12
08.5
09.1
09.3
10.8
12.8
13.1
14.2
15.5
15.9
17.9
18.1
18.7
18.12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이명박 대통령
김양 국가보훈처장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안홍준 외통위원장
강창희 국회의장
이석현 부의장
윤병세 외교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심재철 부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o

수교일자 : 1962.3.26
교민현황 : 33,403(‘17)
※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 아
시아계 이민자 중 중국(17만명), 인도(14만
명), 필리핀(4만명)에 이어 4번째
※ 주한뉴질랜드인 : 4,884명(’18.6월)
o 입출국자현황
- 한국인 뉴질랜드방문 : 89,616명(‘17.11-’18.10)
q 북한과의 관계
※ 전년대비 1.1% 증가
- 뉴질랜드인 한국방문: 34,205명(‘18.1-12) o 수교일자 : 2001.3.26
※ 전년대비 3.4% 증가
※ 주한뉴질랜드대사가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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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관장 인적사항
공 관

공 관 장

주뉴질랜드
대사관

약

력

1990. 4.

외무부 입부 (90.4. 제24회 외무고시)

2000.12.

주미국1등서기관

2003.12.

주세네갈1등서기관

2005. 3.

북핵외교기획단팀장

2006. 4.

북핵2과장

2006. 7.

대통령비서실 파견 (외교안보정책실장실)

2006.12.

장관보좌관

2007.12.

주중국참사관

2011. 1.

주노르웨이참사관

여승배 대사 2011. 8.
(1967)
2012. 8.

주아프가니스탄 PRT소장 (공사참사관)

2014. 3.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파견 (선임행정관)

2015. 3.

조정기획관

2016. 3.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부단장

1989. 2. 외교부 입부
1993. 8. 주스리랑카대사관 행정관
1996. 8. 주브루나이대사관 3등서기관
2007. 2. 주타이왕국대사관 2등서기관

주오클랜드
총영사관

2010. 2. 주이라크대사관 1등서기관
2012. 8. 여권기획팀장
홍배관 총영사
2013. 8. 주교황청대사관 참사관
(1961)
2015. 8.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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