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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2년 2월, 이주·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7개 

분야 90개 핵심추진 과제로 구성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0개 부처에 

권고한 이후, 변화하는 이주인권상황과 국내외 이주환경에 대응하고, 정부의 이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2월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이를 기준으로 주제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난민 신청은 급증하였지만, 심사인력 등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확산 된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심사 인터뷰가 한동안 중단되어 난민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난민신청자들의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안건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들과 함께 난민신청 절차와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

습니다.



2021년 38명의 난민신청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난민심사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법」상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관행 및 법적 

공백을 확인하였고,

2022년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신청 이후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접근, 주거, 난민신청자

자녀의 교육 접근권, 체류자격 연장 실태 등과 관련하여, 난민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처우 문제에 대해 35명의 난민신청자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2022. 12. 19(월) 14:00~17:00 

사회 : 박혜경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시  간 일  정 비 고

14:00 ~ 14:05 ‣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 소개

14:05~14:15
▸ 난민신청자 발언(동영상 상영)

- 인터뷰 대상자 중 3명

14:15 ~ 15:30

1부

‣ 국내 난민신청절차 모니터링 결과

(난민인정 절차에 따른 단계적 검토 및 제언)

1) 난민신청 절차와 관련한 정보접근 

     – 이유민(세이브더 칠드런)

2) 신청서 작성 단계, 불인정 사유서, 이의신청서 작성

  - 오은정,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난민신청 과정

  -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4) 난민소송절차

  - 김세진(공익법센터 어필)

5) 아동

  - 김진(사단법인 두루), 전은경(참여연대)

6) 체류 기간 연장 등

  - 권영실, 이환희(재단법인 동천)

▸ 난민신청절차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 최 은(유엔난민기구)

15:30 ~ 15:40 휴식

20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 실태)



전문가 모니터링단(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1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8 안지영 사단법인 피난처

2 문찬영 〃 9 오은정 〃

3 전수연 〃 10 이유민 세이브더칠드런

4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11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5 김  진 사단법인 두루 12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6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13 이환희 〃

7 박소이 〃 14 전은경 참여연대

시  간 일  정 비 고

15:40 ~16:50

2부

‣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주제별 검토 및 제언)

1) 생계비 

  -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문찬영(공익법센터 어필)

2) 건강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박소이(사단법인 피난처) 

3) 주거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4) 아동 처우 

  – 오은정(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사단법인 두루)

5) 취업과 노동

  –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김영아(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6) 체류  

  –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김연주(난민인권센터)

7)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이환희(재단법인 동천), 

김연주(난민인권센터)

‣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 최 은(유엔난민기구)

16:50 ~ 17:0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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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민신청절차와 관련한 정보접근 

이유민(세이브더 칠드런)

1) 질문취지

이 파트는 난민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난민신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다루

고자 설계, 구성되었다.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6

개의 주요 질문을 통해 조사했다. 우선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정부로부터 정보를 구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대안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지 알아보았다. 그 다음 난

민신청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력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어떤 댓가를 요

구하는지를 확인했다. 난민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신청서가 

이해할수 있는 방식(모국어 작성, 세부내용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신청

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중 어떤 서류들을 확보하는게 

어려운지도 점검했다. 난민신청시 초기적응 단계에서 필요한 생계유지 관련 정보를 어떻

게 접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난민신청 절차 진행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도

움이 된다고 여기는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대한민국 난민법과 시행규칙에서는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난민신청자의 처우 등에 대해 출입국사무소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

고 있다. 해당 내용이 실제 당사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관련 법령: 난민법 제 7조, 시행규칙 제 4조>

난민법�제7조�(난민인정�신청에�필요한�사항의�게시)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장은�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및�관할�출입국항에�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서류를�비치하고�이�법에�따른�접수방법�및�난민신청자의�권리�등�필요한�사항을�게시(인터넷�

등�전자적�방법을�통한�게시를�포함한다)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서류의�비치�및�게시의�구체적인�방법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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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답변 내용

(1) 난민신청절차 관련 안내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정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나요?

  첫 질문은 난민신청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대한민국 정부(출입국 

등)를 통해 전달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정보를 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는 목적을 띄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가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

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곳의 출입국 직원 등을 통해 간략한 설

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정부 외 신청절차 관련 정보를 얻은 방식은 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한 것

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답변은 인터넷, NGO, 종교단체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특

정 지역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는 것으로, 이태원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이나 친구를 찾는 

일이 많았다.

난민법�시행규칙�제4조�(난민인정�신청에�필요한�사항의�게시�방법�등)

①�청장등은�법�제7조제1항에�따라�난민인정신청에�필요한�서류를�한국어�및�영어를�포함한�2개�이

상의�언어로�작성하여�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출입국

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외국인보호소(이하�“청등”이라�한다)의�사람들이�잘�볼�수�있는�곳에�비

치하여야�한다.

②�청장등은�법�제7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청등과�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

한국어�및�영어를�포함한�2개�이상의�언어로�게시하여야�한다.�

��1.�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을�포함한다)를�작성하여�제출하는�방법

��2.�법�제8조제6항에�따라�출석요구에도�불구하고�3회�이상�연속하여�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를�종료할�수�있다는�사실

��3.�법�제40조부터�제43조까지의�규정에�따른�난민인정을�신청한�사람(이하�“난민신청자”라�한다)

에�대한�처우에�관한�사항

��4.�법�제44조에�따른�난민신청자에�대한�처우의�일부�제한에�관한�사항

��5.�그�밖에�난민인정�신청�및�접수방법�등과�관련하여�법무부장관이�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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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신청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과정으로 조력을 받았나요? 조력해 

준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나요? 조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난민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당사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금전적 대가

를 지불해서라도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지, 해당 ‘조력자들’이 혹 부당한 수준으로 돈을 요

구하는지 묻고자 했다. 더불어, 원활한 난민신청을 위해 구한 도움이 오히려 실제 절차에

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응답은 “도움 없이 혼자 작성했다” 혹은 “친구나 NGO의 도움을 받아 비용 지

출 없이 작성했다” 쪽이었다. “변호사에게 소액의 돈을 내고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도 있

었다. 그 외 유료 조력에 대해 듣거나,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조력을 받은 경우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환전소에서�난민신청서를�프린트�하느라�한�부당�10,000원씩�돈을�지불한�상태였는데요.�난민신청

서�작성을�도와줄테니�인당�20만원씩�달라고�했는데,�너무�비싸다고�여겨져서�직접�작성하겠다고�했

습니다.”�(30대,�여성,�1차�출입국�심사)

“난민신청에�대해�알아보다가�조력자�K를�만났습니다.�내가�글을�쓸수�없는�문맹임을�밝혔더니�주변

에서�그를�데려왔지요.�K는�내�한국�체류�기간,�출신�국가,�사유�등을�대신�작성해�줄�수�있지만�비용

을�내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25만원을�요구했고,�250불을�지불했습니다.�(중략)�나는�내�사유

에�대해�이야기했고�K는�그�내용을�어떻게�신청서에�풀어�쓸지�제안했어요.�(중략)�대신�작성하는�게�

적발될까�봐�구석에서�작성했고,�작성이�끝난�후�내가�제출했습니다.”�(30대,�남성,�3심�패소후�재심�

진행)

조력을 받은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관련 불이익에 대한 답변 역시 많지 않았다. 아래

에 친구(무료 조력)의 도움을 받은 한 당사자의 답변을 소개한다.

“친구가�난민신청절차에�대해�잘�아는건�아니었지만,�한국에�오래�거주했기�때문에�나를�최대한�도와

주려고�했습니다.�다만�그가�적절한�조언을�해�주지�못�한�탓에�신청서에�너무�많은�내용은�작성했고,�

난민면접을�진행할�때�신청서에�작성한�모든�내용을�기억하지는�못했어요.�이로�인해�출입국사무소

는�내�불인정�사유서에�내가�거짓말하고,�진술의�신빙성이�없다고�했습니다.”�(40대,�남성,�3심�패소

후�재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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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모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신

청서를 구할 수 있었나요? 구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신청서를 이해했나요? 신청서의 질문

이나 신청서 작성 세부사항을 이해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는 난민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을 파악하고자 했

다. 해당 서류를 작성할 때 언어적인 부분에서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할수 있었는지, 작성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 중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난민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들이 등장했다. 그 중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난민신청서가�영어로만�되어�있어서�어려웠어요.�영어로�적어야�하는�것도�어려웠습니다.”�(40대,�

남성,�재신청-인터뷰�대기중)

“구체적인�날짜와�시간을�기억하는게�어려웠습니다다.� (중략)�아프리카�문화권에서는�한국과�달리�

세부적인�날짜들을�다�챙기지�않거든요.�하지만�한국에�왔으니�한국�법을�따라야�했습니다.”�(30대,�

여성,�3심�패소후�재신청�진행�중)

“각�질문의�의미를�이해하기�어려울�때가�많았습니다.�우리�나라의�법에는�없지만�한국�법에는�있는�

듯한�개념들도�많이�보였고요.”�(30대,�남성,�1차�출입국�심사)

“신청서�작성�과정에서�정보가�전혀�없었어요.�난민법에�관한�정보도�없었습니다.”�(30대,�여성,�이의

신청�단계에서�난민인정)

“너무�많은�정보를�한꺼번에�적어야�하는게�어려웠습니다.”�(20대,�남성,�이의신청단계)

“과거의�일들을�다시�떠올려야�하는게�가장�어려웠어요.”�(40대,�여성,�난민인정)

모국어로 된 신청서를 구할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청서를 이해했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된 신청서를 

무사히 구한 사람들도 있었고, 모국어로 된 신청서 대신 영문 신청서를 구해서 작성한 사

람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 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변호사, 공항에서의 통역

인, 본국 출신 지인, NGO 등 다양했다.

신청서의 질문이나 세부 사항의 이해 차원에서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다

양한 답변들이 취합되었다. 위에서 다룬 언어 이슈 외 언급 되었던 답변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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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여권, 건강검진서, 거주증명서, 핸드폰)에 대한 안내는 출입국에서 받

을수 있었나요? 필요서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필요서류가 없거나,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난민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출입국 혹은 정부 부처로부터 잘 안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준비된 질문이었다. 더불어 각 서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

려움이 있는지, 특성 서류 확보가 더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지 함께 알아보았다.

우선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출입국에서 받을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에는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네’라고 응답했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주로 지인

이나 NGO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출입국에서 한 번에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여

러 번 왔다갔다 해야 했다’는 사례도 존재했다.

필요서류들을 어떻게 구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확보하는게 어려웠는지

에 대한 답변들은 각 서류별로 정리해서 살펴보겠다. 

① 여권

모니터링에 응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여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 중 이

례적이었던 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출신국의�여권을�소지하고�있지�않고,�제3거주국의�여권을�가지고�있어�문제가�되었습니다.�나중에�

출입국에서�‘거주국의�여권을�가지고�있으니,�출신국을�거주국이라고�기재하라’고�했고요.�현재�외국

인등록증에도�거주국�정보가�적혀있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② 건강검진서

건강검진의 경우 답변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몇몇의 응답자들은 출입국에서 지원을 받

“비슷한�질문들이�반복되는�것�같아서�혼란스러웠습니다.”�(50대,�남성,�난민인정)

“몇몇�질문들은�모국어(영어)로도�무엇을�물어보려�하는�것인지�이해가�어려웠거든요.�혹시나�질문

들에�잘못�대답했다가�본국으로�돌아가라고�할까봐�겁이�났습니다.”�(30대,�여성,�1차�출입국�심사)

“세부사항을�기억하는�것이�어려웠어요.”�(40대,�남성,�3심�패소후�재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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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출입국에서 병원을 알려주었다,’ 혹은 ‘출입국 주도로 다른 난민들과 함께 출입

국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다’)에 대해 답변한 반면, 다른 응답자들은 건강검진서 확

보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토로했다. 그들이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인당 5~7만원 정도로, 난민신청 후 6개월간은 국내에서 직업을 구할수 없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꽤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았던 

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다.

“건강검진을�위해�출입국에서�제공해�준�병원�목록을�참고했는데,�두�곳에서�헛걸음을�했습니다.�한

국에�온지�얼마�되지�않아�외국인등록증이�없었기�때문이었지요.�세번째로�방문한�곳에서는�외국인

등록증을�요구하지�않았는데요.�무사히�검진을�마친�후�병원을�나오려는데�돈(7만원)을�내라고�했습

니다.�난민신청을�마친�후�‘돈이�없으면�출입국에서�비용을�지원해줄수�있다’는�내용을�알게�되었고,�

진작�알았더라면�좋았겠다고�생각했습니다.”�(30대,�여성,�1차�출입국�심사)

③ 거주증명서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고정된 거주지를 정하지 못 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준비함

에 따라, 거주증명서는 공통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서류로 여겨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주증명서를 어렵게 구했는데, 그 방법으로 언급된 것은 난민지원 

NGO 주소 사용, 집을 구한 후 계약서 제출, 임시거처(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주소 사용, 

지인의 도움, 돈을 지불하고 거주계약서 구매 등이 있었다.

“거주증명서를�발급받기에는�임대차�계역을�맺을�돈이�없었고,�한국인과�계약을�맺는�것도�어려웠어

요.�결국�지인을�통해�모두�지원�받았습니다.”�(30대,�남성,�1차�출입국�심사)

“한국에�오자마자�집을�구하지�못한�상태로�난민신청을�했기�때문에�거주증명서를�제출하는�것이�가

장�어려웠는데,�지인의�도움을�받아�무사히�제출했습니다.”�(40대,�남성,�재신청�후�1심�진행)

“거주증명서는�피난처�숙소에서�제공�받았습니다.”�(40대,�남성,�재신청)

“조력자가�소개해�준�한국인�에이전트에게�20만원을�지불했더니�거주계약서를�주더라고요.�실제로�

거주하지는�않았습니다.”�(30대,�남성,�3심�패소후�재심�진행)

④ 핸드폰 

핸드폰은 심카드를 구매해 직접 개통했다는 답이 대다수였다.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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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핸드폰이 따로 없어 친구의 번호를 사용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핸드폰 개통과 관

련하여 눈에 띄었던 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한�달�짜리�단기비자로�입국했기�때문에�핸드폰�만드는�일이�어려웠습니다.�가맹점에서�(제대로�된�

개통은)�장기�비자가�있어야�한다고�했어요.�비자�기간이�끝날�때�심카드�사용기간도�같이�끝날텐데,�

그�기간�안에�출입국에서�전화가�오지�않을까봐�걱정이�되었습니다.”�(20대,�여성,�1차�난민불인정처

분�후�이의신청단계)

(5) 난민신청서를 접수할 때 생계유지와 관련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나요? (생계비 신청, 숙소 

제공, 취직허가 등)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전달받았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는 난민신청 접수 후 처우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특히 생계유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지, 어떤 정보들이 자주 공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관련 정보는 

어떻게 구했는지도 같이 확인했다. 

모니터링에 참가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계유지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이나마 들은 바

가 있었다. 다만 출입국이나 정부 부처에서 직접 안내한 내용을 알고 있기보다는 주로 

NGO, 변호사, 친구/지인, 종교단체 등에서 정보를 구했다.

생계유지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대체로 유사한 편이었는데, 대표적

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취업이 불가하다는 점과 생계비 지원이 자주 언급되었다. 출입

국 벽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되긴 했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전

달이 충분히 친절하거나 자세하지는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친구가�(난민신청�후)�6개월간은�일을�할�수�없을것이라고�말해�주었습니다.”�(40대,�여성,�난민재

신청�보류�중)�

“6개월간�취업을�할�수�없다고�들었어요.�6개월동안�난민지원센터에서�지낼수�있다는�안내는�받았

고,�그�곳에서�살았습니다.�생계비�지원�신청�이야기는�듣지�못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단

계에서�난민인정)

“출입국사무소에�생계비�신청에�대해�벽에�안내된�정보가�있긴�했지만�구체적인�절차는�설명되어�있

지�않았고,�직원에게�물어보면�생계비�신청을�거절하고�집에�돌아가라고�할까봐�무서워서�물어보지�

못했어요.�당시�나는�임산부였고,�생계비가�매우�필요한�상황이었는데도�말이죠.”�(30대,�여성,�1차�

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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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민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하거나, 도움이 

되었나요?

위 질문을 통해서는 난민 당사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때 필요했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참가자들의 주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

았다.  

∙ 난민신청서�포함�난민신정절차와�직결된�내용�

���“난민신청서를�구할수�있는�장소와�방법을�안내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30대,�남성,�난민재신청�

진행�중)

���“난민신청을�하려면�어디로�가야�하고,�나의�정치적�문제를�어떻게�난민신청서에�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면�좋겠습니다.”�(30대,�여성,�1차�출입국�심사�중)

���“가장�중요한�것은�난민신청절차�안내,�그리고�난민신청자의�권리와�의무에�대해�이야기해�주는�것

이라고�생각합니다.”�(30대,�남성,�1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 필요서류�확보�(특히�건강검진서)

��“건강검진서를�포함해�필요서류를�구하는�방법에�대한�정보가�가장�중요해요.”�(30대,�남성,�이의신

청�단계에서�난민인정)

��“건강검진관련�안내가�더�필요합니다.�대부분의�난민들이�법무부�지정병원에서�건강검진을�받아야�

한다는�것을�몰라�시간과�비용을�낭비하게�되는�것�같아요.”�(40대,�남성,�재신청)

∙ 난민신청절차:�큰�그림,�처우�관련

“난민신청�과정을�거칠�때의�단계별�정보를�자세히�말해주면�좋겠습니다.”�(30대,�여성,�1심�진행�중)

“난민신청할�때�경제적으로�매우�어려웠어요.�묵을�수�있는�숙소가�필요했습니다.�(후략)”�(20대,�여

성,�1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난민법을�보면�좋을것�같습니다.”�(30대�,�여성,�이의신청�단계에서�난민인정)

“난민신청�후�출입국�벽에�있는�안내문을�보고�나서야�생계비를�신청했습니다.�3개월�분을�받을수�있

었다.�우리는�아는�사람도,�정보도�전혀�없는데�출입국�사람들은�(다�알고�있으면서도)�직접�말해주지�

않는것만�같더군요.�난민신청을�한�날에�곧장�생계비를�신청했더라면�6개월간�모든�지원을�다�받을

수�있었을텐데,�이�점을�아무도�말해주지�않았기�때문에�3개월치만�받을수�있었습니다.”�(30대,�여

성,�1차�출입국�심사)

“출입국에서�처음부터�안내를�해�준�것은�아니었어요.�센터에�거주하고�싶어�문의했는데�대상자가�아

니라는�답이�돌아왔습니다.�그래서�출입국�난민과에�찾아가�‘살�곳도,�먹을�것도�없다’고�했더니�그제

서야�생계비�신청�서류를�줬습니다.�신청�후�한�달�뒤에�생계비를�받을수�있었지요.”�(30대,�남성,�1

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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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들은 모두 현재의 난민신청절차가 중요 정보 획득부터 실제 절차를 거치는 

과정, 삶을 영위하는 부분까지 모든 영역에서 진입장벽이 꽤 높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3) 개선사항 및 제언

(1) 정부가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정확한 안내과정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난민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된 것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적 혹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로서

는 친구나 지인, NGO가 하고 있는 역할을 출입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난

민신청자들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난민신청서를 제출, 접수하고 신청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을 것이다.

(2) 난민신청서의 내용을 신청자가 이해할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

다. 3가지 언어(영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

만, 그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언어장벽도 최소화 할수 있는 장치

를 마련, 안내할수 있어야 한다. 서류 이해의 어려움에서부터 과한 부담을 주지 않

도록 난민신청서 작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3) 출입국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건강검진비,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 기존보다 더 적

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출입국 벽 외에도 유인물 등의 자료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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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작성 단계, 불인정사유서, 이의신청서 

오은정,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1) 질문취지 

단기체류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

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난민법 제 5조 제1항) 출입국사무소 방문을 시작한다. 출입국

사무소 내 여러 부서 중 사법처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들이 주로 방문

하는 부서는 난민정책과와 체류관리과 두 곳이다. 난민 지위 심사를 신청하고, 면접 심사

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등 난민인정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난민정책과를 방문한다1). 

반면, 난민인정신청 후 즉시 교부 받은 접수증(법 제 5조 제 5항)을 토대로 난민신청자

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법무부 단계의 난민심사 뿐 아니라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

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체류관리과에 방문한다. (난민

법 제 5조 제 6항) 

본 장에서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난민심사과정인 난민 면접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

행하는 동안 관할 출입국사무소 난민정책과에서 각 단계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고 결과를 수령할 때 상세한 안내를 받았는지, 정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

는지 질문한다. (법무부 난민 심사의 핵심인 난민면접은 ‘다. 출입국에서의 난민심사과정’ 

에서 후술한다) 또한 난민정책과에서 난민인정심사를 시작한 뒤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

을 변경하기 위해 체류관리과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확인한다. 

2) 주요 답변 내용

(1) 난민신청서 접수시의 어려움 및 신청 반려 여부

1) 이의신청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난민심의과 이지만, 난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통지 받을 때 

마주하는 이들은 난민정책과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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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5조 (난민인정 신청) 제1항은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한 출입국 사무소를 특정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신청 접수는 일명 거점 사무소 라고 불리는 7개의 출입국 

사무소(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참

가한 대다수의 난민은 COVID-19 팬데믹 이전 난민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당시에는 관

할 거점 출입국사무소 업무 시작 전 부터 난민정책과 문 앞에 줄을 선 뒤 번호표를 발부 

받은 인원들만이 난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팬데믹 이후 연간 난

민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해소되었다. 

조사에 참가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고, 9명의 응답자만이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데 어려움을 경

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모두 난민신청서를 접수하는데는 성공했지만, 2주가 넘게 우여곡

절을 겪은 뒤에야 접수가 완료된 경우도 있었다.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

웠다는 대답이 2건 있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던 경우는 7건이었다. 신

청서가 반려되었던 이유는 난민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여권, 건강검진서, 거주증명서, 핸

드폰번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신청서를 작성

했거나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말했다. 또한 담

당 출입국 직원이 난민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거나 구체적

인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로 수 차례 재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처음부터�체계적인�가이드가�없었기�때문에�하나�하나�배워가야�했고�며칠�이면�될�일을��2주에�걸

쳐�마무리했습니다.�출입국�사무소로부터�수차례�신청서가�완성되지�않았다고�들었고�결국�3번�째�

시도에�신청서를�제출할�수�있었습니다.”�(40대,�남성,�인도적체류)

“처음에�불어로�신청서를�작성했는데요.�영어로�다시�작성하라고�하면서�신청이�반려됐습니다.”�(30

대,�남성,�난민인정)

“처음에�신청서를�대문자로�적었는데요.�신청서를�제출할�때�소문자로�다시�적으라고�해서�반려된�적

이�있습니다.”�(20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처음에�오후�5시에�출입국�사무소�방문했더니�다음날�다시�오라고�했습니다.�다음날�대기번호를�받

고�나서도�오래�기다려야�했습니다.�당시에는�필요한�많은�서류가�부족했고,�준비가�안된�상태였어

요.�이후�2주�후에�다시�난민신청을�했습니다.�증거자료가�부족해서�준비가�안됐던�거라고�생각합니

다.”�(30대,�남성,�인도적체류�이후�1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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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면접 결과 확인 방법 

난민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과 제 2항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증명서

를 교부하고,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를 교부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하지만 난민인정심사의 결과를 교부하는 방식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난민 면접 이후 신청자들이 난민인정심사가 결정됐음을 안내 받은 방식은 다양했다. 난

민면접 종료시 결과통지일을 서면으로 안내 받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문자와 전화, 우편을 

통해 난민면접의 결과가 나왔음을 통보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의 경우 안내 받은 일시에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했다. 방문 수령 외에는 거주지로 결과지가 송달 

된 경우가 4건, 보호소 공무원을 통해 결과가 전달 된 경우가 1건 있었다. 

하지만 7명의 응답자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해 체류 연장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럽게 난민심사 결과를 통지 받았다. 또한 

난민신청서에 기재했던 휴대폰 번호가 만료되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아마�문자나�전화로�연락했을�것�같지만,�당시�번호가�만료되어�전화를�받지�못했어요.�결국�외국인

등록증�연장을�위해�출입국�사무소�방문하였을�때��에야�난민신청이�불인정됐음을�알았습니다.”�(40

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3) 난민불인정 결정 사유 이해 여부 및 이해 방법 

난민 면접 결과 난민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불인정결

정통지서를 교부 받는다. 난민법 제 18조 제 2항은 불인정 결정통지서에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을 것을 

명시한다. 일선에서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에 한 

페이지 가량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과반수 이상은 불인정사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로만 작

성된 불인정사유를 이해한 방법으로는  난민지원단체, 변호사, 친구 등 한국어가 가능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Google Translate, 파파고 등 번역 어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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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의 사진번역기능을 사용했다는 답변이 뒤를 따랐다. 번역업체를 이용했다는 답변은 

소수였다. 

하지만 불인정통지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불인정사유서는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를 포

함하여 여전히 불인정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수도 상당했다. 

“이태원에�번역사무소에�가져가�영문으로�번역했습니다.�영문에서�암하릭어�번역은�스마트폰�번역�

어플리케이션을�사용했습니다.”�(30대,�남성,�재신청)

“처음에는�한글로�작성되어�있어서�이해할�수�없었고�피난처의�도움을�받기�시작한�이후�에서야�그들

이�번역을�해줘서�알게�되었습니다.”�(40대,�남성,�재신청�1심�진행�중)

“매우�어려웠습니다.�파파고를�이용해서�사진�찍어서�번역을�해서�가까스로�이해했습니다.�불인정�사

유서가�한국어로만�씌어�있어서�매우�당황했습니다.�번역된�게�깨진�게�많아서�제대로�이해했는지�몰

랐습니다.”�(20대,�여성,�이의신청�심사�중)

“출입국이�왜�불인정했는지�사유를�알지�못합니다.�불인정통지서에�어떠한�법조항에�근거하여...�라

고�적혀있었지만,�각�조항이�어떤�의미를�갖는지�알지�못합니다.�불인정사유서는�못받았습니다.”�(40

대,�남성,�재신청)

(4) 난민불인정 결정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불인정 사유서의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면접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본국 정황과 신청자의 사유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본국 귀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

부가 불인정 결정에 근거로 사용한 국가정황정보자료는 개략적이고 거시적인 내용만을 

다루기에 난민신청자 각 개인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루지 못한 다는 점이다. 또 난민

신청자들은 본국 귀환 시 박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에 반해 법무부는 본국의 상황이 귀국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의견차이가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이어 더해 난민신청자를 박해로부터 본국 사법기관이 보호할 가능성과 안전

한 자국내 타 지역 이주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난민신청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면접 시 진술한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거나, 

세부사항이 달라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불인정 사유서의 내용에도 불만을 표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면접을 보기까지는 박해 경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

며, 박해로 인해 발생한 PTSD로 인해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 없거나, 

사건을 기억할 때 중점을 두는 사항이 문화적으로 차이 날 수 있음에도 신청자에 인적사

항 및 박해 사유와 관련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정확한 기억과 진술을 요구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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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이에 실패할 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한다는 사유가 빈번

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위조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 한국 체류 중 경제활동, 여권 

재발급 등의 사유도 불인정 결정한 이유로 꼽혔다. 

불인정 사유서에 응답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나 면접 시 진술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여 자신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법무부가 

난민신청자 전반에 유사한 불인정 사유를 부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답변도 존재했다. 

“동의할�수�없습니다.�여전히�국가에서�갈등이�지속되어�귀국할�수�없는�상황임에도,�출입국이�본국

의�상황이�안정적이기에�귀국할�수�있다고�한�부분에�동의할�수�없어요.�한국이�에티오피아의�상황을�

알면서도�인정하지�않는�것처럼�여겨집니다.”�(30대,�남성,�재신청)

“당연히�동의할�수�없습니다.�제�인생,�제가�고국에서�마주한�위험,�고국을�떠나고�나서까지�겪은�위

험을�무시하면서�심사하는�것처럼�느껴져요.�불인정�결정을�내리고�사유를�발급한�사람은�제�고국�상

황에�대해�아는�게�하나도�없는�것�같습니다.�2년�반을�기다려�면접을�진행했는데�심사관은�제�고국

에�대해�아는�게�없는�것�같았습니다.�제�케이스를�우스운�이야기처럼�대했고�그것을�제�고국�출신의�

통역인과�이야기했어요.�면접관의�질문�중에는�“지금�당신이�말하는�게�믿기엔�너무�우스운�이야기라

는�것을�모르겠어요?”�라는�질문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통역인이�이런�질문을�통역했을�때�내�기분

을�상상해�보십시오.”�(30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쿠데타가�일어난�건�2016년인데�2년이�지난�2018년이�되어서야�출신국을�떠난�것이�불인정�사유

였습니다.�충분히�제�상황들을�고려하지�않고,�제�출신국에�대해서�조사를�하지�않은�것�같습니다.”�

(20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아니오.�본인이�떠나올�시점에�데모도�많이하고,�정의를�되찾기�위해�많은�활동도�하고,�이름도�알려

졌기�때문에�한국에�왔습니다.�본국의�대통령이�바뀌어서�정권�또한�바뀌었지만�제가�본국에�있을�때

와�동일한�문제가�반복되고�있습니다.�지도자가�바뀌었음에도�문제가�해결되지�않았는데,�난민사유

가�없어졌다고�보는�것이�잘못되었습니다.”�(20대,�여성,�이의신청�심사�중)

“동의할�수�없습니다.�저는�제�나라에�돌아갈�수�없는�사유를�설명하는�서류들을�제출했음에도�불구

하고�전혀�고려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또한�제가�살던�집이�폭파되어�동생이�사망하고,�어머니가�

부상당하는�등의�사정들도�모두�설명했는데�이런�사유들이�고려되지�않은�것�같습니다.”

(40대,�남성,�인도적�체류자,�1심�진행�중)

“동의할�수�없습니다.�본국에서�저희�집단�사람들이�겪은�일들은�세상�모두가�아는�일이고,�다�밝혀진�

사실임에도�한국�정부가�그러한�자명한�역사적�사실을�찾아보거나�조사하지�않고�오직�나에게만�박

해를�증명하라고�하고,�그것이�증명되지�않았다고�난민이�아니라고�하는�것이�이해가�가지�않습니

다.”�(40대,�남성,�재신청�후�1심�진행중�)

“모든�것이�혼란스러웠습니다.�서술�방식을�보니�본국과�인접국의�관계에�대한�이해가�전혀�없다는�

걸�알�수�있었습니다.�이슬람교의�다양한�갈래와�맥락도�이해하지�못하는�것�같았습니다.�난민면접�

당시�겨우�3개월밖에�되지�않은�아기의�인터뷰도�진행해야�했습니다.�제가�아기�대신�답변했습니다.�

(아기가�한국에서�태어났음에도)�면접관은�아기는�왜�한국에�왔냐고�물었습니다.�아기와�내가�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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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접수단계에서의 어려움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된 법안은 법무부령 제1013호에 따

라 2021년 7월 29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이의신청서 서식(난

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 14호)이 일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개정전 이의

신청서는 국·영문이 병기된 한 페이지 분량의 서식으로 이의신청 사유를 적는 칸이 적었

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법무부 제작의 별도의 안내 책자 또한 부재했다. 실태조사

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점은 해당 개정 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개

정 전 이의신청서 및 절차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이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 겪은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6명의 응

답자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27명)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뭘�하는지도�물어봤었는데�그게�난민사유와�무슨�관련이�있는지도�이해하기�어렵습니다.”�(30대,�

남성,�이의신청�심사�중)

“남편의�진술�내용과�제�진술이�같지�않다고�적혀�있었습니다.�솔직히�아주�구체적인�내용들까지�다�

기억을�하는�건�어려운�일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서�내용이�일치하지�않는다고�하며�제�말을�

믿지�않으려고�하는�것�같았습니다.�같은�사건이더라도�제�관점과�다른�사람의�관점은�다를�수�있다

고�생각합니다.�충격적인�상황이었다면�더더욱�그럴�것입니다.�그런데�저와�제�남편이�본�내용이�다

르다는�이유로�우리를�믿지�않는�것�같았습니다.”�(30대,�여성,�이의신청�심사�중)

“불인정사유서에�써있는�사실들이�저희가�면접에�얘기했던�내용들을�토대로�한�것�같지�않고,�달라서�

의문이�들었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동의할�수�없습니다.�신청서에�적지�않은�내용이�있다는�것을�불인정�사유에�포함합니다.�(아들이�한

국에서�거주한다는�사실을�신청서에�적으면�아들이�위험해질까봐�신청서에�적지�않았고,�난민면접시

에�아들이�한국에�있다는�공유한�경우�–�작성자)”�(40대,�남성,�재신청)

“위조된�서류라고�하는�것을�받아�들일�수�없었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동의할�수�없었습니다.�제가�위험하지�않다고�하는�것에�대해서�동의할�수�없었습니다.�여권을�다시�

발급�받았다는�것이�위험하지�않은�증거라는�것에�대해서�동의할�수�없었습니다.”�(50대,�남성,�난민

인정)

“직장을�구한�것이�경제적�목적으로�난민신청한�것이라고�불인정�사유가�있었습니다.�그러나�돈이�없

었고�생존하기�위해서�알바를�해야�했기�때문에�취업했습니다.”�(20대,�여성,�이의신청�심사�중)

“동의할�수�없습니다.�출입국에서는�항상�모든�이집트인들에게�난민불인정�사유가�동일하고,�그리고�

나서�다른�이유�한�두개�덧붙이는�수준입니다.”�(30대,�남성,�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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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선택이 가능한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꼽은 어려움들은 다음 순서대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 ‘모국어로�작성된�이의신청�양식이�없어�이해가�어려움’(11회�응답)

� ‘지면의�한계로�진술을�충분히�하지�못함’�(10회)

� ‘증거자료�제출�방법을�알지�못함’�(9회)

� ‘이의신청서�작성방법을�안내�받지�못함’(7회)

� ‘기타’(6회)

� ‘이의신청제도의�존재를�알지�못함’(4회)

이의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언어적인 부분이다. 난민인정

신청서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

어로 여러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반해 이의신청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한 가지 양식

만 있기에 응답자들이 양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사유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 자신의 모국어로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하

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기존 이의신청서는 한 페이지 내에 인적사항 란, 서명 란, 관련 법안 명시 등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

다. 이로 인해 별지를 사용하여 난민사유를 기재하지만, 다수의 난민이 별지 추가 사항을 

알지 못해 개략적인 사유만을 몇 줄 작성한 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불충분한 사유 

설명은 이의신청이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기능하기 보다는 기계적인 기각

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 했지만 반려된 경우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미디어 파일은 CD에 담아 제출하도록 했고, CD에 파일을 담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기 위

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응답자가 제출하려는 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

아 이의신청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의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의 부재로 이의신청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4건이나 되었다.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이 관련 

법안과 함께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출입

국사무소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사

용, 소문자 사용 등으로 인해 접수 반려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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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이�작기�때문에�어려움은�있었지만,�별지�첨부해서�지면은�충분했다고�생각합니다.�제가�스스로�

길게�불인정�사유에�대해�이의신청�이유에�대해�작성했습니다.�이의신청서�서식�외에�별지�첨부할�수�

있다는�것을�누가�알려준�것은�아니지만,�제가�스스로�별지를�첨부했습니다.�사진이나�영상을�증거자

료로�준비해서�갔지만�프론트�직원들이�받지�않으려고�했습니다.�이유도�말해주지�않았습니다.�소문

으로는�증거자료를�많이�내면�난민신청이�인정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라고�들었습니다.�많은�

논쟁�끝에서야�제가�제출하는�서류들을�접수�받았습니다.”�(40대,�남성,�난민인정)

“이의신청서�작성을�위해서�남편에게�계속�도움을�받아야�했습니다.�언어장벽이�분명히�있었다고�느

낍니다.�서류에�다�적을�공간이�없어�종이를�더�받아와서�쓰고�싶은�말을�최대한�적어서�제출했습니

다.”�(30대,�여성,�이의신청�심사�중�)

“지면의�한계로�충분히�진술하지�못했습니다.�그저�불인정결정통지서를�수령하고�출입국의�안내에�

따라�그�자리에서�즉석으로�해당�칸을�채워서�제출하였습니다.”�(40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당시에는�막달�임산부였고,�난민인정신청에�대한�결과를�받았을�때�30일�이내에�이의신청해야�한다

는�것을�몰랐습니다.�4일�후�아이를�출산했고,�30일�이전에�이의신청을�해야한다는�정보를�결과통지

에서�미처�보지�못하였습니다.�나중에�알았을�때는�이미�기간을�놓쳐서�바로�소송을�진행할�수밖에�

없었습니다.”�(20대,�여성,�재신청)

“이의신청�작성�과정을�변호사가�도와주었고�모든�것을�출력해서�서류를�준비했습니다.�그러나�이의

신청서를�제출했을�때�직원은�영어나�제�모국어�(아랍어)로�말하는�것을�거부하였고,�통역인을�데려

오려고�하지�않고,�서류�제출을�안�받아�주려고�했습니다.�이유를�이해하기�위해�구글�번역기를�쓰다

가�결국은�그�상황을�해결하기�위해�변호사에게�전화를�걸어야�했습니다.�거절�의�이유인즉슨�제�이

의신청서가�너무�길어서였습니다.�받은�서류를�다�스캔해야�하는데�제�서류�양이�너무�많다는�것이었

습니다.�변호사는�우리가�직접�스캔된�디지털�파일을�이메일�할�테니까�서류를�받아달라고�했고,�그

제서야�서류가�접수되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증거자료�제출이�어려웠습니다.�영상을�메모리카드가�아닌�CD에�구워서�제출해야�하는데,�혼자서�

할�수�없어서�이태원에서�10만원을�지불해서�CD에�저장했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6) 이의신청결과통보 방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는 주로 문자, 전화, 우편 등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이의신청

심사 종료 사실과 결과수령일을 안내 받은 뒤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

다. 그 외에 변호인을 통해 결과를 대리 수령하거나, 거주지에 우편 송달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출입국에 몇 번이고 결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문의를 하였음에도 기다

리라는 답변만 받았고, 신청접수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체류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에 

방문하였을 때 이의신청기각 사실을 확인한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각

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기한과 별개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소송을 제소하여 난민인정심사

를 재개하여야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체류기간 만료 전에 소송을 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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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면, 난민신청절차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결되거나 미등록체류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충분한 안내와 고려없이 급하게 진행된 소송은 체류 연

장을 위한 형식적인 소송으로 간주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보를�못�받았습니다.�출입국에서는�연락을�했다고�하는데�본인은�연락처를�바꾼�적도�없고,�연락

도�못�받았습니다.�아이의�비자연장하러�갔을�때�(이의신청�후�3개월�지난�시점으로�추정됨)�이의신

청결과가�나왔다는�것을�알았습니다.�이의신청�결과가�기각되었기�때문에�갔을�때�엄마의�신청절차

가�끝났고,�아이�비자�연장이�안된다고�하는�문제가�있었습니다.�변호사�사무실에�찾아가�상황설명하

고�이의신청에서�난민인정이�안돼서�아이�비자가�끝나가는데�도움을�달라고�요청했습니다.�소송비용

으로�50만원�마련해서�변호사에게�전달했고,�급하게�소송을�접수할�수�있었습니다.�아이는�10만원�

과태료를�내고�겨우�비자가�연장되었습니다.�본인은�1달�남아있어서�체류에�문제가�없었습니다.”�

(20대,�여성,�재신청)

“3개월마다�체류자격�연장을�위해�출입국�사무소에�갔을�때,�이의신청이�기각되었다고�들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각으로�인해�체류연장이�되지�않고�난민과로�가라고�안내받아서�난민과를�방문했습니다.�

난민과에서는�이의신청�결과통지서�건네주면서�집에�가라고�했습니다.�

체류자격도�연장해주지�않았습니다.�결국�제가�법원에�소제기하고�나서�접수증명원�가지고�다시�방

문하니,�그제서야�체류자격을�연장해주었습니다.�법원에�소제기�할�수�있다는�사실도�출입국�직원이�

말해준�것은�아니고,�제가�이의신청기각�통지서를�확인해서�파악한�것입니다.”�

(40대,�남성,�난민인정)

(7)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없었다. 이의신청 기

각사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또한 재차 질문하였을 때 이의신청기각 통지서

의 내용을 이의신청  기각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이의신청 기각사유

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제공받지 못했다. 다만 난

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 종료 후  판결문과 난민불인정사유서를 비교하여 이의신청 기각

사유를 추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충분하게 본인의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납득하거나 동의하거나 불복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다음 체류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로서만 이의신청 과 통보 절

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이의신청의 경우 난민불인정시와 달리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통지

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법무부 내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난민심의과가 신설된 이후 일부 이의신청건에 한해 이의신청사유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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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할 경우 소송절차 진행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잘못 제공했거나 신청자의 주장

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신청자의 난민사유가 어떤 맥락에서 인정받거나 인정받기 어려

운지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명확하게 본국 언어로 제공하지 않

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난민신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난민신청절차의 합당한 진

행을 저해한다. 

(8) 이의신청기각후 후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실태조사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까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제공한 이의신청기각 이후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는 이의신청기각 통지서 하단에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전부였다. 해당 질문에 응답한 난민신청자들의 절반 가량은 이의신

청기각통지서만 수령하고 행정소송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출입국 공무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절반은 이의신청기각 통지서에 적

힌 문장을 보고 스스로 행정소송이 가능함을 파악한 경우였다. 이외의 응답자들은 난민지

원단체와 변호사, 이미 소송절차를 경험한 주변 외국인들로부터 안내 받아 소송을 진행했

다고 답했다. 

이의신청기각 이후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의 부재는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난민 사유를 

충분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타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신청자 임

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체류자격 또한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9) 난민인정신청 후 체류자격에 대한 출입국의 안내 여부 

난민신청 이후 접수증을 가지고 별도로 체류관리과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

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냐는 질문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안내를 받

지 못했다. 이들이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에 대해 안내 받은 경로는 난민지원단체, 변호

사, 친구 등의 조력자를 통해서 였다. 

난민신청이후 체류자격을 변경해야하는 사실을 모를 경우, 입국 시 가지고 있던 비자나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류자격이 유효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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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뒤늦게 

체류자격을 변경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

이 부과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범과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외국인 등

록증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출국유예자격으로 체

류하게 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는 미등록상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생계비 지원 신청,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취업허가) 등 난민

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체류기간의 만료 

전 외국인등록 신청을 안내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다. 

(신청인은�난민신청�이전�유학비자로�장기간�체류했기에,�난민신청하는�시점에�외국인등록증을�압

류당했음).�“난민신청이후�출입국사무실에�방문하여�체류허가를�연장해야하는�것을�안내�받지�못했

습니다.�이후�출입국사무실에�방문했을�때는�출국유예허가기간이�만료되어�14일�미등록�체류기간에�

대한��벌금으로�본인과�아내�몫으로�각각�벌금을�납부했습니다.”�(40대,�남성,�재신청)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체류중 주소지 변경시 14일 내 보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같은 유의사항에 관련해선 응답자의 약 40%가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안내 받

았다고 답했다.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난민지원단체, 지인과 같은 조력자를 통해 유의사항을 파악했

다고 답했다. 이외에는 응답자들 스스로 출입국사무소 벽에 있는 안내문을 보고 확인하거

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사항을 파악하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동봉된 안내문을 보고 

체류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입국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체류 연장을 

하지 않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 받은 신청

자 또한 있었다. 

“출입국�측의�안내가�없어�몰랐기�때문에�벌금을�두�번�냈고,�출입국에�있는�내용들을�직접�일일이�읽

어보았습니다.�외국인등록증을�살펴봤더니�체류만료기간이�적혀�있었습니다.�어디로�가서�어떻게�체

류날짜를�연장해야�하는지는�내가�직접�알아보아야�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심사�중)�

“주소지�이전을�보고하지�않아�어려움을�겪은�적�있습니다.�직장에서�일할�때�거주시�변경�신고를�안

했습니다.�일�시작한�지�한달�후에�출입국사무소�직원들이�버스를�타고�직장에�와서�에티오피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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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등록 비용 마련방법 

모든 신청자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와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답

했다. 대부분 본국에서 한국 입국시 가져온 돈으로 충당하거나 난민신청 당시 가지고 있

던 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주변 친구와 조력자들의 도움을 구했

다는 답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3) 개선사항 및 제언 

난민인정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 받고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민지원단체, 변호사, 친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절

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체류관련해 마땅히 전달되어야 하는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난민신청자 및 아동의 체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다음 절

차들이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본 파트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의 권

리 확보와 보다 개선된 제도를 위한 제안을 항목에 따라 제안하고자 한다. 

(1)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난민인정신청서에 작성에 있어 난민신청자를 위한 법무부의 지원은 비교적 원만히 진

행되고 있다. 이전의 14페이지로 구성된 난민인정신청서의 질문이 다소 모호하여 작성의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는 난민신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난민

신청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난민신청서는 분량이 22페이지로 늘어났고, 박해사항

과 관련된 질문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구성되어있기에 신청서에 기재된 질문 내용만 

잘 이해하더라도 난민정책과에서 원하는 내용을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 및 영어본 뿐 아니라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 아랍어 등 난민신청자

4명을�수갑채웠고,�버스에�태워서�감금하고,�회사로부터�벌금을�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벌금으로�

한�사람당�40만원을�지불했습니다.�에티오피아�인들에게도�다시는�그러지�않겠다는�서명을�받고,�같

은�일이�반복될�시�추방된다는�서약서에�서명하도록�했습니다.�하지만�그�당시�출입국�사무소로부터�

주소지�이전�관련한�안내받은�적이�없습니다.”�(40대,�남성,�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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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용 비중이 높은 언어들로 다양한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난민인정신청과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의 경우 2015년 4월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이 국문, 영문, 불문 세가지 번역본으로 발간된 바 있고, 난민신

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2월 <난민신청자 가이드북> 이 발간된 바 있다. 다만, 새

로이 개정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은 국문, 영문본 만 존재하며 난민정책과 사무소에서만 

배포하기에 난민신청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이드북 또한 난민신청서 번역본이 구비된 언어들로 번역될 필요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되어야한다. (난민정책과는 2022년 

5월 2일에서야 국문 홈페이지에만 간행물 항목에 개정된 가이드북을 업로드 하였다. 이

는 이의신청 가이드북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문/영문 버전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국/영문 버전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난민심사 결정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난민 불인정 사유서의 경우는 교부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에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 불인정 사유서는 난민신청자들이 이의신청, 소송 등 난민불인

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데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누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인정사유서 교부 누락을 방지하는 보완책이 존

재해야한다. 

물론 불인정 사유서는 재차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력자가 없는 난민들의 경우 불인정 사유서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불인정 사유서가 확실히 교부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난민인정

서의 경우처럼 불인정 사유서 또한 발급 시 발급대장에 발급 내역을 기재하고, 상급자가 

정기적으로 발급 대장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불인정 사유서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먼저는 난

민정책과가 교부하는 불인정 사유서가 국문으로만 작성된다는 점이다. 절대 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유를 이해할 만큼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

인정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번역사무소 혹은 번역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불인정 사유서는 전체 내용이 한 문장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인정 사유서에 언급된 여러 쟁점

들이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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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도 번역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번역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번역이 온전히 이루

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난민 불인정 사유서는 난민신청자들이 면접을 진행한 모국어로 번

역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영문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만약 이 또한 여건상 여의치 

않다면, 사유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현행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불인정 사유서의 내용도 개략적이고 개별 난민 사유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유사한 

불인정 사유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

료, 두려움을 겪는 본국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난민신청자는 심사가 제대

로 진행된 것인지 신뢰하기가 어렵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승복하기 보다는 불복절차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불인정 사유서 개선안의 예시로는 최근부터 난민심의과에서 교부하기 시작한 이의신청

기각사유서가 있다. 이의신청기각사유서의 경우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박해 사항에 대해 

시기와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국가정황정보자

료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작성방식 또한 완성된 문장과 문단으로 구

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높다. 물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사유는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필수적으로 교부되고, 이의신청기각 사유는 선별적인 경우에만 제공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 시행하

고 있고, 국가정황보고서들은 난민면접심사와 사실조사시 모두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불인정 사유서에 언급하는 것은 별도의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과 관련된 법무부의 지원은 2020년 이후 크게 개편되었다. 먼저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부서인 난민심의과가 신설되었다. 전문가 집단인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 심사

역할을 맡는 것은 동일하지만, 난민심의과 소속 난민조사관들이 신청인들의 사유와 증거

자료들을 취합 및 요약하여 난민위원회에 전달하고 있고, 난민신청자들의 본국정황정보 

조사를 전담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난민심사에 전문성을 더할 자료들을 제작하고 있다.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던 기존 1 페이지 분량의 이의신청서도 법무부령 제1013호

에 따라 2021년 7월 29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의신청서 서식(난민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 14호)이 사용되고 있다. 개정 서식은 8페이지 분량으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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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유로 난민불인정 사유서에 기재된 특정내용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

으며 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하는 란과 필요시 난민위원회 대상 대면심의 요청란을 포함하

고 있다.

2022년 2월 난민심의과는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

어)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발간하여 이의신청서 견본까지 포함한 이의신청서 작

성법과 이의신청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안내책자는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다.) 또한 이의신청기각의 경우

에도 일부 사건에 한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의견서, 본국정황정보조사를 토대로 이

의신청기각사유서를 교부하여 난민신청자로 하여금 이의신청기각 사유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노력을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이의신청서 양식의 한

계점과 이의신청서 제도에 대한 안내 및 기각사유가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이의신청단계 이후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이의신청기각통지서와 ‘난민 이의신청 안내’에서는 이의신청 기각 시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지만(시행령 제 11

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인 제소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난민신청자 절대 다수가 

법무부 단계 난민심사에서 기각되고, 한국어로만 진행되어야하는 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난민 이의신청 안내’와 유사한 형태의 행정소송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면 난민신청자들이 소송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소송안내 가이

드북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에 난민지원단체들이 제작한 안내책자들

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이다. 또한 이의신청사유서 교부도 아직 소수의 난민신청

자들에게만 배분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부대상이 확

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난민신청후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난민인정심사 신청이 난민이 한국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의미한다면, 등록

체류를 유지하며 체류중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난민들이 지켜야할 의무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이 의무를 지키려 해도 체류시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출입국 

내부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무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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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여 외국인등록증이 말소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이를 

만회할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체류사항과 관련된 안내는 거듭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난민신청 이후 접수증을 가지고 체류관리과에 방문해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

는 것과 체류기간 만료전 연장 의무, 연락처 및 거주지 변경시 보고 의무, 여권 갱신시 보

고 의무 등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지되고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난민의 출신 배경

에 따라 문맹인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해당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임박

한 박해를 피해 한국에 긴급하게 입국하여 난민이 낯선 제도의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

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난민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난민신

청자들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서면형

태 외에도 담당공무원의 대면안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연장할 경우 법무부의 체류지침에 따

라 타 비자소지 외국인들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체류관리과는 난민신청자

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급여�수급자

������� 취업을�하기�어려운�질병이나�장애가�있는�사람�및�그�배우자�

������� 임산부,�9세�이하�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및�그�배우자

������� 18세�미만�또는�65세�이상인�사람

������� 난민법�제40조에�따른�생계비를�지급받고�있는�사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입주자�

해당 면제 지침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난민신청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이

다. 해당 지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다른 체류자격의 이주민들과 달리 난민은 이주를 위

한 준비 기간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체류관련 수수료 

비용에 대한 면제대상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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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입국에서의 난민신청과정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1) 질문취지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난민심사과정

난민신청자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하는 등의 난민심사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난민면접절차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와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하며(법 제8조 2항), 면접조사과정은 출입국 담당자 직권으로 면

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3항)2).

또한 난민면접조사에 신청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

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난민신청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나 변호

사, 통역인 혹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과정에 안정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

는 자라면 지인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으나 (즉 동석희망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단 난민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면접의 공정성에 지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이뤄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신청을 받은 

난민심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3)는 점에서 심사관의 

2)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통역되어 난민면접조서에 기록된 사실이 2018년

에 난민인권단체들을 통해 드러났고, 특정 통역인이 통역인으로 참여하였던 난민면접조서에 공통적으로 

면접내용이 조작되어 있음이 발견되면서, 법무부는 이에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

환으로 2015.9.4.-2018.7.1. 사이에 아랍어로 면접을 진행한 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 한

해 난민심사 재신청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로 난민면접조사의 녹음·녹화는 최소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에서는 모든 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2086,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참조)

3) 본 필자는 실제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였다가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동석 불허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납득가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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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남용될 여지는 있다.

다음으로 난민면접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법 제14조), 난민면접을 마친 후에는 난민면접

조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통역인으로 하여금 읽어주게 하여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 기록에 대해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이후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

고(법 제16조 제2항), 해당 요청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도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

나, 다만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의 조서의 열람 복사요청이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

다(동법 제16조 재1,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본 목차에서는 상기한 내용과 같이 출입국에서 1차로 진행되는 난민심사과정을 단계별

로 검토하면서,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난민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면접일정을 조정하는 문제, 난민

면접시 신뢰관계인 동석, 통역인과 조사관의 태도나 질문내용,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박해

사유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출입국으로부터의 번역요청 및 비용의 문제, 난민면

접을 마친 후에 난민면접조서나 난민면접 녹화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였는

지 여부 등 출입국에서 진행되는 1차 난민면접과정에 중점을 두고 각 절차나 내용상의 어

려움은 없었는지에 관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순으로 

질문을 배치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로 출입국에서 동석불허결정을 한다면, 불허결정서를 공문서로서 발부할 것을 요청한 뒤 행정소송으로

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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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답변 내용 

(1) 출입국 난민면접일정 통지 및 일정 변경 관련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일정을 잡고 신청자에게 면접일정을 통보하는 방

식으로 이뤄지는데, 면접일정 고지방법 및 출입국에서 고지한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일정 변경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출입국으로부터 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의 난민면접일정을 

고지받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에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한 

참가자는 출입국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해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방문하여 물어봤

고, 그제서야 면접일자를 알 수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출입국이 정한 면접일에 참석하기 어려워 면접일을 조정한 시도가 있는지와 관련

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면접일을 바꾼 적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그 중에는 ‘면접일을 바

꿀 수 있는지 몰랐다’, 혹은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출입국에서 통보하는 대로 따라

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밝힌 참가자도 있었다. 

‘면접일을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는 응답 중에는 ‘너무 멀어서(지리상 이유)’ 또

는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변경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건은 외국인보호소에

서 진행하는 것이라 날짜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원하는 날짜로 면접일을 조

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난민면접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으로 출석

하지 않는 경우 난민심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 중 

6명의 신청자가 알고 있었는데, 답변 중에는 ‘실제로 인터뷰를 몇 번 빠져서 난민신청이 

취소되었던 친구가 알려줬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대부분은 출입국에서 따로 안내받은 바가 없어서 위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2) 면접 시작전, 면접조사 내용 녹음 및 녹화 등에 대한 고지

난민법상 면접조사 내용의 녹음 및 녹화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

으나,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본인에게 면접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물론 2018년 면접조서 조작사건 이후로는 난



1부 _ 국내 난민신청절차 모니터링 결과

31

민신청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조사관의 직권으로 면접과정의 녹음 녹화가 이뤄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인터뷰 참가자들이 실제로 면접 전에 녹음 녹화 고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관련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뷰 참가자들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면접 내용 녹화에 대한 고지를 받았

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면접내용 녹화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참가자들 중에는 ‘고지를 받

았다. 그러나 이 영상이 출신국 정부에 공유될까봐 두려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

하여는 난민법에서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난민신청자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관리하는 출입국공무원들은 특히나 해당 부분을 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담당 조사관은 면접 영상에 대한 녹음 녹화에 관한 사

전고지 뿐 아니라, 난민법상 난민면접에 참여하는 조사관과 통역인 등은 난민면접에서 알

게된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 공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난민신청자에게 공지하고, 통역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면접 조사시, 조사관의 면접진행방식이나 태도

면접조사시, 조사관의 난민면접 진행방식이나 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9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답했던 대다수의 응답

자들은 본인이 조사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난민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소수의 응

답자만이 조사관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조사관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 난민면접�과정에서의�문제상황들

“통역�부분에서�‘페르시아어나�터키어�하는�사람’을�요청했는데(아제르어가�터키어와�유사),�우즈벡�

사람을�통역으로�데려와서�소통이�잘�이루어지지�못했어요.�그리고�면접관(여성)이�친절하지�않았

고,�나를�마치�로봇�대하듯�하며�질문의�답을�“Yes/No”로만�하도록�강요하였어요.

(조사관의�태도가)�잘못되었다고�항의하고�싶었지만�당시에는�내가�할�수�있는게�없었다고�느꼈습니

다.”�(30대,�남성,�1차�출입국�심사�중)

“날짜만�자꾸�물어보며�확인하려고�했어요.�나는�전체적인�이야기를�할�수�있는데,�구체적인�디테일

만�체크하려는것�같았음.�숫자들을�하나하나�정확하게�알고�싶어하는것�같았는데,�문화적인�차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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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싶기도�했다.�내가�모든걸�다�알고�있지는�못했어요.�면접관이�“제가�질문하는�것에�답하셔야�해

요,�안�그러면�집에�못�가요”라고�했어요.”�(30대,�여성,�1차�출입국�심사)

“조사관이�제대로�인터뷰를�하고�싶어하지�않는�것�같았어요.�나를�인터뷰하는�일을�귀찮아하는�것처

럼�느껴졌습니다.�내가�의견을�표현하려고�하면�예�아니오로만�대답하라�라고�말하며�화를�내는�것�

같았어요.�그래서�제가�받았던�박해상황에�대해�충분히�표현할�수�없었습니다.�그러나�이의제기는�하

지�않았습니다.”�(40대,�남성,�난민인정)

“조사관이�저를�거짓말하는�사람처럼�보는�느낌을�받았어요.”�“조사관의�말과�얼굴표정을�보며�느낄�

수�있었어요.�그리고�조사관은�저에게�‘서류는�당신이�위조한�것이�아닌가요?’�라고�묻기도�했습니다”�

(30대,�남성,�난민인정)

“대부분의�질문이�예/아니오로�끝나는�질문이고�형식적이라는�느낌을�강하게�받았어요.�예를�들어�

내�비자에�분명�내가�전에�에티오피아에�갔다왔다고�써있는데�갑자기�면접관이�내게�태국에�왜�갔었

냐고�묻는�등�내가�낸�서류들을�제대로�이해하고�있지�못하다고�생각해서�화가�났습니다.�왜�이런�기

본적인�정보들도�파악하지�못하고�있는지�이해가�되지�않고,�그냥�정해진�절차대로�끼워맞추는�인터

뷰라고�생각되었습니다”�(40대,�남성,�이의신청기각�후�1심�준비)

“인터뷰가�끝나고�면접�조서를�보여주면�내용이�맞는지�확인할�때,�내가�말한�내용과�다른�부분들이�

있어서�이의제기를�했습니다.�바꿔준�부분도�있고,�어떤�부분은�이미�6시가�넘어서�퇴근해야�한다면

서�시간이�없다고�안바꿔줬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문제제기는�하지�못하였어요.�제가�어떻게�문제제기를�할�수�있겠어요.�한국어를�할�줄�몰라서�이집

트�통역인이�있었던�것인데,�조사관에게�문제제기를�할�수�없었어요.�그리고�문제를�일으키기�싫어서�

그냥�가만히�있었습니다.”�(30대,�남성,�1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조사관이�강압적이었어요.�카메라를�정지한�상태에서�경고했는데�진실이�아닌�것을�말하지�말라고�

했어요.�두차례�조사받았는데�각각�8시간,�7시간�조사받았습니다.�너무�길었고�8시간�조사받을�당시�

단지�10분�휴식할�수�있었어요.�(20대�여성,�재신청)�

“문제제기를�했더니,�조사관은�나에게��‘내�질문에�답만하고,�문제제기�할거면�본국으로�돌아가라’고�

화를�냈어요.”�(30대,�남성,�난민재신청)

“질문에�구체적으로�대답하려고�했지만�계속해서�예/아니오�식의�답변을�요청했습니다.�내겐�다른�

선택지가�없었어요.”�(30대,�여성,�3심�패소후�재신청�진행�중)

� 조사관의�문제점에�대해�조사관에게�이의제기를�할�수�없었던�이유

“출입국에서�면접관이�다른�난민신청자에게�소리를�지르는�것을�보고,�나를�때리거나�강제송환�시킬

까봐�면접�내내�무서웠습니다.”�(40대,�남성,�재신청�인터뷰�대기�중)

“내�난민신청에�안좋은�영향을�미칠까봐�두려워서�(이의제기�하지�못했어요).”�(40대,�여성,�난민재

신청�보류�중)

“질문하고�답변만�요구하면서,�답변을�하면�말을�자르던�부분에�대해�문제제기�하고�싶었지만,�들어

주는�입장인데�혹시나�기분나빠서�안받아�줄까봐�이야기하지�못했어요.”�(30대,�남성,�이의신청에서�

인도적체류�받음,�1심�소송�진행)

“면접관이�주도하고�있는데�면접관의�기분을�상하게�하고�싶지�않았기�때문에�이의제기�할�수�없었습니다.�

면접에서�문제를�일으키고�싶지�않았어요.�그리고�이의제기�인용돼서�면접관�변경되면�난민신청절차

가지연될지도�모른다는�생각을�했기�때문에�그냥�참았습니다.”�(30대�,�남성,�1차�출입국�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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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 진행 과정 중, 참여자의 휴대폰이나 사진 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조사관에게 설명할 기회

가 있었는지 여부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면접시에 본인의 박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나 사진 등을 조사관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기 위해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난민면접과정 중 휴대폰에 저장된 사

진 등을 보면서 본인의 박해사유를 설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사관으로부터 면접조사 중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라는 요청을 받거나, 휴대폰

을 면접조사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서 면접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응답자들은 조사관에게 본인의 박해 사유와 관련된 증거임에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

나 문서 등을 보면서 말할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다만 증거자료를 출력해간 경우에는 해

당 문서를 보며 설명할 수 있었던 사례도 2건 있었다.

“핸드폰을�사용할수�없으니�끄라고�안내받았어요.�대신�프린트해�온�자료를�보여주었습니다.”�(30대,�

남성,�1차�출입국�심사)

“핸드폰을�제출하고�인터뷰를�진행했다.�인터뷰�중에는�핸드폰을�볼�수�없었습니다.�인터뷰�중�통역

인과�소통이�원활하게�되지�않아�핸드폰을�쓰고�싶었는데,�쓸�수�없었어요.”�(30대,�여성,�1차�출입국�

심사)

“핸드폰�사용을�못하게�하였습니다.�프린트�해온�자료만�가능하다고�하였어요.”�(30대,�남성,�난민인정)

(5) 조사관의 성별 및 그로 인한 진술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응답자 중에는 조사관이 응답자 본인과 다른 성별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응답

자는 총 17명이었고, 이들 모두는 난민법에 의해 동성의 조사관으로부터 면접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을 몰랐었고, 출입국으로부터 안내받은 적도 없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2명은 

조사관이 이성이어서 본인의 박해사유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제�고문상황에�대해서는�자세하게�말을�하지�못했어요.�성고문을�받았는데,�어떤�부위에�어떤�고통

을�당했는지와�관련해서�말하기�힘들었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남자조사관이기�때문에�말하지�못한�것이�있어요.�이집트에서�2번�정도�성폭행을�당했었는데,�그�중�

한번이�경찰(security�policer)과�관련된�것이었습니다.�(성적인�문제라)�조사관이�남자여서�말할�수�

없었습니다.”�(30대,�여성,�이의신청�단계에서�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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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접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태도와 성별, 기타 문제점

난민면접에 참여한 통역인과 관련하여서는 과반수의 응답자는 통역인의 태도나 말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일부는 통역인의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았고 

신청자가 하는 말을 허위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는 답변, 본인의 말을 완전하게 전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는 도중 말을 끊었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때는�이집트인�남자�통역인이�왔고�문제가�있었습니다.�내가�말을�하면�조사관에게�말하지�

않고�자기가�대답한다던가,�이야기를�하는데�중간에�끊고�조사관에게�전달하지�않았던�문제가�있었

습니다.”�(30대,�남성,�1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통역사의�통역실력이�부족했습니다.�한국인�통역사였는데,�중요한�단어들을�잘못�통역을�해서�조사

관이�내가�거짓말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40대,�남성,�재신청-인터뷰�대기중)

“진술을�충분히�하고�싶었는데,�통역가가�말을�끊었습니다.�말이�너무�길거나�많아서�끊은�것�같았습

니다.”�(30대,�여성,�재신청)

“그녀(통역인)에게�정보를�전달했을�때,�통역�과정에서�내용을�일부�빼먹기도�했습니다.�내가�2,�3번�

확인해도�그녀(통역인)는�끝내�다�전달하지�않았습니다.�정보를�온전히�전달하지�않고�조금씩만�전

달했습니다.”�(30대,�남성,�1차�출입국�심사)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해 같은 성별의 통역인을 요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통역인과 다른 성별이거나 정치적 혹은 종교적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통역인이 신경쓰여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자들도 있

었다.

“무슬림에게�박해받은�내용을�전해야하는데,�통역인이�무슬림이기�때문에�박해내용을�숨겨야했습니

다.”�(30대,�남성,�난민재신청�진행중)

“저와�같은�국적이어서�제가�말할�수�없는�부분이�있었습니다.�저는�정치적�사유로�난민신청을�하였

기�때문입니다.�제가�반정치적�성향을�가졌다는�것을�말하기가�두려웠습니다.�주요�난민사유가�반정

부�시위�나가서�고문받고�했던�얘기들인데,�진술하는�내내�마음이�편하지는�않았습니다.”�(30대,�남

성,�난민인정)

“통역사가�자꾸�빨리�대답하라고�하였어요.�질문을�이해못해서�다시한�번�설명해달라고�하면�시간낭

비하지�말고�그냥�답이나�하라고�재촉하였습니다.”�(30대,�남성,�난민인정)

“(통역인이�저와�같은�국적의)�A국적�사람이어서�문제가�있었습니다.�처음에�출입국에�갔을�때�그�곳

에�있는�A국�국적의�통역인이�한다는�것�자체만으로�깜짝�놀랐어요.�당연히�A국�사람�앞에서�정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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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역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응답자들이 조사관에게 통역사에 대한 이

의제기를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통역인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거나 혹은 본인

의 면접 과정에 부차적인 신경을 쓰게 될까하여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의제기를�못했어요.�처음에�통역인이�통역하는�것에�대해�동의를�했는데�왜�갑자기�문제제기를�하

냐고�따질까봐�무서워서�그냥�진행했습니다.”�(40대,�남성,�재신청-인터뷰�대기중)

“문제를�일으키기�싫어서�이의제기�안하였어요”�(30대,�남성,�1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통역가에게�문제가�있을�때�바꿀�수�있다는�것을�몰랐고,�알았으면�바꿔달라고�했었을�것입니다”�

(20대,�여성,�재신청)

“이의제기를�하게되면�다시�심사가�미뤄질�것이고�다시�얼마나�기다려야�할지�몰랐기�때문입니다.�출

입국이�나를�인정할�것이라고�믿지는�않았지만�정말이지�면접�심사를�마치고�다음�단계로�넘어가고�

싶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했으나�제3국으로�떠남)

다만, 통역인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응답자의 요청을 수용한 건이 1건 있었

다. 기독교 개종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무슬림 통역인이 면접조사에 들어와서 이에 

면접조사를 거절하고, 기독교인 통역인으로 교체 요청을 하였는데 담당 조사관이 해당 요

청을 받아들여 기독교인 통역인이 가능한 날짜로 다시 면접 날짜를 조정해줬던 사례도 있

었다. 

(7) 면접조사시의 언어

난민면접에서 소통한 언어 관련하여서는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난민면

접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모국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난민신

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반드시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난민신청자가 

원활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을 진행하였다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련�이야기를�하는�것은�두려운�일이었습니다.�또한�(통역인이)�저의�개인�정보,�가족에�대한�정보를�

이집트�안보국이나�다른�국가기관에�이야기�할�수�있는데�(어떻게�저와�같은�국적의�통역인을�불렀는

지)�이해�되지�않았습니다.”�(30대,�남성,�1차�난민불인정처분�후�이의신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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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모국어로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답하였으며, 모국어가 희귀 

언어라 모국어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도 있

었다. 

또한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면접을 진행하고자 했던 응답자도 4명이 있었는데, 

4명 모두 비모국어로 통역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받아들여졌다고 응답하였다.

(8) 신뢰관계인의 동석신청 경험 및 허용 여부  

난민법상 난민면접시에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

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4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부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

하였고, 실제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였던 사람은 4명에 불과하였고, 이마저 지원단

체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던 사례들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신청하였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동석신청을 하였던 응답자들은 동석신청을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는 처음 겪는 난

민면접조사 절차가 매우 두려웠고, 출입국공무원이나 통역인의 통역실력도 믿을 수가 없

어서 함께 면접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혹은 문제를 지적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모든�것이�처음�경험�하는�것이고,�모든�과정이�처음이고,�처음�온�국가에서�하는�것이라�나는�나의�

경험이�사실이었지만�면접을�진행하는�것이�두려웠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단계에서�난민인

정)

“출입국�공무원에�대한�신뢰가�없어서�법을�알고�그들이�법을�위반하려고�하면�멈출�수�있는�사람이�

동석해�주기를�원했습니다.�또�내�케이스를�알고�있어서�통역인이�실수해서�내�말이�잘못�이해될�수�

있는지�알아챌�수�있는�사람이�같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했으나�

제3국으로�떠남)

신뢰관계인과 동석한 4인의 응답자들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함으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

고 절차적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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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신뢰하는�사람이�동석하는�것만으로도�마음의�안정을�주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단계

에서�난민인정)

“(저와�동행한�신뢰관계인은)�중간에�제출한�서류들�대신�제출해주고,�중간에�정신이�혼미했을�때�도

와줬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에서�인도적체류�받음,�1심�소송�진행�중)

“면접과정에�개입할�권한을�갖고�있지�않았으나�내�증거를�순서대로�정리해서�줘서�나를�도왔고,�내

가�완전�스트레스를�받았을�때�쉬는�시간을�요청했고,�아랍어로�되어�있어서�일부�증거를�받지�않으

려고하자�면접�후에�번역본을�보내겠다고�하며�증거를�받도록�설득도�해주었습니다.”�(30대,�남성,�

이의신청했으나�제3국으로�떠남)

(9)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출입국으로부터 번역본 제출요구 및 원본반환 여부

난민면접 중이나 종료 후에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박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

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에는 출입국으로

부터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듣게 되는데, 난민 관련 단체나 변호

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은 자력으로 번역비를 해결해야 하지만, 장당 

7~8만원씩 하는 번역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난민신청자들은 중에는 구글번역기 등을 사

용하여 어색한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자 중 일부도 1차 출입국 난민면접과정에서 본인의 박해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문서들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던 경험이 있

으며, 본인비용으로 번역업체를 통하여 번역(총 70만원의 비용이 들었던 응답자도 있었

음)하거나 지원단체가 번역을 도와주었다는 몇몇의 응답자가 있었다. 문서가 영어나 불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따로 번역을 요청하지 않고 제출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1장당�8만원.�총�70만원�들었어요”�(40대,�남성,�재신청-인터뷰�대기중)

“5-7만원�든�것�같음.�변호인�사무실에서�비용을�부담해주었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했으나�

제3국으로�떠남)

또한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조사관이 원본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는 추후에 소송과정 등에서 필요하여 다시 출입국에 가서 

원본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출입국측에서 해당 문서가 유일한 원본임에도 난민신청자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였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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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을�받고�소송을�준비해야하는데,�출입국에서�난민신청할�때�제가�제출했던�저의�증

거자료들�원본을�돌려주지�않으려�했습니다.�출입국�직원이랑�실랑이하는�과정에서,�안�주면�내가�들

어가서�가져오겠다고�하니,�경찰�부를거라고�겁을�줘서�저는�무서워서�일단은�출입국을�나왔습니다.�

그리고�그�다음�날�다시�가서�소송�때문에�꼭�필요하니까�달라고�몇�번이나�요청하니까�그제서야�돌

려받을�수�있었어요.”�(40대,�남성,�난민인정)

“제가�제출한�증거자료들을�다시�돌려달라고�요청했지만�출입국에서�안된다고�하였어요.”�(30대�,�여

성,�이의신청�단계에서�난민인정)

(10) 본인의 난민면접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난민면접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나서 본인의 난민면접에 대한 동영상이나 난민면

접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러한 권리

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하였다. 

“신청할�수�있다는�안내를�받지�못해서�신청못했는데�자료를�받고싶었으나�위축되어�못했습니다.�내

가�했던�말이�모두�진실이라는�서명을�했는데,�서명�내용에�인터뷰�열람에�대한�안내는�없었습니다”�

(20대,�여성,�재신청)

“당시에는�누구도�가능하다고�말해준�사람이�없어서�몰랐습니다.�저의�권리인지�들은�바가�없었습니

다.”�(30대,�여성,�1심�진행�중)

일부는 난민면접을 마치자마자 바로 조서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하

라고 안내하여 당일에는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난민면접�마친�후�난민면접�조서�달라고�하니깐,�그것은�별도로�신청하라고�하였어요.�이후�14일�정

도�지나서�별도로�난민면접�조서�발급�신청을�하여서�발급받았습니다.”�(30대,�남성,�이의신청�단계

에서�난민인정)

“출입국에선�난민인정�결과가�나올때까지�어떤�서류를�받을�수�없다고�했습니다.”�(30대�,�여성,�이의

신청�단계에서�난민인정)

또한 응답자 중에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공항에서의 회부

심사를 위한 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면접조서와 (녹화시) 면접동영상 파일기록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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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후 공항에서의 회부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에 가서 

정식으로 난민면접조사를 한 번 더 받게 되는데, 회부결정을 받고 입국한 난민신청자가 

공항에서 진행된 본인의 난민회부심사에 대한 면접조서와 동영상 열람 청구를 하였던 응

답자가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는 당시에 공항 출입국으로부터 면접조서 사본은 받았지만,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는 결국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공항에서�면접을�마치고,�면접조서와�비디오�사본을�요청했는데�한국에�입국하고�나서�출입국에�가

서�요청하라고�하면�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출입국에�가서�신청했는데�면접조서는�주고�비디오�사

본은�거절했어요.�비디오�사본은�공항�사무소에�가야�얻을�수�있다고�했습니다.�공항에�가서�출입국�

사무소를�찾아갔습니다.�신청절차를�밟고�영상�사본을�받기�위해�몇�시간�동안�여러�공무원에게�전화

를�돌렸어요.�마침내�한�공무원이�와서�신청서를�줬고�내가�신청서를�작성했는데,�내가�작성을�마치

고�나서�그�공무원이�전화�한�통을�받더니�영상�사본�요청을�해서는�안�되고�해도�응답을�받지�못할�

거라고�했습니다.�(중략)�그�때�난민인권센터에서�내�비디오�사본을�구하려고�시도했는데�출입국에

서�요청을�거부했어요.�우리는�이런�처분에�대해�이의를�제기했으나�이것도�받아들여지지�않았어요.�

(출입국에서)�거부�이유로�말하기를,�신청인이�영상을�가져가�면접조사를�위해�공부하고�암기할�것

을�염려하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그래서�저는�받지�못하였습니다”

(30대,�남성,�이의신청했으나�제3국으로�떠남)

또한 1차 출입국심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

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면접조서나 면접동영상에 대한 열람 (혹은 복사)를 신청해 본적

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면접조서에 대한 복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모두 그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본인의 난민면접에 대한 ‘동영상’ 열

람을 신청한 응답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열람거부를 당하였다고 답하였다.

3) 개선사항 및 제언

출입국 난민심사과정에서 살펴봤던 목차에 따라 개선사항 및 제언을 정리하였다. 

(1) 출입국 난민면접일정 통지 및 일정 변경 관련

출입국에서의 난민면접일정 통지는 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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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고 있어 난민신청자들이 대체로 문제없이 통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또한 난민신청자에게 일정을 조정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그 요청사항도 특별한 일

이 아닌 한 잘 반영이 되고 있었다.

다만, 난민법상 '난민면접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난민심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최

근 필자가 돕고 있는 난민신청자가 출입국에서 보내준 메시지를 확인한 바로는, 난민면접 

일자를 통지하면서 영문으로 “Failure to appear for interviews without contacting 

the immigration office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your application review

.4)” 라고 메시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면접조사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의 내용이 

난민심사를 종료하는 것인만큼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난민신청서 접수시부터 면접일정을 

통보시에도 해당 난민신청자의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공지되어야 할 것이다.

(2)  면접조사 내용 녹음 및 녹화 관련

2018년의 면접조서 조작사건 이후로는 대체로 조사관의 직권으로 면접 과정의 녹음 녹

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응답자들도 대체로 면접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조사내용 녹음 녹화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면접영상은 본인의 얼굴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상, 본국에서의 박해사유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녹화되기에 영상의 

유출에 대하여 염려하는 응답자가 있었다. 

또한 본 필자가 지원하였던 신청자 중에는 신뢰관계가 전무한 통역인에 대하여도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신청자도 있었다. 난민면접에 참여하는 통

역인들 중에는 면접과정 중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기 위하여 난민면접과정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난민심사관도 방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례를 경험하였던 난민

신청자들은 위 인터뷰 참가자와 같이 ‘본인의 면접내용이 녹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

우 불안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면접 영상에 대한 녹음 녹화에 관한 사전고지 뿐 

아니라, 난민법상 조사관과 통역인 등이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 형사처벌을 받

게 되니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난민신청자에

4) 인터뷰에 출입국과 미리 연락없이 불출석할 시에는 당신의 난민신청에 대한 조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2022.6.2. 본 목차의 필자가 지원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로부터 확인한 출입국으로부터의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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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지하고, 통역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난민면접 녹음·녹화는 추후 이의신청절차나 소송절차에서 통역인의 통역내용 확

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실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추후 

난민면접 영상 검토불가’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난민면접의 녹음 녹화파일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물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지만) 녹음 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경우

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3) 면접 조사시, 조사관의 면접진행방식이나 태도

난민면접 과정에서 조사관의 난민면접 진행방식과 태도의 문제는 수 년째 난민신청자

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문제상황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는 매년 적체된 난민신청건수

에 비해 심사관 수의 부족, 순환보직제,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 부족 등이 수 년째 문

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심사관 수를 대폭 늘리고, 난민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화 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 년째 ‘개선책’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난민지원 단체들에

서 수 년째 같은 목소리를 내오고 있지만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

결국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겉으로 드

러난 구조적 문제들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사

회에 찾아온 난민들에 대한 시선이나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조사관이나 출입국 공무원들의 태도의 문제는 쉬이 해결될 성

격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난민면접조사 시간에는 조사관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본인에 대한 난민지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에게 현장에서 이의제기

를 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조사관에 대한 익명 평가제도이다. 조사

관의 태도나 진행방식에 무례함이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설문을 돌려 그에 대한 평가

를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조사관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관이 전적으로 

절대적 위치에 있지 않도록 일종의 평가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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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 진행 과정 중, 참여자의 휴대폰이나 사진 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조사관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사관으로부터 면접조사 중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

라는 요청을 받거나, 휴대폰을 면접조사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

고, 본인의 박해사유와 관련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파일, 메시지 등을 조사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대폰 소지금지는 난민면접의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일견 납득가능한 

면이 있다. 다만, ‘면접조사시 휴대폰 소지금지 및 관련 증거서류나 동영상 파일 제출방

법’에 대한 사전고지는 필요해 보인다. 난민신청자들이 면접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미리 

출력하거나 준비하여 가는 것이 면접절차 운용에 있어서도 (추후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보다 효율적이고 난민사유를 파악함에 있

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5) 조사관의 성별

난민면접과정에서 성폭력이나 성고문 등 성(性) 관련한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 듣는 상

대방이 조사관이라 하더라도 이성에게는 진술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성

의 조사관이어서 충분히 박해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출입국

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 일정을 고지하면서, 같은 성별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받

을 수 있다는 난민법의 내용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6) 면접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태도와 성별, 기타 문제점

응답자들 중에는 통역인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다만 

통역인의 성별, 국적, 종교 등 사유로 인해 응답자 본인의 박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

한 경우들이 있었다. 

최소한 정치적 사유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같은 국적의 통역인을 피해야 할 것이고, 국

교가 있는 나라에서 소수종교로 탄압받았던 난민신청자에게 같은 국적 혹은 국교와 같은 

종교가 있는 통역인은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난민신청서 접수시 혹은 난민면접일 통지시에라도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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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7) 면접조사시의 언어

면접과정 중 통역언어는 면접조사의 원활한 진행 및 면접조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결

정짓는 요소이며, 난민신청자들에게도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은 본인의 난민

결정여부와 관련해 절실한 문제이기에 출입국에서도 면접시 소통언어와 관련한 난민신청

자들의 요청은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 신뢰관계인의 동석신청 경험 및 허용 여부  

난민면접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제도는 난민신청자에게 있어 난민면접조사가 주는 압

박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면접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제

도이나, 정작 출입국에서 관련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아 대부분의 응답자 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석신청제도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신청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응답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 따라서 난민면접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제도에 대하여도 난민면접신청 접수시나 난민면접일 통지시에 난민

신청자에게 함께 알려주고 필요한 신청자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9)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출입국으로부터 번역본 제출요구 및 원본반환 여부

출입국 면접을 마친 난민신청자들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본인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서 제출하고 싶은 자료를 다 제출하라, 다만 모든 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

다’는 지시를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원을 받을 만한 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번역 업체에 번역을 맡길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번역본을 제출하

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번역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난민법 제9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

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자의 난민 박해사유를 밝혀내

는 작업이 신청자만의 전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이 난민신청자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나 국가정황정보에 대한 자료 등 

일체에 대한 번역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며,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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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들이 수십장의 문서를 ‘장당’ 6-7만원을 지불하면서 번역업체에 번역의뢰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난민지원 단체 역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마땅한 통역인력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문서

를 매건 번역업체를 통해 높은 단가의 번역비를 지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난민심사과정의 절차적·실제적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난민신청자 개인

의 경제적 여력 여부, 단체나 변호사로부터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난민신청자들이 

번역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며 법무부 내부의 통·

번역 인력을 늘려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또한 난민면접시에 난민신청자가 원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에게 중요한 

입증자료(체포영장, 당원증) 임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남겨두지 않은채 원본을 그대로 제

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출입국에 가서 다시 해당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출입국에 난민심사 자료 보관을 위해 한번 제출된 자료는 반환될 수 없다는 내부 지침

이 있다면, 애초에 난민신청자로부터 원본 자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혹은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아예 원본 자료를 반환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가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원본

의 형태를 남겨두기 위해 ‘사진 파일’로도 사본과 함께 제출받는 방법을 제안한다.

(10) 본인의 난민면접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난민법상으로는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로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러나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사유’는 법문상으로도 해석이 명확

하지 않아, 결국 출입국 공무원의 재량이 전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 되어버린다.

특히 공항에서 회부심사를 받은 난민의 경우, 입국 후 관할 사무소에서 난민면접심사를 

받기 전에 공항에서 실시된 회부심사면접조서에 대해 복사요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허

하고 있다. 심사 전에 공항 면접조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암기하거나 확인하고 올 것

이라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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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도 본인의 진술자료나 본인제출자료는 어떤 절차에서든 열람 복사를 신청

할 수 있는데, 난민절차에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본인 진술조서’에 대한 접근권’이 보

장되지 않는 점은 문제이다. 따라서 최소한 난민면접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는 신청자가 

난민면접 절차 중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난민면접과정을 전체 녹음한 사본 파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할 출입국에 방문

하여 출입국이 마련한 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사본 공유는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음성 파일은 난민법상 열람 복사 신청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소지가 

있다. 

다만, 최근 난민소송 과정 중 면접조사 녹음파일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

우, 피고 출입국에게 검증목적물인 면접조사 녹음파일의 제출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는 

면접 녹음파일을 CD로 복사하여 제출한다. 즉 이와 같이 면접과정을 녹음파일 형태로 확

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현재에도 소송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통역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면접조

사 녹음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난민법의 개정6) 및 출

입국 내부 지침의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6) 현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는 1) 본인이 제출한 자료 2) 난민면접조서에 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난민면접 영상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서 출입국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난민면접 동영상은 결국 난민면접을 촬영한 영상기록물이고, 신청자 본인의 진술조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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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난민소송절차와 관련한 어려움

김세진(공익법센터 어필)

1) 주요 질문내용

소장제출 과정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소장 제출을 직접하였는지, 직접하지 않은 경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봤다.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소송비용 지불을 하지 못하여 소

송을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는지,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소송

구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재판 진행관련해서는 출석여부, 주장 및 증

거 제출의 어려움, 재판 중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후, 피고가 제출하는 

국가정황정보, 대사관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절차와 판결문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2) 답변내용 정리

(1) 소장 제출 관련

소장 작성은 영어로된 간단 소장을 보고 직접 제출한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및 제출하였다. 법원접수실의 통역인이 잘 설명해 주어서 도

움이 되었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나 난

민지원단체들이 작성하여 주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작성을 해준 적이 있었다. 

(2) 소송비용 관련

직접조달한 사람이 8명, 난민지원단체 5명, 나머지는 소송구조 3명 정도 있었다. 소송

구조는 하지 않은 이유가 대개 소송구조 제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소송구조를 

알고 있는 경우는  난민지원단체, 법원 종합접수실 통역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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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소송구조 신청서도 대개 난민지원단체와 법원 종합접수실 통역인에게 도움을 받았

다. 소송구조는 송달료, 인지대, 통역비가 인용되었다. 소송구조 인용되지 않은 경우 친

구, 난민지원단체,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여 

상고심 진행 못한 사례가 있었다. 

(3) 재판 진행 관련

재판은 대체로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당사자 신문 기일에 참석함. 주장 및 증거를 모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 증명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소송과정

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한 적도 있다. 재판도중 개인정보 노출 

관련해서는 대체로 두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같이 있는 경우 걱정이 없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실제로 본국 출신의 사람을 만나 당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

다. 특히 통역인이 같은 국적 사람이어서 매우 당황했었다고 한다. 기독교 개종자인데 통

역인이 무슬림이어서 당황하기도 하였다. 본인의 재판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는 상관

없다고 한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두렵다고 하였다. 특히 같은 나라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고 하였다. 

“두려웠어요.�다른�난민들은�동일한�시간에�변론장에�같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내�개인정보

와�판사와의�대화를�다른�사람이�들어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너무�당혹스러웠어요.�하지만�판사는�

내�프라이버시에�대해서�전혀�고려하지�않는�것�같았어요.�판사에게�내�질환(AIDS)에�대해서�말하고�

싶었어요.�한국을�벗어난다면�치료받을�수�없을�것이라고�말하고�싶었어요.�하지만,�다른�난민들이�

있었기에�말할�수�없었어요.”�(30대,�여성,�3심�패소후�재심�진행중)

(4) 피고측 증거의 문제

피고측 국가정황 정보는 피상적이다. 국가 정황 관련 서류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제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난민에게는 제대로 된 질문을 안하

고 서류에만 의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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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역인

대체로 통역은 좋았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무슬림에 의한 박해인데 무슬림 통역인을 두

어서 바꾸고 싶었으나 바꿀수 없었다고 한 답변이 있었다. 

(6) 법원 문서 관련

대개 변호사가 도와준 사례들이어서 법원 문서를 별도로 공지 받은 사람 없었다. 판결

문은 한국어로 써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변호사가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3) 개선사항 및 제언

소송비용 관련해서 소송구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신청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법

원에서 소송구조 신청 안내를 최소한 영어로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들

이 재판 과정에서 신청자와 동일 국적 사람이 같이 소송을 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개인정

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난민소송의 경우 방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법원 

통역은 문제가 없었으나, 가끔 무슬림에 의한 박해인데 무슬림 통역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교적 박해 사유 난민 소송의 경우 특별히 신청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통역인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은 난민신청자들을 상대로 질의한 것이고, 이 분들 대부분이 난민지원단체들

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소송절차 및 법원 변론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참

여를 하지 않아서,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래서 차후

에 직접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난민신청자 당사자 및 난민소송을 직접 진행한 변

호사들을 별도로 인터뷰 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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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동권리 

김진(사단법인 두루), 전은경(참여연대)

1) 질문 취지

모든 아동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난민 아동은 더 큰 

보호상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 은 

당사국 정부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

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즉, 보호 

및 권리 보장이 필요한 난민 아동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있는 아동도 있지만 보호

자를 동반하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아동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입국해 난민신청한 아동의 절차적 권리와 경험에 대해서 아

동 또는 연령 등의 이유로 직접 답변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면접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할 수 있었는지, 통역상 문제는 없었는지, 쉬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는지 

등을 질의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입국해 난민신청한 미동반 아동에게는 난민 신청 및 한국의 난

민인정절차에 대해 알게 된 경로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

은 없었는지, 조사관이 난민신청자 본인이 아동임을 인지하고 아동인권을 고려하여 절차

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면접 과정에서 느낀 점

과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에게는 아동을 동반해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질의해 면접 공간이 아동 친화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2) 주요 답변 내용 

(1) 난민신청 시 절차상의 어려움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안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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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모든 아동과 부모는 일제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안내 외에도 아동에게 별도로 난민 절차에 대해 아동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모두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

며, 이에 아동들은 난민인정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이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준비해야�하는�서류들이�많았는데�설명해주는�사람이�없어서�준비가�어려웠어요.�영어로�된�서류는�

한국어로�번역�공증을�받아야�했고,�대사관도�가야했고…�어려웠어요.”�(30대,�여성,�신청�후�1차�인

터뷰�마침)

“언어가�안�되는�것은�물론이고,�아동�권리에�대한�안내는�여태까지�전혀�받지�못했어요.”�(40대,�남

성,�재신청자)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병원의 출생증명서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을 호소한 가족은 없었다. 하지만 여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없어 난민신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본국에 보내 본국에서 가족

이 대신 여권을 신청해 보냈다는 답변이 있었다.

“병원에서�출생증명서를�받아서�(본국)에�DHL로�보낸�후�본국에�있는�할아버지가�대신�여권을�신청

했는데�총�6개월�넘게�걸렸어요.�아이들�외국인등록할�때�여권을�요구해서�지금�여권을�만들고�있고�

나중에�도착하면�출입국에�가져간다고�약속한�후에야�등록할�수�있었어요.�가족증명서를�본국에서�

받아서�한국어로�번역했는데,�본국에�할아버지가�없었으면�못�받았을�거예요.�가족증명서가�없으면�

여권도�못�만들고요.”�(30대,�남성,�인도적체류자)

하지만 본국에 가족이 없고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신청에서 큰 어려움을 겪

었고, 난민 신청 시 여권을 요구할 때 여권이 없다고 설명해도 기타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여권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여권, 신분증명과 관련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실태 파악 후 대안 마련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역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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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 과정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과 미동반 아동 모두 면접 과정에서 불안함과 공포를 느꼈다는 답

변을 하였다. 14~15세의 아동은 혼자 면접 심사에 참여하며 조사관의 태도가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답했으며, 조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답변과 통

역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려워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이가�면접할�때�14살이었는데�혼자�면접을�밨어요.�무서워서�말을�제대로�할�수�없었다고�했어

요.”�(40대,�여성,�재신청자)

부모가 동반한 경우에는 부모 중에는 5세 아동의 면접 시 조사관에게 부모의 동석을 요

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3세 아동의 경우 조사관이 아동 혼자 면접

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모가 거부하자 모가 대신해서 면접에 참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처음에는�부모�없이�아이만�혼자�인터뷰하라고�했어요.�동반�요청을�했는데�거부됐고요.�나중에�아

이가�겁을�먹고�대답을�제대로�못�하니까�그�때서야�저(아버지)의�동석을�허락했어요.�그�때도�아이에

게�스스로�답하라고�강요했어요.”�(30대,�남성,�난민인정자)

“아이에게만�질문했고,�부모는�답변을�못하게�하면서�어머니,�아버지의�박해�상황에�대한�진술을�강

요했어요.�아이는�엄마가�본국�경찰들에게�폭행당하는�상황을�목격했는데,�당시�상황에�대해�질문을�

하더라고요.�질문을�받고�아이가�당시�상황을�떠올리며�심하게�두려워했고,�인터뷰�후에도�한동안�힘

들어했어요.”�(30대,�여성,�재신청자)

“아이가�5살이었는데�부모가�동반할�수�없었어요.�아이와�함께�있기를�요청했지만�거절당했고요.�5

살�아이와�30분정도�면접을�진행했는데�말도�안�된다고�생각했어요.”�(40대,�남성,�재신청자)

“조사관이�아이가�혼자�들어와서�인터뷰할�수�있냐고�묻길래�제가�거부했어요.�아이가�당시�만�3세였

는데,�제가�같이�들어가서�대신해서�인터뷰를�진행했어요.�배우자가�체포된�후에�아이와�어디서�지냈

는지,�아이의�독자적인�난민�사유가�있는지�등�질문했던�걸로�기억하는데�대부분의�질문이�아이와�관

련된�것이라기보다�저와�관련된�질문이었어요.”�(20대,�여성,�신청�후�1차�인터뷰�마침)�

또한 부모 중 모만 참석하라고 한 사례, 부가 대신 인터뷰를 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난민심사 시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법무부 내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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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친화적 환경 관련

아동, 특히 영유아를 동반해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제시되었다. 특히 면접 장소가 아동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면

접이 오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쉴 공간이 없어 면접 장소 테이블에 눕히거나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안고 있어야 했으며 가져간 기저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다수 공

유되었다. 또한, 기저귀를 갈 공간이나 분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서의 어려움, 

아이를 따로 맡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함께 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한 명

씩 아이를 돌봐야 했다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가족도 있었다.

“면접이�생각보다�더�길게�진행됐는데,�가져갔던�기저귀가�다�떨어지고�아이가�쉴�곳이�없어서�면접

장소의�테이블이나�저희�품에서�잠을�자야�했어요.�아이가�계속�울어서�우리�부부가�둘�다�긴장해야�

했고요.�따로�맡길�곳이�없어서�엄마가�화장실을�갈�때마다�아이를�데려가야�했어요.”�(30대,�남성,�

신청�후�인터뷰�진행�전)

“남편�면접�시에는�아내가,�아내�면접�시에는�남편이�둘째�아이를�돌봤어요.�둘째�아이는�신생아여서�

엄마가�동행했는데,�면접�대기�중�아이가�계속�울어서�달래기가�너무�어려웠어요.�아이를�돌보기�적

합하지�않은�공간이었어요.”�(40대,�남성,�재신청자)

“아예�아이를�같이�있을�수�있는�공간이�없었어요.�다른�외국인(성인)들이랑�같이�그냥�의자에서�기다

려야�했어요.”�(20대,�여성,�신청�후�1차�인터뷰�마침)�

“인터뷰가�1시간�정도�진행될�거라�들었는데�결과적으로�배우자는�4시간,�저는�2시간이�걸렸어요.�

면접을�오래�하고�나니�기저귀는�다�떨어졌고,�아기가�많이�지쳤는데�출입국�의자에서�잠을�자야�했

어요.�모유수유를�할�곳이�없어서�화장실에서�수유했고요.”�(30대,�여성,�신청�후�인터뷰�진행�전)

임산부의 경우, 만삭인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입국에 갔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여성은 일찍 가서 신청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힘든 몸을 이끌고 출입국에 가 난민신청을 했는데, 신청 중에 산

통을 느껴 바로 출산하러 가야 했으며 따라서 난민신청일이 아이 생일과 동일하다는 경험

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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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및 제언

부모 등 보호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례에 따라 아동 면접시 부모가 동석을 요구했으

나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있는 반면, 조사관이 아동 면접을 단독 진행할 수 있을지 질의했

을 때 모가 거부하자 모가 대신 진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두 사례의 연령 차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아동 면접 관련 일관된 기준 및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모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진 기준인지 정확한 절차 및 지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출입국에

의 질의 또는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아동 및 부모, 출입국 공무원에 대한 심화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면접 장소 및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동 친화적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먼저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의 진행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실질

적인 개선을 위하여 난민 당사자 뿐 아니라 활동가, 변호사 및 정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예산의 마련 등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도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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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체류연장, 개선점 등) 

권영실, 이환희(재단법인 동천)

1) 주요 질문내용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

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심사

기간 6개월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난민법 제18

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마련해둔 규정

이 일반화되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6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을 난민인정 심사 결과

를 기다리면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난민신청절차 기간과 관련하여 각 절차별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난민신청서 접수 후 출입국에서 난민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서 접수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 걸렸는

지,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리고 난민인정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체류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모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답변 내용

(1) 난민신청절차에 소요된 기간

법무부의 난민인정신청 단계에서는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결과를 받았으나, 일부 

3년이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응답 총 29건 중 4건).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1년보다 짧

게 걸린 경우가 많았다.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급별로 확인은 할 수 없었

으나 대부분 1년 넘게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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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로 인한 어려움

위와 같이 각 절차가 오래 걸리다보니, 그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에 대해 기억이 희미해져서 난민면접에

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3) 체류기간 연장의 어려움

HiKorea 웹사이트를 통한 출입국 방문예약

Hi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출입국을 방문 예약하는 것은 예약이 이미 차 있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 자체가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아 다른 사람 또는 다문화센터, 예약대행업체 

등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난민신청 관련 정보를 구

하기 용이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중 난민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에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타(G-1-5)가 아닌 출국유예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HiKorea에서 예약할 수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HiKorea의�UI는�그렇게�사용이�용이한�형태가�아닌�것�같습니다.�난민신청�관련�정보를�구하기에도�

용이하지�않아요.�더불어,�서울에�출입국사무소가�하나�이상�인�것�같은데,�그�중�난민을�전문으로�하

는�부서는�어디에�있는지�파악하기도�어려웠습니다.”�(30대,�남성,�난민신청�단계)

① 체류연장 수수료 부담

체류연장 수수료의 경우 체류허가를 받게 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대체로 3개월에서 6

개월) 거의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특히 가족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

우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서는 6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데, 외국인등록증에 연장사항을 더 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 3만원이 추가되어 9만원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수수료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없고, 그저 연장만 해준다는 불만

이 제기되었다.   

“남편과�본인이�일을�못하고�있어서�아이를�키우는�것도�부담이�되는데,�6개월마다�아이디�연장하는

데�3명의�비용을�내야합니다.�아이도�냈다는�것이�말이�안된다고�생각해요.”�(30대,�여성,�난민신청�

단계)



20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56

② 각기 다른 절차의 기간에 대한 혼동

응답자의 상당수가 난민심사를 위한 절차와 출입국행정을 구별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이

나 제소기간과 체류자격 만료기간을 혼동하거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통지서와 체류기

간 연장을 동일시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③ 체류기간 연장에 실패함

소송 진행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계속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야 하는데, 

이전에 발급받은 증명원으로 제출하였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제때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거주증명서가�없어�연장에�실패했습니다.�이로�인해�하루�뒤에�방문했을�때�50만원�범칙금이�부과

됐습니다.�또�한�번은�외국인등록증�연장�수수료가�없어�미등록�체류가�되었고,�100만원의�범칙금을�

납부한�뒤에야�연장할�수�있었습니다.”�(인적정보�미기재,�Edwin)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체류기간 자동연장 관련 혼란

코로나19로 인해 체류기간을 자동연장한 정책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정보를 듣지 못하

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 난민신청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연장되는 기간이 얼

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혼동스러웠다는 답변이 많았다. 명확하지 않은 안내는 출입

국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체류기간�자동연장에�대해�아무도�말해주지�않았고,�우리는�여전히�아이를�데리고�출입국에�직접�찾

아가야�했습니다.�태어난�지�얼마되지�않은�아기를�데리고�코로나19를�조심하면서�가야�했어요.”�

(30대,�여성,�난민신청�단계)�

“코로나로�인해�체류기간이�자동�연장된�것을�몰라서�혼란이�있었어요.�하이코리아로�비자�연장하려

고�신청했는데�예약이�안된다고�하고,�아이디카드는�이미�체류기간이�종료되어�불안해서�이민국을�3

번이나�방문했습니다.�무슨�일인가�했는데�문자가�왔는데,�문자메시지가�클리어하지�않았습니다.�왜�

1달이�자동�연장되었는지,�무슨�일인지�알아보려고�이민국에�갔습니다.�우리를�추방시키기�위한�것

이�아니였는지�걱정이�많았고,�일종의�속임수�같이�느껴졌습니다.”�(20대,�여성,�난민인정자)

⑤ 기타

출입국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불만이 토로되었고, 출입국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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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안내 받은 정보에 대한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출입국 공무원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한 응답자는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답변을 남겼다.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갈 때마다 출입국관청

에서는 여권이 없는 이유와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데, 출입국에서 난민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기존에 이미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그 외 난민신청자로 체류함에 있어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답변도 있

었다. 난민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무부 지정병원 목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장�큰�문제는�건강보험이�없다는�것입니다.�돈을�내는�한이�있더라도�건강보험�적용이�되어야�한

다고�생각해요.�건강이�가장�중요한데,�혹시나�아픈�일이�생기면�돈이�얼마나�나올지�모르고�그래서�

너무�걱정이�됩니다.”�(30대,�남성,�이의신청단계)

3) 개선사항 및 제언

무엇보다 난민 심사 기간이 난민법 상 규정인 6개월 이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

득이한 경우 이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실무의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난민 인정 신청자들에게 불안과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 건수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난민심사 담

당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난민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난민심사관을 

충원하여 적정 난민 심사 기간 보장과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난민 심사 과정의 지난한 기다림이 지속되는 중에도 예상 면접 시기, 결과 통

보 시점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

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 신청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는 일정 기간 마다 진

행 상황이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면접 시기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 유지에 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지하

여 난민 심사를 기다리다가 미등록이 되거나 출국유예 연장 신청 기간을 놓쳐 체류가 불

안정해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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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안내는 신청자의 사용 언어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난민불인

정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난민

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대해서는 출입국에 통번역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다수

의 난민 신청자들이 법률대리인이나 신뢰관계자의 조력 없이 난민 심사, 이의 신청, 소송 

과정을 홀로 해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난민불인정사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

신의 면접조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어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들은 난민심사결정이 타당 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써 반드시 각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고민 없이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체류 기간의 반복적인 연장과 공지 미비, 출입국 행정의 마비는 난

민신청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심사 적체를 가중시킬 뿐이었다.

출입국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및 민원 처리에 대한 태도 문제는 언

제나 지적되는 바이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역시나 많은 답변에서 관찰되었다. 난민 

심사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만큼 현장에서 직접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담당 공무

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가 체계도 개선되어 자

신의 행정서비스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 인정 및 출

입국 행정에 대한 개인별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로 상향평준화

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 상태를 추적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문제 발견에 그치지 않는 실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

리하여 난민심사 및 인정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난민심사 제도의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주제별 검토 및 제언)

2부

⬗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 (국적)

2022.12.9. 현재까지 총 35명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예맨,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캄보디아,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총 1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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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계비 관련 

문찬영(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1)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우리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들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난민법 제40조 제1

항),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

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17

조 제1항)’,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

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난

민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난민법상 생계비 조항을 근거하여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난민신청

자는 얼마나 될까. 2021년 통계7)에 의하면 2,300여 명의 난민신청자8) 중 ‘43명’만이 

‘평균 3.7개월’ 동안 생계비를 받았다. 난민법에서 난민신청자의 처우 중 하나로 정하

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실제로 생계비를 받는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난민신청자의 

약 2% 가량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계비를 신

청하고 지원받는 절차 내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자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제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1)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법상 생계비 지원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2)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3)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 후 6개월까지는 난민법상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인

7)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한 ‘난민심사처우체류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참고

8) https://nancen.org/2256

난민인권센터 2022.5.18. , [통계] 국내난민현황 (2021.12.31.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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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 난민신청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답변내용 정리

가) 생계비 지원제도 인식 여부 및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안내 등

난민법상 생계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

여, 생계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던 사람은 응답자 33명 중 18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난민신청서 접수 당시) 출입국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안내받은 사람은 7명뿐이

었다. 나머지는 주로 친구나 난민지원단체를 통해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

었으며, 이마저도 난민신청 접수 이후에야 듣게 된 경우가 다수였다. 한 응답자는 심지

어 난민신청 접수 시 출입국 직원에게 생계비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해당 직원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안내하였는데, 해당 신청자가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돈도 없기

에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본인의 상황을 피력하니, 그제서야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받

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출입국에 생계비 지원신청을 하였던 응답자 중, 출입국으로부터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응답자는 4명이었으며, 이외의 응답자들은 상세

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신청서만 전달받았다고 한다. 지인을 통해 신청과정이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기간

을 놓치는 등, 정상적인 신청을 하지 못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난민신청서를�작성해서�제출하던�날,�생계지원금을�받고�싶다고�같이�간�통역인에게�그런�제도가�있

는지�여쭤봤습니다.�(출입국)�직원이�처음에는�없다고�했지만,�제가�일도�못�하고�돈도�없어서�지원금

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계속�요구를�하고�나서야�신청서를�받았고,�통역인을�통해서�작성할�수�

있었습니다.”�(30대,�남성)

“난민신청할�때�친구들로부터�생계비�지원이�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친구들의�경우�월�40만원씩�지

원받고,�거주지가�없는�경우는�숙소를�제공�받은�경우도�있었지만,�저는�신청할�때�몰랐습니다.�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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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과정의 어려움 (신청서 작성 및 통장 개설, 제출 필수 서류 등 준비의 어려움)

다음은 생계비 신청을 하였던 20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생계비 지원 신청에 있어 가장 크게 언급된 어려움은 ‘통장 개설’이었다. 생계비 지

원제도는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을 요건으로 하는데, 생계비를 신청한 응답자 중 대

다수는 외국인등록증을 제때 받지 못해서 통장 개설을 못했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 비자(G-1-5)로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은행 측의 응

대로 인해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한 응답자는 출입국에서 예금내

역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여권이 만료된 상태라 통장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신

청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월쯤�지나고�알았습니다.�출입국에서는�어떠한�정보도�제공하지�않았으며,�인터넷과�친구들을�통해

서�파악했습니다.”�(30대,�여성)

“저는�인천공항에서�난민신청을�했는데,�그곳에서�생계비�신청안내는�전혀�없었습니다.�머물�곳이�없

으면�난민센터에서�머물�수�있다는�것은�말해주었습니다.�인천출입국에서�생계비�안내는�전혀�없었

고,�(그에�관해서)�다른�사람들로부터�들었습니다.�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는지도�몰랐습니다.�서류�

제출�시에도�생계비가�얼마�나오는지�전혀�설명�없었습니다.”�(30대,�여성)

“2014년에�물어보았지만�답변은�애매했습니다.�출입국�사무소�직원이�한번은�자신은�모른다며�저를�

완전히�무시했고,�또�한번은�지원금�대상�선정이�추첨이라고�했지만,�이외에�더�이상�주어진�정보는�

없었습니다.”�(30대,�남성)

“송탄으로�난민신청을�하러갔을때는�저의�여권을�요구했고,�생계비�신청을�하러갔을때는�예금내역�

자료를�요청했습니다.�그런데�저는�그때�여권이�만료된�상태라�은행에서�통장내역서를�발급받을�수

가�없었습니다.�원래�서울에서�신청을�했을때는�저의�통장사본만을�요구했는데-�송탄에서는�2022년�

1월부터�6월까지에�해당하는�예금내역서를�요청했거든요.”�(40대,�여성)

“제�명의의�통장만들기�위해,�여러�은행�지점들을�다녀봐야�했습니다.�어떤�은행은�제가�g-1�비자이

니�한국에서�일하고�있다는�것을�증명할�수�있어야�계좌개설이�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그리고�같은�

은행도�지점별로�계좌개설�가능여부에�대한�답이�달랐습니다.�저는�생계비를�받기�위한�통장을�만들

기�위해�은행�6군데�정도는�돌아다녔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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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대두된 어려움은’ 신청서 작성 언어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한되는 부

분이었다. 영어로 된 신청서가 있어 괜찮았다고 한 응답자도 3명 있었지만, 모국어로 

안내된 신청서가 없어서 신청서의 질문을 이해하거나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 응답자들이 8명이었다.

이외에도 3명의 응답자들이 출입국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및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

시했고, 다수의 응답자들이 신청서 및 절차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총 응답자 중 3명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인 지인 혹은 난민지원단체와 동행한 바가 있어, 자력으

로 생계비 신청을 했을 경우 문제상황을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크다.

“자료를�어떻게�준비해야�할지를�몰라서�어려웠습니다.�그�당시�서류가�전부�다�영어로�적혀�있어서�

어려웠습니다.�은행에�가서�계좌를�만들려고�할�때도�영어로�된�자료만�있어서�어려웠습니다.�그때�

저는�영어�알파벳을�쓰는�것도�힘든�상태였습니다.�심지어�은행에�갔을�때�영어가�가능한�은행도�잘�

없어서�그런�은행을�찾는데도�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20대,�남성)

“영어로�하는�것은�어렵지�않았지만,�실제로�쓰는�것은�어려웠습니다.�같은�국가출신�사람들이�어떻

게�해야하는지�알려줬고,�그걸�기반으로�써서�냈습니다.”(30대,�여성)

“한국인�친구가�같이�해줘서�큰�어려움은�없었습니다.�그렇지만�혼자였다면�언어�때문에�힘들었을�것

입니다.”�(40대,�여성)

   

다) 신청결과 통지 및 통지 방법 관련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응답자 20명 중, 결과통지까지의 대기시간에 대한 안내를 받

은 사람은 7명이었다. 과반수는 신청 후 1달 이내로 결과를 통지 받았지만,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응답자들도 있다.

“혼자�갔으면�너무�어려웠을�텐데,�한국인�친구가�통장�개설�등을�도와주었습니다.�생계비�신청과정

에서�너무�질문이�많았습니다.�출입국관리소�직원이�저를�짐승�대하듯(like�animal)�대해서�기분이�

나빴습니다.”�(4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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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신청을�했을�때�60일을�대기하라고�해서,�60일�지나서�(출입국에)�방문했습니다.�숙소도�

거절되어�있고,�일도�할�수가�없는데�어떻게�살아야�하는지�물었고,�출입국에서는�법은�이렇게�되어�

있으니�마음에�들지�않으면�나가라고�했습니다.”�(20대,�남성)

결과 통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명이 문자, 그리고 1명

이 우편으로 결과를 안내받았다고 답했지만,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통장 입금으

로 결과를 확인한 응답자가 4명,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통지를 받지 못해 출입국

을 방문하니 그제서야 출입국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알려줬다는 응답자가 5명 있었다. 

이외에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정상적인 접수가 되었는지 안내가 없어서 끝내 결과를 

알지 못했거나, 추후 출입국에 방문하자 그제서야 신청자격이 없었다는 안내를 들은 

응답자들도 있었다. 

“문자�받았지만�내용을�알�수�없어서�피난처에서�번역�도움받고�내용을�알�수�있었습니다.�문자�내용

이�한국어로�와서�알�수�없었습니다.”�(40대,�여성)

“신청하고�답이�안�오길래�가서�물어봤더니�자격이�없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20대,�남성)

“결과는�따로�통지받은�기억은�없습니다.�다만�통장�잔액을�확인해서�알았습니다.”�(40대,�여성)

라)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응답자 20명 중 생계비 지원을 받은 응답자는 14명, 지원을 

받지 못한 응답자는 6명이었다.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 금액은 1인당 20만원에서 40

만원대로, 평균 지원금액은 34만원이었다. 난민법상 생계비 지원은 ‘난민인정 신청서

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않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생계비 지원신청 및 

이에 필요한 통장개설이나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생계비 지원을 받은 9명의 응답자 중 12명이 3개월-5개월 동안 생계비를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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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명, 4개월 5명, 그리고 5개월 5명), 1명은 예외적인 경우로 9개월, 그리고 나

머지 1명은 6개월간 생계비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미 몇 년 전의 일이어서 정확

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난민법상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

을 덧붙였는데, 생계비 수령 기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 생계비 지원 불허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 여부 및 문제점 등

생계비 지원 불허결정을 받은 응답자 6명 중, 생계비 불허결정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단 1명뿐이었는데, 출입국 측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로 안내한 것은 아

니며, 해당 응답자가 본인이 생계비 지원 거절사유를 먼저 물어봐서 이에 대해 답변하

는 방식으로 들었다고 한다. 해당 응답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지원

이 거절되었는데, 해당 사실이 불허 사유임을 알았다면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이외 5명의 응답자들은 불허 사유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

한 안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계비 지원 불허결정에 대한 사유도 알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계비 지원 불허결정을 받은 응답자들은 모두 지난한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밝

혔다.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에는 취업도 금지되었기에, 근로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생계비�지원받을�수�있는지�몰랐고,�나중에�친구에게�생계비�지원된다는�사실을�알게�되어�신청후�3

개월만�받았습니다.”�(40대,�여성)

“생계비를�지원받았지만,�첫�달치�생계비를�한�달�밀려서�받았습니다.�그래서�첫�달에는�못�받았습니

다.�4개월동안�받고�마지막달을�못�받았습니다.�이와�관련해�출입국을�방문했지만�어떤�안내도�받지�

못했습니다.”�(60대,�남성)

“생계비�지급이�늦어져서�초반에�경제적�어려움이�컸습니다.�등록증을�입국�후�바로�만들어야�하는데�

수수료가�적지�않아서,�한국에�올�때�가져왔던�돈�조금으로�내고,�나머지는�빌려야만�했습니다.�경제

적�어려움이�굉장히�커서,�임차를�할�수�있는�돈도�전혀�없었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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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응답자 1명 외에 전원은 해당 기간 도중 월세, 교통비, 식비, 그리고 의료비 등, 인

간이 살아감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 이들은 끝내 돈을 빌리거

나, 운이 좋은 경우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받아 겨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난민신청 후 6개월을 삶에 있어 매우 어려웠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바)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이유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간의 어려움

다음은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응답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응답자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 생계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는 단 1건

도 없었으며, 모두 생계비 제도에 대해 ‘몰랐거나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였던’ 경우였다.

구체적 답변을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외에 한 응답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신청할 수 없었고, 다른 응답

자는 부양가족이 없기에 신청자격이 없다는 출입국 직원의 말에 따라 신청할 수 없었

다고 밝혔다.

“일을�할�수�없기에�생활비가�없어서�가장�힘들었습니다.�특히�월세를�내는�것이�어려웠습니다.”�(40

대,�남성)

“살면서�최악의�6개월이었습니다.�돈을�빌릴�수밖에�없었습니다.�가족들에게�도움을�받을�수�없어�다

른�사람들에게�돈을�빌렸고,�이후�일을�하면서�겨우�갚을�수�있었습니다.”�(20대,�남성)

“공항을�나오고�나서�어디서�살아야�할지�막막했습니다.�그게�제일�어려웠습니다.�길에서�잘�수는�없

었기�때문에�집을�찾아야�했습니다.�인터넷도�사용해야�하는데�그럴�수가�없었습니다.�집을�구하려면�

일을�해야하는데,�일할�기회가�막혀�있어서�저에게�어떻게�하라는�것인가�싶었습니다.�[...]�한국은�한

국인에게만�친절하고�인류애가�없는�나라로�느껴졌습니다.�저와�같은�난민들에게는�아무�도움도�줄�

수�없는�나라라고�느꼈습니다.�”(20대,�남성)

“어떻게�설명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작은�것들은�기억하지�못하지만…�대중교통비가�없어서�이

동을�할�수가�없었고,�먹을�것도�구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당시�삶이�많이�복잡하고�어려웠습니다.�

당시�어떻게�힘들게�지냈는지,�그�시간을�보냈는지,�저는�절대로�잊을�수�없습니다.”�(4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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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는 난민신청서 양식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재하면 자동적으로 신

청이 되는 것으로 알아,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9.12.31 개

정된 난민인정신청서 11.10 문항에는 “귀하는 한국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가

요?”라는 질문이 있고, 하단에 “(난민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날부

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생계비 지원

이 가능함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작 별도의 난민신청과는 별도로 생계비 지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 응답자는 난민인정신청서 11.10 

문항에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재하면 자동으로 생계비 지원 심사가 되는 것으

로 이해한 것이다.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간 각종 생활고

에 시달렸다’고 응답하였다. 취업도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주거나 의료 등 기본적인 생

계유지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된 거주지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살아가는데�있어�전반적인�어려움이�있었습니다.�집도�없고,�먹을�것도�없고,�아파도�치료를�하지�못

하고,�오랜기간�동안�노숙을�했습니다.�그때�경찰이�“여기서�주무시면�안됩니다.”라고�했지만�저는�

“다른�갈�곳이�없습니다.”라고�했습니다.�[...]�저�외에도�다른�난민신청자들도�먹고�사는데�있어서�생

계비�지원이�없으면�큰�어려움이�있습니다.�일도�하지�못하는�상황에서�스스로의�생계를�책임지는�것

은�어려운�일입니다.“�(30대,�남성)

“그�당시�몸이�좋지�않아서�병원에서�돈을�많이�지출해야�했고,�가족�경제상황도�좋지�않았습니다.�아

내가�일을�해서�겨우�버틸�수�있었지만,�상황이�무척�열악했었습니다.”�(40대,�남성)

“돈을�구할�방법이�본국에�있는�가족들에게�부탁하거나,�불법으로�일하는�것�외에는�없어서�무척�괴

로웠습니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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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및 제언

가) 생계비 지원제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안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제도는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된 제도임에

도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 조사 당시 시점에서도 ‘생계비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1차 출입국 신청 단계를 지나 법무부에 이의신청 중이거

나 소송진행 중이며 한국에 온 지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자들임에도 생계비 지원제도

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출입국의 홍보 부족으로 법에 보장된 처우의 접근성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가 크다.  물론 난민신청자 가이

드북9)에 생계비 지원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지만, 이 역시 한글과 영어로만 제작되

어 있어 그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신청자들은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정보들을 접할 수 

없다. 

또한 난민인정신청서 11.10 문항에도 아래와 같이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문항에 

‘예’라고 체크하면 생계비 신청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문항에 ‘생계비 지원신청을 원하는 경우, 난민신

청서 작성과는 별도로 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시급하며, 해당 문항에 생계비 관련한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하여 안내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019.12.31 개정된 난민인정신청서 11.10 문항 발췌

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9.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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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계비 지원 관련한 안내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까. 설문 

응답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생계비 지원 제도를 운좋게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는 경우

라도,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다보니, 신

청시 준비서류도 주변 지인들이나 지원단체에 물어보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

청을 한 이후에도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지 못해 답답해하는 응답자들이 대다수 였다.

따라서 난민신청서 접수시에 위 내용들을 포함한 안내사항을 한 장 정도의 안내문 

형태로 만들어 교부하는 방식을 제안해본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난민신청자들에게 

해당 제도를  빨리 알리고, 통장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느라 생계비 지원 신청이 늦어

져서 생계비 지원 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말이다. 안내문의 작성 언어는 현실가능성

을 고려하여 영어 이외에도 아랍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난민신청자 비율이 높

은 국가들의 언어로는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생계비 신청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생계비지원신청서 역시 한국어와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하므로, 영어사용이 불편한 

난민신청자들은 생계비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

거나 주변에 한국어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야 했다. 이 역시 위에

서 언급하였던 생계비 안내서와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난

민신청자들의 국적국의 언어로 신청서를 마련하고, 해당 모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한 번역도 출입국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계비 지원신청을 준비함에 있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통장 개설’이었다. 은행마다 혹은 동일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같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장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난민신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

였고,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으로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이 생계비를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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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필요함을 한국인 은행 직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일이니, 출입국에서 신청자들이 은행에 통장개설을 위해 방문시 제시할 만한 (해

당 신청자가 생계비 수급을 위해 통장개설이 필요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나 안내서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들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해당 확인서 혹은 안내서가 출입국이 작성한 문서임이 확인되

고 담당부서 연락처가 같이 제시되어 있다면, 은행측에서도 출입국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통장 개설 용도가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비 수급을 위한 것임이 출입

국에서 발급한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은행에서도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통장개설에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 생계비 신청결과 통지 등 절차에서 개선 필요

생계비 신청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통지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문자로 ‘신청이 (불)허가 되었다’는 결정 내용에 관하여만 통지받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 응답자들은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해 출입국을 방문하여서 확인하거나, 통장으

로 생계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본인이 생계비 지원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생계비 불허결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는데10) 이와 같이 생계비 불허결정 사유를 따로 안내하지 않는 출입국의 사무처리 

방식은 기존 판례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았던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13판결에 의하면, “생계비지원신청 거부처분”은 행정절

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통보는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es(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10) 신청자 본인이 먼저 출입국에 찾아가서 생계비 신청불허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사례가 3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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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있어 그 근거와 이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해야 한

다는 내용의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시 사건에서는 관련한 특별

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구체적 정황이 고려되어, 문자메시지로만 생계비 

지원 불허결정을 통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2019.12.31.에 개정된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하단에는 ‘지원심사 결과를 문

자메세지 등으로 받는 것에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신청서 양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일부 캡쳐

따라서 생계비 불허결정시 결정내용과 함께 ‘불허사유’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덧붙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대상 기관,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불허결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 현실적 고려를 반영한 생계비 금액 조정 필요

2021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신청자는 전체 난민신청자의 약 1.8%에 해당

할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지원받았던 생계비 금액은 한국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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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물가나 월세 인상율 등이 반영된 수준인지는 불분명하다. 2020년도의 생계비

를 2017년도 생계비 지원금액과 비교해보면, 적게는 4,9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 

정도 오른 수준인데, 아래 표에서 한 가구 인원 수당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 

수입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세와 기본적인 식비로 충당하기에도 빠듯하거나 모자

랄 수 밖에 없는 금액이다. 

▲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 표22 발췌

▲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 표15 발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6개월간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비를 받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생계비 지원 취지에도 부합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적절한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재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참고해보면 어떨까. 긴급복지지원 체계 

내의 생계지원금 및 주거지원금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금액을 정하는 하나의 좋

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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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1)_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캡쳐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4인 기준으로 생계비의 경우 월 108만원(최대 6개

월 지원), 주거지원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59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최대 12개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산정하는 데에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태조사 등

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난민신청자들도 생활비의 주요 지출 용도는 주거비용과 생계비 

용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긴급복지제도에 규정된 두 항목(생계

지원과 주거지원)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4인 기준 월 167만원)에 상응하는 정도를 난

민신청자들의 생계비 지원금 기준으로 참고해 볼 것을 제안한다. 

11)  http://www.mohw.go.kr/issue/popup/policy_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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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 관련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김영아(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박소이(사단법인 피난처)

1) 난민신청자의 건강보험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난민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될 수 있

으나 지역가입자는 될 수 없다. 이에 일자리가 없거나, 있어도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

비 지출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직

장가입의 경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불가한 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건강보험의 보장내용이나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강

보험공단의 접근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

는 질문에 9명이 가입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부분이 건강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주가 가입을 해주지 않

았다고 답변하였다. 가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는 단연 가족관계증명

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저의�가족들도�보험에�가입할�수�있는지�물어보니,�건강보험공단에서�본국에서�발급한�문서에�외교

부�공증을�받아오라고�했습니다.�가장�어려웠던�점은,�보험공단에서�가족관계증명서를�요구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이를�발급하는�것을�거부한�점이었습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는)�G-1�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받을�수�없다고�했고,�저와�자녀�각자에�대한�서류만�발급해줄�수�있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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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괄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발급

한 가족관계증명 문서를 외교부 통해 공증을 받아오라고 안내하였는데,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발급받더라도 이후 번역 및 공증을 받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직장가

입자로 되어 있다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여 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

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된 비용을 지급하였다가 

이후에 추가 비용을 공단에 내야했다고 응답한 이도 2명 있었다.  

“제가�처음�일했던�곳에서�일을�그만두게�되고,�다른�회사로�옮겼을�때,�옮기기�전까지�4-5일�정도의�

시간이�있었습니다.�이�때�병원에�갈�일이�있었는데,�병원에서�저에게�보험이�없다는�사실�몰라서,�보

험�적용된�가격으로�받았고,�그때�보험�적용이�된다고�생각했기�때문에,�차액을�내야�했던�상황이�있

었습니다.�차액�16만원�정도를�내야�한다고�했습니다.”�(30대�남성)

“HIV감염자라�병원에�주기적으로�방문�하였는데�직장에서�퇴사한�이후에도�병원에�가면�그�이전과�

똑같이�진료해줘서�건강보험이�되는�줄�알았는데,�나중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약�천오백만�원

을�반환�청구�받았습니다.�분할�납부하고�있긴�한데�이자율�또한�너무�높아서�현재까지�갚은�돈이�모

두�이자로�나가는�등�아주�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30대�여성)

지역가입자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모두 직장가입이 되지 않

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적정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는 일부 보험료를 부담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다른 외국인들이 부담하는 평균보험료는 

난민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부담이 되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적정

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고, 인도적 차원에서 보험료를 받

지 않고 가입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대해�공단측에서는�한국에서�발급받을�수�없다면,�본국에서�발급한�문서를�외교부�공증�받아오

라고�했습니다.�그래서�난민지원단체의�도움을�받았습니다.�단체에서�제가�가지고�있는�서류들을�번

역하고�외교부�공증을�받아줘서,�그�서류를�회사에�제출하니�2주�정도후부터�보험이�적용되었습니

다.�또한�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가�발급된�지�3개월�지나지�않은�문서에�대해�법무부의�공증을�받아

야�하는데�그것도�매우�어려운�일입니다.�단체에서�도와주시기는�했지만,�번역비용과�보험을�준비하

는�비용은�다�제가�냈습니다.�번역비용은�21만원이�들어서�경제적�부담이�되었습니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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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가입이)�당연히�필요합니다.�적은�돈이라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아프면�병원에

서�너무�큰�돈이�듭니다.”�(40대�남성)

“건강보험�지역가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나와�같이�한국에서�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들�

누구든�보험에�가입할�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사보험은�제출해야되는�문서들이�너무�많고�복잡해

서�오래�걸리는데,�국민건강보험은�훨씬�더�용이할�것으로�생각됩니다.�적정보험료는�잘�모르겠습니

다.”�(40대�남성)

“네�그렇다고�생각합니다.�보험료를�6-10만원을�내더라도�혜택을�받는�편이�낫다고�생각합니다.�한

국인과�동일한�보혐료는�아니더라도�저희의�상황을�고려한�금액을�책정해서�저희가�보험을�이용할�

수�있게끔�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난민신청자들�가운데�아픈�사람들이�많이�있고�병

원비가�너무�많이�나올까봐�두려워서�병원에�가지�않거든요.�그래서�계속�아픈상태로�있거나�집에서�

사망한�상태로�발견되기도�합니다.�그리고�아이들이�있는�경우에는�한�번도�병원에�가지�않고�두�달

이�지나가는�경우가�없습니다.�(병원에�자주가게�된다는�뜻)�학교에�다니기�시작하면�계속�감기에�걸

려서�오거든요.�그래서�적어도�아기마다�2주일에�한�번은�병원에�가게되고�갈�때마다�한�아이당�3만

5천원은�듭니다.�아이들은�굉장히�자주�아픕니다.�적정보험료는�6만�원�정도라고�생각합니다.�“�(40

대�여성)

“당연히�그렇다고�생각합니다.�사람이라면�당연히..�(적정보험료에�대해서는)�그동안�얼마를�냈는지�

정보가�없어서�잘�모르겠지만�한국인들이�내는�정도만�되면�좋겠습니다.�사람마다�차등적용이�되어

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려운�사람에게는�좀더�낮게�책정이�되면�좋겠습니다.�나의�경우는�상황이�어

려우니�감안이�되면�좋겠습니다.�한달에�10-20만원�정도면�괜찮겠습니다.�한국인들이�10-20만원�

정도�내는�줄�알았습니다.�아픈적도�많아서�그�정도�내게되지�않을까요?�예전에�아파서�병원을�갔는

데,�병원에서는�괜찮다고�하는데�저는�괜찮지�않았습니다.�(중략)�아픈게�더�스트레스입니다.�최근에

는�아파도�아프다고�못합니다.�병원을�못�가니까요.�지금도�눈이�아픈데�병원에�못가는�상황입니다.�

이걸로�병원에�가서�잠깐�진료를�받았는데�10만원이�나와서�그�뒤로�병원을�안가고�있습니다.�그�당

시�옆�사람은�5천원을�냈습니다.”�(20�대�남성)�

다) 개선사항 및 제언

(1) 난민신청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에서 요건 완화 필요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은 국적국의 박해 우려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 국적국 또는 

국적국의 재외공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본국이나 대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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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출생한 난민신청자의 자녀의 경우 

국적국의 재외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53호) 제5조의2에서는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

고 있다. 

제5조의2(외국�가족관계�확인서류의�제출) ①�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청을�

하거나�직장가입자가�재외국민�또는�외국인의�피부양자�자격취득�신청을�할�때�제출하여야�하는�서

류로서�별표�1�및�제5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가족관계나�혼인ㆍ이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해야�한다.�

1.�해당�서류를�발행한�나라의�외교부�확인이�있는�서류�

2.�「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아포스

티유(Apostille)�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일�것�

3.�공단이�인정한�기관에서�발급하거나�확인한�서류�

②�제1항�각�호의�서류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한글�번역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다만,�제1

항�각�호의�서류에�공단이�인정하는�한글�번역본이�첨부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따른�공증인이�공증한�한글�번역본�

2.�「행정사법」�제4조에�따른�외국어번역행정사가�번역한�한글�번역본�및�해당�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같은�법�제20조제2항에�따른�번역확인증명서�

위 고시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기재

된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허가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예외 규

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체류자격별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기입이 가능

한 동반가족사항을 제한하고 있어, 난민신청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

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도로 난민신청자의 가족관계 인정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단이�인정한�기관에서�발급하거나�확인한�서류】

-�법무부에서�발급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가족관계가�기록되어�있는�경우�체류자격에�관계없

이�가족관계서류로�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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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각 국가별로 의료보장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생

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도가 안내되어야 하며,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에서 다

양한 언어로 전문성 있는 정보제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

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난민신청자가 자신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3) 난민신청자의 지역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부터 장기 체류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인

도적체류자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적

용이 제외되어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취업활동이 

허용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한 점,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가

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은 난민신청자의 상

황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에 부합하게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인도적체류

자에게 부과되는 평균보험료에서 30% 감면된 보험금이 인도적체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체납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

(G-1-6),�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G-1-12),�난민인정자(F-2-4),�난민인정자의�배우자�및�미성

년가족(F-1-16)�체류자격은�외국인�등록일부터�9개월�이내와�상관없이�‘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부터�3개월’이내인�경우�배우자�관계�서류로�인정�

����-�한국�주재�재외공관에서�발급하거나�확인한�가족관계서류

����-�화교협회에서�발급한�가족관계서류에�대하여�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인증을�받은�서류

����-�국내�의료기관�등에서�발급한�출생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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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접근권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현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는 난민지위심사 신청 후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6개

월 후 노동을 한다고 해도 고용계약서를 받고 고용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접근에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신청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에 

의료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처럼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난민법은 조항을 두어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 42조). 

난민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제4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

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동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를 갖는다는 정보12) 및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입국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장은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난민신청

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람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의료기과에서의 언어소통, 의료비 지원 접근성 등 세 가지 

면에서 난민신청자의 경험을 물어 보았다. 또한, 건강검진과 응급의료 외에 코로나 예

방접종 및 결핵과 같은 기타 예방접종 경험에 대해 질문하여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2부 _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81

나) 답변내용 정리

(1) 의료기관 정보 

먼저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로 의료기관 정보를 얻었는

가에 대한 질문에 3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출입국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의

료기관 정보를 얻은 경우는 아무도 없었고, 인터넷과 지도 어플 검색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얻은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얻지 못한 2명의 응답자는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으며, 그 중 1명은 외관으로 보기에 병원임이 분명

한 3차 진료기관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다.

대부분은 친구, 지인, 시민단체, 종교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으며, 정보를 얻는 순

서만 다를 뿐 거의 대부문이 친구와 시민단체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2명의 응

답자는 진료시 외국어 지원이 되는 병원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이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의료비 지원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구했다.  외국인 등 취

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사업이나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친구나 지인들은 이러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유경험

자였다. 그런데 일부 응답자는 친구가 알려준 의료기관이 서울에 있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편도 2-4시간을 걸려 서울로 이동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거주지역에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까지는 시민단체의 개입이 필

요했다. 

“돈이�없어�무료병원을�찾아가야�하는데,�어디에�있는지를�몰랐습니다.�무료병원을�찾고�저를�받아주

더라도�제�병에�대해�진료가�가능한�의료진이�없는�경우가�많아서�유료�병원을�가야�했습니다.�운좋

게�친구를�통해�무료�진료를�해�주는�병원이�서울에�있다는�것을�알게�되었고�치료를�받고�있습니다.”�

(40대�여성)���

“건강�문제가�생긴�이후에�인터넷을�통해�아랍어�통역사가�있는�병원을�검색했더니�병원이�나왔습니

다.�아랍�사람들에게�그�병원을�이용한�이야기를�듣고나서�방문했습니다.�나중에는�시민단체에서�무

료�진료를�하거나�진료비를�지원해�주는�병원을�알려주었습니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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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사례는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지역 병원으로 연계 조치를 취하여 난민신청자가 치료를 받게 된 경우이다.  두 명의 

응답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난민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았다가 결핵 등의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2)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의료기관을 찾아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는 크게 난민신청자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경험이 달리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0명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한 응답자는 영어를 구사하는 진료진을 

찾아 항상 병원을 수소문한다고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영어 구사자자 없거나 본인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명

이 통역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며, 6명이 번역 어플을 이용해 소통을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통역인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국인 지인인 경우가 

2명, 자녀인 경우가 1명이었다. 응답자 중 3명이 본인이 한국어를 주언어로 구사하여 

의료진과 소통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두 명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한 명은 들리는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에 기반해 유추를 하며 불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    

“난민신청을�하기�전에�HIV와�결핵�검사를�받으러�보건소를�찾아갔고,�검사결과�결핵이�발견되었습

니다.�보건소에서�병원으로�소개�시켜주어�입원을�했다가�몇�개월�동안�통원�치료를�받았습니다.”�

(20대�남성)

“처음에는�아프면�교회에�오는�무료진료소를�이용했습니다.�한국어와�불어를�하는�친구들이�통역을�

해�주었습니다.�병원을�이용할�때는�언어가�너무�힘들었습니다.�질병과�증상을�설명하기가�어렵습니

다.�불어하는�한국인�친구에게�전화를�걸어서�통역을�부탁했습니다.��지금은�한국어를�제법�하고�있

어서�통역�없이�진료를�받습니다.�하지만�한국어를�배웠더라고�의학용어가�전혀�이해�안되고�통증을�

설명하기도�힘들�때가�있어요.��그러면�병원에서�영어를�할�수�있는�사람을�찾아야�하는데,�보통�의사

들이�영어를�말할�수�있어서�대략�소통하고�있습니다.”��(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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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지불 역량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전체응답자 중 22명이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의료비 해결을 위해 2명은 동포 커뮤니티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고,  11명이 시

민단체나 종교기관의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6명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진료 

후 수술 전 검사를 미루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약을 지인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있었는데 지인에게 대리 진

찰을 받게 했거나 비슷한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지인이 약을 나누어 준것으로 짐작된

다. 바로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해 추후에 금전이 생겼을 때 지불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가 하면,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에 의해 여권을 압수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신청을 시도한 응답자는 한 명에 불

과했으며, 이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언어�소통이�어려워서�그때마다�구글�번역기를�썼습니다.�어떤�경우에는�의사는�영어,�저는�아랍어

를�썼습니다.�의사가�저한테�영어로�말해달라고�했는데�저는�영어를�몰라서�번역기를�썼습니다.�의사

가�영어를�못할�경우에는�종이에�영어로�써서�제게�보여�주었지만�저는�그것을�알아보기�어려웠습니

다.”�(20대�남성)��

“일을�안할�때�경제적으로�힘든데,�이�때�건강보험도�적용되지�않으니까�더�어렵습니다.�치료를�받아

야�하는데�돈이�없어서�병원에는�못�가고�집에만�있게�됩니다.”�(40대�여성)�

��

“아이를�출산할�때는�성당에서�알고�도와주었습니다.�아이가�다쳤을�때는�의료비�지원이�없었고�아는�

게�없어서�물어볼�수도�없었습니다.�외국인에게�의료비�지원해�주는�병원에�대한�정보가�없어서�집에

서�가까운�병원에�갔는데�백만원이�넘는�의료비를�내야�했어요.”�(30대�여성)��

“병원�응급실을�갔는데�같이�간�친구가�도와주어서�얼마를�냈는지�정확히�모르지만�제가�지불할�수�

없었습니다.�나중에�의료비지원에�대해�듣고�지원해�봤는데,�그�서비스�이름은�모르고�어쨌든�지원이�

안�됐습니다.�출입국에�가면�난민신청자에�한해서�한�번은�병원비�지원을�해준다고�알고�있는데�제가�

받은�적은�없습니다.�신청서과�의료비�영수증을�가지고�출입국에�가서�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우리는�지원할�수�있는�게�없다.�모른다’라는�대답을�들었습니다.�그래서�시민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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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 경험은 보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유경험자는 주로 서울과 안산, 동두천 같은 외국인집중 거주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경험했다. 구체적으로는 무료진료 병원들, 난민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가진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립의료원 

등의 병원이다. 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본 설

문조사 참여를 계기로 정보를 접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무조건 무료병원만 찾아 발

품을 판 사례도 있었다.    

4명은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데, 이 중 두 명은 자신이 건

강한 편이고 건강보험이 있어 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의료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보험 가입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 전금액을 선결제

하고 추후 여러 서뷰를 제출해야 할뿐 아니라 보험 약정이 복잡하고 환급까지 오랜 심

사를 거치고 실제로 환급되는 건이 적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응급의료 보장을 위해 입원과 수술 시 의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외

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통로로 이 정보를 접할까?  

설문조사 시점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7명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두 

응답자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시민단체의 의료공제회 사업과 혼동스러워했다. 동 사

업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은 실제 지원을 받고도 

해당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모른다’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경험했으며 이해한 5명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답할 수 있었다. 모두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 적십자병원이었다. 서울 외 지역에

서 이 사업에 대한 정보와 실제 서비스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친구들에게�정보를�물어보고�다녔어요.�혹시나해서�보호소에도�물어봤습니다.�알아보러�다니면서�하

라는대로�했는데,�어떻게�돌아가는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2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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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으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라고 응답한 수가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라는 답변이 많았다. 법무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라고 

대답한 수는 한 명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와 재정착난민을 위해 마련한 주

거시설에서 사는 동안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제가�임신했을�때�저를�진료한�의사가�국립의료원을�추천해�주었고,�이�병원에서�정부의�외국인근로

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대해�설명을�듣고�도움을�받았습니다.�출산으로�입원할�때�

10퍼센트를�자부담을�하고�90퍼센트는�지원�받았습니다.�그리고�제가�HIV�질환이�있는데�지원을�받

지�않았다면�한�달�치료비가�100만원입니다.”�(40대�여성)

또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자격

요건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응답자는 

가족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격이 된다고 친구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오해는 취업이 금지된 난민 신청 후 6개월 동안 의료서비스 접근에 걸림돌이 될 수 있

다. 다른 예로, 한 응답자는 미등록체류 상태인 난민은 이 사업의 지원자격이 안 된다

고 대답했다. 최근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다면 미등록 체류자도 지원 자격을 갖게 되

었으나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우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지위나 상태여야 

하며, 신원과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90일 경과 여부, 마지막 입국 후 한국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사실, 한국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거나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이라는 점을 관

련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즉, 미등록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한국에

서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종교기관이�병원에�연계해�줘서�보건복지부�사업을�통해�지원받았습니다.�하지만�당시에�어떤�사업

이었는지�잘�몰랐어요.�출입국에서�지원�가능�병원�목록을�제공해�주면�좋겠습니다.”�(30대�여성)

보건복지부 사업 외에 알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법무부 난민과 지원에 대해서 한 명만이 언급하였으며, 지자체 관련 사업을 답한 

응답자는 전무했다. 7명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몇 난민지원 시민단체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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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소재 무료진료소를 언급하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

은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로부터 연간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4) 공중보건 서비스 접근성 

공중보건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표적인 예방접

종에 대해 경험만을 물었다. 우선,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접

종을 했다고 대답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네 명 중 두 명은 임산부여서 접종을 받지 못

했으며, 한 명은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은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결핵 등 기타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의 권고로 B형 간염 접종을 한 

응답자가 한 명 있었으며, 결핵주사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없어 병원에 가서 맞았다

고 한 응답자가 한 명 있었다. 6명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5) 기타 의료서비스 접근권 관련 어려움

의료접근권 관련하여 기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근본적 문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 무료진료소에서 다양한 진료과목이 없

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잔병치레로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의 부담, 병원에서의 겪은 모욕 등을 이야기하였다. 천식이 

있는데 한국 병원을 좋아하지 않아 본국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다는 응답과 한국인 친

구가 병원에 동행하지 못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쉰다는 응답도 들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무료로�진단을�받아도,�약국에서�사야하는�약이�너무�비쌌습니다.�제�약은�처방전이�필요

한�진통제라,�일반약국에서는�많이�비싼�약품이었습니다.�항상�병원에�약을�저렴하게�구해달라고�부

탁해야만�했어요.�감사하게도�병원에서�약을�주어서�덜�비싸게�먹고�있지만,�실제로�어떤�약국에서�

제�약을�구할�수�있는지도�잘�모릅니다.”�(40대�여성)



2부 _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87

다) 개선사항 및 제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의료비 지불을 힘들어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기관인 출입국 외국인 청ㆍ사무소에서, 또 난민심사ㆍ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난민과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난민신청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복지

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방법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을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 제공 업무가 난민과 사무실에서 평상 업무로 정착시키는 행

정서비스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오랜 난민심사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가 난민과 

사무실 방문을 잦지 않음을 고려하며 가장 쉽게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무부 운영 웹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올리고 제도와 정

책에 변화가 있을 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관련된 타 부처 및 기관으로 링크를 연동시

키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또, 난민 보호 관련해 법무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의료기

관과 보건복지부 사업 실행 기관 정보 역시 공지 사항으로 올릴 수 있다.  현재 ‘하이코

리아’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페이지에서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

“제가�코마에서�깨어났을�때�정말�추웠습니다.�제가�깨어난�것을�처음�발견한�병원�관계자는�마지못

해�담요를�덮어주며�‘한국에�온�이유가�무엇이냐’,�‘대체�무엇을�바라고�한국에�온�것이냐’라고�물었습

니다.�그�적대적인�태도에�매우�가슴이�아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기를�바라며�이�

경험을�말씀�드립니다.”�(60대�남성)�

“임신�중에�제가�탄�택시가�다른�차와�충돌했고�택시기사가�구급차를�불러�병원�응급실로�보냈습니

다.�제가�치료비를�낼�수�있는�상황이�아니어서�교통�사고�보험이�되냐고�간호사에게�물어봤더니�간

호사가�돈이�없으면�치료�못�받는다고�소리쳤습니다.�이후에�병원이�사과하긴�했지만�너무�당황스럽

고�서러웠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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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게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법무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 범위를 실제보다 매우 좁게 공지되어 있으며, 그 의료지 지원을 어디서 어

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대해서도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한 명만이,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응

답자의 1/5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둘째, 현행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주목한다. 동 사업 자격요건

을 보면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여야 하고, 한국에서 발병한 질병이어

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자, 고국에서 고문, 성폭력, 트라우마로 심신이 고통받

고 있는 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타 부처 또는 기관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

의 보호 책임을 이양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장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난민들이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 통역서비스,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시민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사회가 난민의료비 지원 사업을 늘린 결과라고 

사료되는데, 시민단체의 사업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난민신청자의 수요와 공공자원 

공급 사이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구도를 방치하기 보다는 민관

협력 증진을 통해 난민신청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접근성 높힐 것을 제

안한다. 

3) 기타 건강 관련 이슈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제한된 건강보험만이 이용 가능하고 의료접근권에서 소

외되었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는 의료적 사각지대에 속한다. 그들은 보통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각종  다양한 건강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위에서 질문한 사항 외에도 ‘기타 건

강관련 이슈’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그 답변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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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변내용 정리

본 질문에서 난민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이슈는 ‘정신건강(9명)’, ‘출

산 및 산후우울(6명)’, ‘본국 가족의 사망(2명)’, ‘산업재해(2명)’, ‘자녀의 장애등록(1

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 중 ‘자녀의 장애등록’은 [라. 아동- 건강권] 파트에서 다루어

지므로 본 파트에서는  ‘정신건강, 출산 및 산후우울, 본국 가족의 사망, 산업재해에 대

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정신건강

난민신청자가 어려움을 겪은 기타 분야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정신건강 이슈에서 나

왔다. 이주민 중에서도 난민 및 난민신청자는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알려져있다

(Miriam Potocky, Mitra Naseh, 2019)13). 난민신청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겪는 역

경 뿐 아니라 이주 이전에 겪었던 박해가 있는데 이것이 합쳐지며 그들의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Miriam Potocky, Mitra Naseh, 2019, 재인용)14).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답변자가 과거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있다

고 답했다. 한국에 난민신청자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을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신건강 이슈 답변자 중 6

케이스는 정신건강 관련 치료나 상담을 이용했거나 이용중인 상황이었다. 

13) Miriam Potocky, Mitra Naseh(2019).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27

14) Miriam Potocky, Mitra Naseh(2019).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27

“우울증을�겪었습니다.�한국생활이�너무�어려웠고,�어려움을�토로할�친구도�없었습니다.�나�또한�사

람들이�정신적으로�강해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그러나�정말�어려움에�처하면�솔루션도�없고,�돈도�

없고,�어떠한�자원도�없게�되니�음식도�먹지�않고�고민만�하게�됩니다.�약�없이는�잠도�못�자게�됐습

니다.�(약국에서�수면제를�구매했습니다.)�내가�우울함을�겪고�나서는�많은�이들을�이해할�수�있게�되

었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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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난민신청자들이 경험하는 벽은 크게 ‘치료 비용, 제한

된 언어, 의료기관 정보의 부재’ 세가지였다. 

먼저 치료 비용 면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큰 부담을 느꼈다. 한 답변자는 초기 비용은 

NGO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계속될 수는 없었기에 본인이 내야할 때가 오는데, 자부담

하기에 큰 금액이라 치료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언어면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한 말로(모국어로) 전달할 수 없어서 치료

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심리치료자는 흔

하지 않다.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어려움을 모국어로 토로할 수 있었다면 좋

았겠다고 보고했다.  다른 아랍권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상담을 받지는 않았지만, 받는

다면 통역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담의 비밀유지 원칙이 깨어지는 

일이므로 모국어를 하는 치료자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외국인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도 

고충의 한가지였다. 외국인을 받아주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영어로 치료를 하는 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난민신청자는�당연히�이�부분(정신건강)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한국에서�우리는�치유가�되

어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있습니다.�정부라면�당연히�난민들을�도와줘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있으

니�우리의�정신상태는�더욱�나빠지고�있습니다.”�(20대,�남성)

“우울증이�있을�때�의지할�사람이�있으면�힘이�되는데�혼자�있으면�많이�힘듭니다.�아이를�낳고�일이�

없었고�미래에�대해�생각하면�아이와�나는�어떻게�살아야�하나�걱정되고�매우�힘들었습니다.”(40대,�

여성)

“ㅇㅇ적십자�병원에서�정신과�치료를�받고�싶었지만,�예약이�어려웠고,�비용이�너무�비싸서�계속�받

을�수�없었습니다.�영어할�줄�아는�의사를�찾는�것도�어려웠지만,�찾았습니다.�아랍어�구사할�줄�아는�

의사가�있으면�그게�가장�좋은�선택지였을�것입니다.�모국어인�아랍어로�표현할�수�있는�기회는�없었

고,�우리는�영어로라도�진료를�받는�것이었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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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양육자의 고통도 있었다. 한 답변자는 자기가 

스스로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다른 

답변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는 아이와 분리시켜 빠른 치료를 제공해 다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울증,�불면증,�불안증을�겪고�있습니다.�(중략)�자살하고�싶거나�사람을�죽일�수�있는�위험이�있다

고�느낍니다.�아이랑�싸우다가�죽이고�싶은�생각이�들기도�합니다.�의사에게�약을�달라고�요청하는데�

좋은�약보다는�싼�약을�처방�받아야�하는�상황이�생깁니다.�아이들이�나를�잡지�않으면�이성을�잃고�

다른�아이를�위협하게�됩니다.�공장�등에서�사람들이�예의없게�행동할�때�이성을�잃게됩니다.�맞는�

약이�아닌�싼�약을�먹게되면�효과가�없습니다.�가장�편안한�아이들과�있을�때도�이성을�잃으면�낯선

사람과�있으면�얼마나�힘들지…�”(40대,�여성)

“정신질환이�있었을�때�아이를�돌보는게�너무�힘들었습니다.�의식이�거의�없어�잠도�제대로�못자고�

미친사람처럼�지냈기�때문에�아이를�키우는�게�너무나�힘들었습니다.�정신질환이�있을�때�아이와�부

모를�일정�기간�분리시키고�부모가�치료�시설에서�치료를�받고�약을�처방받아서�빨리�치료받고�나아

서�아이를�직접�돌볼�수�있게�해야�합니다.�병원에�갔을�때�보험도�없고�위급한�상황이�아니니까�돌려

보내고�하는데,�정신적으로�취약한�사람이�왔을�때�제�시간에�약을�먹고�밥을�먹고�치료를�받도록�케

어를�해줘야�하는데,�병원에서는�쫓아내�듯이�나가라고�하니까�그�경험이�트라우마로�남았습니다.”�

(40대,�여성)

(2) 출산 및 산후우울

난민신청자들은 자녀를 임신하고 산전검사비용, 출산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을 가졌

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다는 보고를 보면 

난민신청자들이 임신했을 경우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

“아랍인들에�대한�정신상담이�어려운�것�같습니다.�정신과�상담의�기본중�기본이�비밀유지이고,�통역

사의�존재�때문에�기본적인�원칙이�깨지므로,�정신과�상담을�받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이런�

문제에�대해�해결책에�대한�저의�생각은�아랍어�할�수�있는�의사들을�근무할�수�있게�해준다면..�그런�

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20대,�여성)

“외국인이�정신건강을�위해�치료를�받을�수�있는�병원�리스트를�주고,�어려운�경우�치료비�지원도�주

었으면�좋겠습니다.”�(4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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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산후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으

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산후우울증은 정신건강 이슈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임신�중에도�지원을�받을�수�있는�병원을�찾아다녀야�했습니다.�지원해주는�병원은�서울에�있었는데�

평택에서�왔다갔다�하기가�너무�어려웠습니다.�병원에�갔는데�병원비�-�보험이�없어서�밥�먹는�것부

터�아이�치료�등�모든�것이�너무�힘들었습니다.�한국�정부에서는�아무런�지원도�받지�못했습니다.”�

(20대,�여성)

“아이�출산�시�병원비로�어려웠습니다.�산후�우울증이�있었고,�스트레스,�불면증�등으로�어려움이�있

었습니다.”�(40대,�여성)

(3) 본국 가족의 사망

가족의 사망이 주는 충격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은 국가를 뛰어넘어 모두가 직간

접적으로  알고있는 상식이다. 같은 국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우도 그러한데, 

돌아갈 기약이  불명확한 타국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상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족 중 사망’을 선택한 모든 답변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의 사망을 이야기했다. 가

족을 잃은 슬픔과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

져다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있을�때(작년에)�본국에�있는�아버지를�잃었습니다.�장례에�참석할�수�없었습니다.�너무�많이�

힘들었습니다.”�(40대,�여성)

“어머니가�얼마전�본국에서�돌아가셨는데�많이�힘들었습니다.”�(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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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

난민신청자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인력

이 되기 쉽다. 이러한 현실에서 난민신청자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

하지 못하고 을의 위치가 될 수 있다. 한 답변자는 근로 중 다치게 되었을 때 산재를 이

용하여 병원을 간 것이 아닌 응급처치만으로 끝났음을 보고하였다. 

산재 적용이 되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산재 적용을 받은 한 답

변자는 산재 이후 산재 부위에 생긴 증상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제외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했다. 

“공장에서�고기를�자르는�일을하다가�기계에�손가락이�잘려서�사장님이�구급차를�불렀습니다.�산재

로�치료를�받았지만�(산재�이후�생긴�증상은�명확한�산재�요인이�아니라는�이유로�지원이�적용되지�

않아�그부분은)�자부담으로�치료를�받고있습니다.�손을�써야해서�주�3회�병원을�가고있는데�2023년

까지�병원을�다녀야합니다.�”��(40대,�남성)

“한달간�일했던�공장에서�손가락이�기계에�다쳤으나�병원을�보내주거나�하지�않고�응급처지만�해주

었습니다.”�(30대,�여성)

다) 개선사항 및 제언

(1) 정신건강

◦ 난민신청 시 및 신청 이후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처음 난민신청 당시와 신청이후의 정신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난민의 특성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확률이 높

은데 신청 당시와 신청 이후 주기적으로 심리상태에 대해 스크리닝을 진행한다면 긴급

하게 심리적 개입을 해야할 난민신청자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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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병원과 인력의 확보

난민신청자가 입원이 필요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를 수용할 병원과 인력

의 확보가 필요하다. 난민지원단체의 실제 케이스 중 난민신청자가 긴급입원이 필요할 

때 입원실에 통역을 도울 보호인력이 상주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병원의 인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긴급한 난민의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이용 

범위가 ‘입원 및 수술’에서 ‘(정신과를 포함한) 외래진료’까지 확대된다면 도움이 될 것

이다. 정신건강의 경우 주로 외래진료를 이용하며 설사 입원이 필요해도 기관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자부담으로 병원이나 상담치료를 이용하기

에 비용이 몹시 커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병을 키울 위험이 생긴다. 정신적 질병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위기상황의 난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어 상담자의 양성과 상담 통역에 대한 인식개선

어떤 내담자라도 자신이 가장 편한 언어로 상담을 받으려할 것이다. 외국어를 이용

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양성되는 것은 난민신청자는 물론 한국의 다양한 외국인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모든 난민신청자가 모국어로 심리상담을 받기

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통역을 이용한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역

인도 상담의 한 부분이며 상담내용을 외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담자에게 인식

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2) 출산 및 산후우울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난민신청자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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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난민신청자)

는 잘 모르고있으며, 심지어 이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도 자신이 이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도와 이용가능 병원의 목록을 이용자가 파

악할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본 사업의 

수행기관에서도  난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난민신청자를 

자주 응대해본 병원은 난민절차 등 특성을 알고 매끄러운 지원을 하는데 본 사업을 시

행하는 다른 모든 기관도 이러한 난민 지원이 어렵지 않도록 난민 이해 교육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산후우울 호소 난민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 

산후우울증의 경우 내국인에게도 위험한 문제인만큼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더욱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고, 불안정한 체

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 산모와 아

기 모두가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제언 (1)과 (3)의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 본국 가족이 사망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본국의 가족이 사망 경우 난민신청자가 박해국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애도를 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지를 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편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내용 또한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제언 (1)과 (3)의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3) 산업재해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불합리한 업무배분 근절

외국인으로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되지 않도록, 외국

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업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부당하게 많은 업무를 시키거나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도록 강요하지 않도

록 업무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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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시 보상제도에 대한 공유

근로 중 재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합법 취업, 불법 취업 혹은 불법체류 상태

라도 상관없이 산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없는 문화권에서 왔거나 혹은 자신의 취업유형은 산재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으면 산재 보상 신청을 시도해보지 못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근로현

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분명한 안내가 필요하며, 고용

주 또한 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것을 숙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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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 관련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1)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난민신청자의 주거 실태 및 주거와 관련한 위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

거 상황(주거 형태, 주거비용, 거주 인원대비 규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외 난민신

청자로서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 또는 주거 관련 민간의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이용경험 및 

주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의 경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답변내용 정리

가) 현재 주거 상황

응답자 23명 중 대다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난처 등 비영리단체에

서 제공하는 숙소 또는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기도 하였다. 보증금은 최

대 5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월세는 1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안

산에 거주하는 2인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LH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적은 월세를 부담

하고 있었다. 대부분 일자리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하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질병 또는 

육아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을 받아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일을�할�때에는�낼�수�있지만,�일이�없거나�못하는�상황에서는�낼�방법이�없어서�월세를�미루거나,�

친구들을�통해서�낼�때도�있습니다.�일을�하지�못하면�금액은�매우�부담스럽습니다.”�(50대�남성)

“제가�집세를�낼�수�있는�상황이�아니어서�처음엔�친구네�집에�살았고,�다른�친구의�집에�살다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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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를 구하는 데 겪은 어려움

높은 집값과 부동산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에 응답자의 다수가 외국인이기 때문

에 주거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거

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집주인�중�외국인임차인을�거부하는�경우가�있어서,�집구경조차�못한�적이�많았습니다.�우리가�고를�

수�있는�옵션은�정해져�있었습니다.�그리고�임차인이�외국인이라고�하면�보증금을�올려달라고�한�경

우도�있었습니다.�처음에는�50만원이라고�알고�갔는데,�나중에�55만원이라고�갑자기�말이�바뀌었습

니다.”�(30대�여성)

다) 민간 주거 지원

민간기관을 통해 주거 또는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피난

처 숙소를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그 외 한시적으로 교회 또는 적십자를 통해 주거

비를 일부 지원 받은 경험이 있었다.

“월세가�밀렸을�때�집주인이�수도를�끊었습니다.�그때�화장실을�포함해�거주�시�무척�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이)�자정�늦게�집에�찾아와�월세를�안�낸다고�소리치기도�했습니다.��집주인에게�월세를�수개

월�밀렸을�때�토요일이었습니다.�지원단체에�도움을�요청할�수도�없는�상태에서�집주인이�우리를�쫓

아냈습니다.�가까스로�목사님께�연락해�이틀간�게스트하우스에서�묵었고,�그�뒤�교회와�연결된�민간�

숙소의�공간을�조정하여�남편과�거주하게�되었습니다.”�(50대�여성)

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 대부

구가�출국을�해서�그�집에서�나왔고,�또�다른�친구네�집에서�살고�있습니다.�친구에게�금전적인�기여

를�하고�있지는�못하고,�돈이�생기면�먹을�것을�사주고�있습니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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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응답자는 센터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고 신청을 했더라도 워낙 소

수의 인원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용 경험이 

있는 2인은 센터에 머무는 동안 숙식이 해결되고 자녀와 함께 지내며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외출 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점, 개인공간이 보

장되지 않는 점,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동을 배려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은 점 등 

시설이 가지는 시설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위치가�좋지�않아서�대중교통으로�다니기도�어렵고�택시로�이동해야�하는데�그게�너무�비쌌고,�근처

에�슈퍼도�없었습니다.�(중략)�난민�캠프가�마치�한국�밖에�있는�것처럼�느껴졌습니다.�택시들도�그곳

까지는�안�간다고�하기도�하고,�난민센터라고�하면�노노노�하기도�했습니다.�(중략)�그저�인간이�아니

라�난민으로만�대우받는�느낌이었고,�그�안에서�구금된�느낌이었습니다.”�(30대�여성)

마) 주거위기 상황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난민신청자들이 상당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무상으로 지인의 집이나 피난처 등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

도 있었다. 반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노숙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노숙을�한동안�했습니다.�이태원에서�20일�정도�노숙을�했고,�신림에서도�1-2주�정도�했습니다.�그�

후에는�안산에�가서�그�곳에�있는�수단�사람들�집에�거주했습니다.�한번은�제가�비가�오던�날�머물�곳

을�찾지�못해서�여기저기�돌아다니며�지냈고,�결국�쉴�곳이�없어서�이틀�동안�잠을�자지�못한�상태에

서�지하철�역과�같은�비를�피할�수�있는�장소를�찾았는데�그때가�오전�6시�정도였고,�제가�이틀간�잠

을�자지�못한�상태라�그�곳에서�잠이�들었는데,�오전�10시쯤�경찰이�와서�저를�깨웠습니다.�그리고�

저에게�합법적인�체류자격이�있는지�확인했습니다.�그때�가지고�있던�서류(출국기한의�유예)를�보여

줬고,�그때�같이�노숙하고�있던�다른�난민신청자가�의사소통을�도와줬습니다.�경찰은�자고�있던�저를�

거칠게�깨웠고,�체류자격을�확인하기까지�거칠게�했지만�확인을�한�후에는�조금�부드러워졌습니다.�

혼자�있을�때는�하루�종일�굶었던�적도�있습니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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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및 제언

현재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외 주거 관련 정부지원은 전무

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난민신청자가 한국에서 주거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일부 LH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안산지역에 있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연계된 사례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을 위한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는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숙의 위기에 처했거나 성폭력 내지 가정폭

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쉼터 제공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아동을 동반한 난민신청자 가족, 질병 내지 피해상황을 당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주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주거지원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및 재정착난민이 입소 우선순위에 있다는 한계가 있으

며, 그 외에도 앞서 살펴본 입소자의 경험에서 드러나듯 관리감독 위주의 시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 와서 장기간 소요되는 심사기간 동안 안정적으

로 지내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리셉션 센터로의 기능을 모든 난민신청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지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야 할 것이다. 

2018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주민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없는 주거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

다. 주거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결과보고서에 이주민과 관련하여 1) 차별금지 및 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를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보장할 것, 2)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

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 외국인 거주자, 이주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도록 할 것, 3) 국제인권법에 따라 주거에 대한 차별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다. 주거권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관점 하에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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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

김진(사단법인 두루), 오은정(사단법인 피난처)

[연도별·연령별 누적 난민인정신청 현황]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난민신청 48,906 64,357 71,042 73,383

18세 미만 난민신청 1,822 2,472 2,751 2,939

비율 3.7% 3.8% 3.9% 4%

출처: 2018-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최근 몇년 간,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신청 통계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18세 미만의 난민신청자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난민인정신청 73,383건 중 18세 미만 아동의 난민인

정신청은 2,939건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18세 미만

의 난민신청자 아동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난민 

신청자 아동들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구

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난민 아동은 더 큰 

보호상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 

은 당사국 정부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

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본 연구에서는 난민신청자 중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과 영유아기에 한국에 입국한 아

동을 중심으로 출생 또는 외국인등록 단계부터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의 보육과 교육 

- 입학, 학교생활, 부모 및 교사와의 소통 등, 예방접종과 병원 이용 등 건강 관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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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5명의 응답자 중 18명의 응답자가 한국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 중 13명의 응답자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키우고 있었

고, 그 중 4명의 아이들이 본국 및 대사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되

지 않았다. 35명의 응답자 중 4명은 본국에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아이를 직접 양육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였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등이 보호하고자 하는 난민 아동에는 부모 또

는 보호자와 함께 있는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입국하여 가족으로부

터 떨어져 지내는 아동 역시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의 제한으로 부모 미동반 

아동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출생등록 및 여권의 발급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출생 후 입국한 아

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보가 부모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으로 제대로 기재

되었는지 질문하였고, 아동 출생 이후 외국인등록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

문하였다.

한국에서 출생등록 및 외국인 등록이 모두 된 경우에도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온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행정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부모의 외국인등

록사실증명서에 아동이 동거 가족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

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함께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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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변내용 정리

아동의 여권 발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민신청자의 신분으로 본국의 대사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 뿐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한국에 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모두 여권 발급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대사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과도한 대기로 어려움을 겪

었다는 사례가 공유되었다.

[난민신청 사유로 인해 여권발급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 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등 절차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

“아이를�데리고�나를�박해한�본국의�공관에�가는�것�자체가�어렵습니다.�(본국)�정부에서�받는�것은�

다�거부하고�싶습니다.”(30대�여성)

“저와�딸의�여권은�남편이�본국에서�체포되기�전에�만들어뒀던�것라�괜찮았습니다.�하지만�남편은�체

포당할�때�여권이�압수됐었는데�이후에�본국에�있는�가족이�재신청해야�했습니다.”�(20대�여성)

“로힝야는�미얀마에서�국민으로�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여권을�만들�수조차�없습니다.”�(40대�여

성)�

“정부와�문제가�있어�앙골라�대사관에�갈�수�없고�한국에서�태어난�셋째�아이의�여권을�신청할�수�없

습니다.”�(40대�남성)

“(카메룬은)�한국에�대사관이�없고�영사관만�있습니다.�그래서�일본�카메룬�대사관에서�1년에�한번�

한국으로�와서�업무처리를�합니다.�(그들이�한국에서�업무를�처리하는)�사흘동안만�이용할�수�있는

데,�한국에�있는�모든�카메룬인이�그�때�몰립니다.�오는�날짜는�정해져있지�않고�일주일�전에�통보되

는�방식입니다.�카메룬�사람들의�왓츠앱을�통해서�내용을�공유받습니다.�때로는�여권�신청을�했는데

도�발급�안�되고�지나가기도�합니다.�첫째�여권에�잘못된�생일�정보�수정을�요청했지만�몇�년이�지나

도록�갱신된�여권을�받지�못했습니다.�첫째�여권은�내년에�만료되서�난감한�상황입니다.”��(40대�여

성)

“한국에�대사관이�없을�뿐�아니라�비용이�많이�듭니다.�대사관이�있는�일본에�서류를�보내서�처리�후�

받아야�해서�그런�것�같습니다.�여권�신청�비용은�1인당�50만원정도�합니다.�4명이면�200만원이에

요.”�(부부-�20대�여성,�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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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난민신청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서 난민신청이나 체류자격 연장

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요청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는 난민신청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 

개선을 요구했던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1년)까지도 아동의 여권을 요청했다

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가족관계 증명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져가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비싼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답변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국에서 받은 증명서를 번역해서 사

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 명의의 통장

을 개설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특히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는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답변이 

다수 확인되었다.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아 보험에서도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여권을�발급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어요.�아이가�출생한�후�난민신청과�생계비�지원신청을�하러�출

입국에�갔으나�여권이�있어야�난민신청과�아동의�생계비�지원신청이�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출생증

명서를�바로�본국에�보냈지만�여권이�늦게�도착하여�출생�후�90일이�넘은�시점에�여권을�출입국사무

소에�가져갔어요.�여권을�가져온�시점이�90일이�넘어서�난민신청은�받아주지만�생계비�지원을�신청

할�수�없다고�했습니다.”�(30대�여성)

“본국에�출생등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내�딸이라는�사실을�인정받기�위해서�유전자�검사를�받아야�

했습니다.�30만원이나�해서�부담이�됐습니다.”�(40대�여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가족관계가�나오지�않습니다.�가족�모두�난민신청자인데�출입국에서�가

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증명서를�발급해주지�않아서�(본국)에서�받은�가족관계증명서를�번역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공증을�안�받아서�이것�관련해�누가�물어본�적은�있지만�관계�인정이�안된�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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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사항 및 제언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

해 처리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족관계등록법이 국

민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법 제1조)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

는 요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

공관에서 출생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

민신청자 등은 출신국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꺼린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 아동은 어디에도 출생을 신고할 수 없으므

로 공적으로 기록이 되지 못하며,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현

재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통과와 함께 난민을 포함한 외

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논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없습니다.”�(40대�여성)

(통장�개설�사례)

“은행에�가서�우리�아이들의�통장을�개설하려고�할�때�자녀임이�입증�가능한�서류를�출입국에서�떼�

오라는�요청을�받았습니다.�(미등록�사유로)�출입국에�갈�수�없어서�통장�개설을�포기했습니다.”�(40

대�여성)

“우리에게�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발급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보험�때문에�서류가�필

요했는데,�필요하니�그�서류를�달라고�사정했으나�출입국에서는�난민신청자들에게는�줄�수�없다고�

주지�않았습니다.”(20대�여성)

“딸이�제�딸이라는�것을�입증하는�서류가�없어서�힘들었습니다.�가족이라는�것을�입증해야�보험에�가

입할�수�있는데�출입국에서는�강경한�입장을�취하면서�딸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가�없다고�했습니

다.�출입국에서�가족임을�증명해주기�전까지는�보험에서도�가족으로�묶어주지�않았습니다.”�(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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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태조사를 통해 여전히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난민신청절차 및 체류자격 

연장 절차에서 아동의 여권을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은 난민신청 아동 등이 출입국 관련 절차를 거칠 때, 본국 대사관 접근이 

어려운 난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체류 연장 등의 절차에서 여권 요구가 생략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여권이 없더라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여권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여전히 

여권을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건강권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한국에서는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라 하

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부여 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제 때 진단과 진

료를 받지 못함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돈을 내고 접종해야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잘�모르겠습니다.�학교에서�예방접종을�받았다는�이야기를�들은�적은�있습니다.�어렸을�때�맞아야�

하는�필수접종이�있다는�것도�몰랐습니다”�(40대�여성,�자녀는�중학생�1인,�초등학생�1인)

“동네�보건소에서는�어떤�접종은�안�된다고�병원에�가야�한다고�안내를�받았습니다.�병원에�가니�돈

을�내기는�했지만�바로�맞을�수는�있었습니다.�2번�맞아야�하는�것이었는데�하나당�10만원이었습니

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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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인 부모가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자녀인 이

주아동 역시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지역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문제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

류자격에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 G-1자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적체

류자 제외).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난민신청 아동은 건강보험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난민 아동의 경우, 이러한 트

라우마가 신체의 장애 및 언어, 발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장애는 적절한 시기

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어지는 청소년기, 성인기에서 지속될 수 있으며 장애

가 영구적으로 남거나 더욱 심화될 가능성 역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 아

동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제 시기에 장애를 진단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가 

“소아과에서�안내해줘서�받았습니댜.�어떤�주사를�언제�맞아야�하는지도�친절히�안내해줬습니다.”��

(20대,�여성)

“저는�첫째를�임신했을�때�의사선생님이�알려주셔서�(보건소에서�무료로�받을�수�있다는�사실을)�알

았습니다.�주변�사람들이�다�알진�않아서�제가�이런�정보를�공유해주곤�합니다.”�(40대�여성)

“저는�괜찮은데�아이들이�아플�때는�보험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아이들은�자주�아픈데�병원에�

가려면�너무�큰�비용이�들고,�어떤�병원에서는�체류자격이�없으면�안�된다고�진료를�거부하기도�해

요.”�(30대�남성)

“아이들이�있는�경우에는�한�번도�병원에�가지�않는�달이�없습니다.�학교에�다니기�시작하면�계속�감

기에�걸려서�오거든요.�그래서�한�아이당�적어도�2주일에�한번은�병원에�가고,�갈�때마다�3만�5천원

은�듭니다.�아이들은�굉장히�자주�아픕니다.”�(30대�여성)

“단체의�도움을�받아서�아이가�아플�때에는�공제받을�수�있는�병원을�찾아간다.�하지만�병원에�가려

면�공제회에�해당하는�병원만�갈�수�있다.�아이가�당장�아픈데�1시간�이상�걸리는�먼�병원으로�가야�

했어요.”�(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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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경우에도 장애등록이 불가능하여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우

려가 크다.

다) 개선사항 및 제언

난민 아동의 경우 생모의 트라우마가 임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신생아 질

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난민신청자 자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경제상 이유 등으로 제 시기에 장애를 진단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

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등록 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 아동은 장애등록이 가능하지만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 아동은 여전

히 등록이 불가능하다.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난민신청 아동 역시 지역보험 가입 대

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수년�전�큰�충격을�받은�이후�태도에�걱정되는�부분이�있지만�장애�판정을�받거나�하지는�못

했습니다.�본인이�훨씬�더�어린�것처럼�말하고,�화장실을�가는�데도�문제가�있으며,�약을�먹거나�주사

맞는�것을�포비아�수준으로�무서워합니다.�두달�반�경부터�정신과�치료를�일주일에�한번씩�받고�있습

니다.”�(30대,�여성)

“아이의�발달에�문제가�있다는�것은�훨씬�전에�인지했지만�돈이�너무�많이�들어서�진단이나�치료를�

꿈도�꾸지�못했습니다.�아이가�어렸을�때�간질과�발작�증세가�있었고,�갑자기�의식이�없어지는�증상

이�있습니다.�하지만�저(모)의�실신�장애로�이미�외부에서�치료비�지원받는�금액이�컸기�때문에�아이

들은�병원에�갈�수�없었습니다.�난민�인정을�받은�이후�보험�가입해�발달장애�진단을�받았는데,�이미�

너무�나이가�많아서�(중학생)�치료에�한계가�있다고�했습니다.”�(40대�여성,�자녀는�현재�중학생)��

“어린�아이들은�병원에�자주�가는데�치료를�위한�금전적인�지원도�있으면�좋겠습니다.�한국에서는�아

이가�체류자격이�없으면�병원에서�지원을�받을�수도�없고,�보험도�없어서�다른�병원에서�진료를�받을�

수�없어요.�이런�점은�개선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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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권과 보육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난민법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

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아동은 체류, 인종, 국적,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중등교육

까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난민신청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

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있는지, 부모 및 

자녀가 학교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있는지를 중점으로 질의하였다. 더불어, 미취학 아

동의 보육기관 이용 실태와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 답변내용 정리

(1) 취학 아동의 입학 및 학교생활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자녀가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

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의 자녀들은 입학할 시점에 입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입학시기를 놓치거나, 난민이라는 특성상 대사관 및 본국 방문이 어려워 서류가 미비

한 상황에서 입학통지서 없이 학교에 방문하면, 소통문제, 신분확인, 행정서류 미비 등

의 이유로 입학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18명의 응답자중 4명

만 정부로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나머지 응답자는 시민단

체, 지인, 교회, 쉼터 등에서 자녀의 학교 입학을 조력해야 입학이 가능했다. 한 아동은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이 거절되었고, 이후 특수학급을 위한 

발달 검사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1년이 지나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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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첫째아이가�입학하려�했던�초등학교에서�아이가�특수아동으로�의심되어�입학이�어렵다는�안내를�받

았습니다.�다른�학교를�찾고�발달검사를�하느라�아이가�학교를�못�가서�1년동안�집에만�있었고�언어

가�늘지�않아�소통도�어려웠어요.”�(40대,�남성)��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도 아동들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교육수당 

등의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설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야간 노동 및 원거리 직장 등

의 이유로 방과 후 자녀를 돌봐 줄 양육자가 부재한 경우 아이들은 홀로 집에 남게되

고, 이는 아동방임, 비행, 위험 상황 노출,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마다 교육비가 발생하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까운 

일반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멀리 전학가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복

비나 체험학습 등에 드는 비용도 난민신청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는 부담이 컸다.

[학비 및 방과후 돌봄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

“아이들이�초등학교때�세이브더칠드런에서�학원비를�지원해주었지만�정부는�어떤�지원도�없었어요.�

주민센터에서도�아이들은�지원이�아무것도�없었고,�지역아동센터도�난민인정자만�이용할�수�있었어

요.”�(40대,�여성)��

“방과후�수업은�추가�비용(태권도�매달�16만원,�영어공부는�매달�20만원)이�필요한데,�처음에�가다

가,�이후엔�돈을�못내서�보낼�수�없었어요.”�(30대,�여성)

“학교에서�여행�갈�때마다,�그�비용을�못�냈어요.�수학여행이나�졸업사진�등�매번�비용이�없어서�미안

했어요.�학교에서�필요한�비용을�계좌�이체할�때�할부로�보낼�수�있도록�학교와�협의하기도�했습니

다.”�(40대,�여성)

“첫째�자녀의�일반�고등학교�교육비�학기당�1백만원�교육비가�들어갑니다.�한달에�10만원�급식비도�

내야해요.�교회에서�도움을�주었지만�지속하기�어려웠고�정부�지원금이�있는�기술�고등학교가�있다

는�말을�들었어요.�전학�간�학교에서�2년반동안�장학금을�지원받아�다닐�수�있었어요.�셋째아이는�지

금�중3인데�어느�고등학교를�갈지�찾고�있어요.�교육비가�들지�않는�기술�고등학교를�가야해요.”�(40

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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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난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부모가 선생님과 

소통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 영어교사 등의 인력이 있음에도 학교

에서는 학부모에게 “영어로 소통할 수 없다, 한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

고 아동이 학교에서 심각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도 통역을 도와줄 수 있는 센

터 선생님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반면, 학교와 소통하기 위해 부모와 선생님이 구글 통

역을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안내문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보내거나 아이들이 통역가 역

할을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마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역량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가 학교생활 적응과 

수용받는 경험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학교와의 소통에 대한 사례]

“첫째�딸이�고등학교�다닐�때�2-3달마다�50만원을�내야�해서�힘들었어요.�고등학교�전까지는�별�문

제�없었는데,�해당�금액에�대해�지원을�전혀�받지�못했습니다.”�(40대,�여성)

“지금�고등학교�다니는�자녀는�선생님�때문에�자퇴한�상황입니다.�선생님은�롤모델이�되어야�하는데�

이�사람은�교실에서�욕을�하고�안�좋은�말투로�이야기하고�그래서�둘째�딸이�학교�가는�것을�싫어하

게�되었습니다.�문제�있는�선생님�관련해서�학교�갔을�때도�다른�선생님들이�죄송하다고�했어요.�그�

때�딸과�같이�가서�통역해주었습니다.”�(40대,�여성)

“학교에서�주는�안내문은�모두�한국어로�모두�작성되고�있어서�아무것도�이해하지�못합니다.�평소에

는�구글�번역기를�사용해서�읽어요.�하지만�셋째아이가�학교폭력�사건에�휘말렸을�때�영어를�하는�센

터�선생님이�같이�갔었는데�학교에서�같이�들어가는�것을�거절했어요.�셋째아이가�지적장애가�있고�

아랍어도�잘�못하는데�아이를�통해�저에게�통역하도록�했고�저는�모두�이해하지�못했습니다.�선생님

은�여러�문장으로�말하는데�아이는�한단어로만�통역하는�문제가�있었어요.�영어선생님을�통해서�연

락할�수�없는지�문의�하였지만�학교에�영어�하는�사람�없다고�들어주지�않았습니다.�아이에게�문제가�

심각해지기�전에�미리�연락해달라고�하였지만�문제가�이미�커진�후에�연락하였고�한국어로�이야기하

니까�전혀�알아듣지�못하여�마음이�아픕니다.”�(40대,�여성)

“가정통신문�내용은�앱으로�알려주는데,�번역기능이�있으나��번역이�되지�않아서�어려움이�있습니다.�

아이가�초등학교�저학년�때�교사가�영어를�못해서,�제가�한국인�친구를�데려가서�그�친구가�영어로�

설명을�해줘야�겨우�의사소통이�가능했어요.”�(4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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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서 스쿨뱅킹 개설, 학교 어플리케이션 가

입이 되지 않아 부모가 행정적 어려움과 피로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사례]

(2) 취학 전 보육에 대한 부담

한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정부의 보육비 보조금이 일체 없기 때문에 보육기관을 이

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비용을 모두 자부담 해야한다. 35명의 응답자중 12명의 응답

자가 미취학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로는 재

정적 부담, 가정보육 선호, 어린이집 입소 거절 등의 이유가 있었다. 어린이집에 자녀

를 보내기 위해서는 월 평균 1인 35만 원~50만 원의 보육비가 청구되고 있었고 자녀

가 많은 경우 그 부담은 더 가중되었다. 현재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12명의 응답자 중 

11명은 지자체,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민간단체에서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었는

데 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부담으로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생님과�카카오톡으로�소통합니다.�아이들이�다니는�학교에�필요할�때�도와주는�프랑스어�통역가

가�있어서�가정통신문�같은�서류를�번역해주기도�했어요.�방과후�수업에는�통역가가�없어서�구글통

역기를�사용하기도�합니다.”�(40대,�남성)

“모든�학교�활동을�신청할�때,�어플리케이션을�통해서만�할�수�있었는데,�한국어,�러시어아만�있었어

요.�신청금을�부모이름으로�입금하면�안되고,�아이이름으로�입금해야�했지만�아이�이름으로�계좌가�

있는�것도�아니니까.�전화로�학교측과�한참�대화하고�나서야�결국�atm기에서�아이�이름으로�입금할�

수�있었습니다.”�(40대,�여성)

“현장학습�신청�시�아이�이름으로�스쿨뱅킹을�만들어야했는데,�외국인�등록증이�없어서�불가능했어

요.�학교�선생님이�중간에서�도와주셔서�학교계좌로�송금할�수�있도록�도와주셨고,�아이가�현장학습�

참여가�가능했습니다.�이�과정이�생각보다�쉽지�않아�스트레스였어요.”�(40대,�여성)

“아이가�외국인�등록증이�없어�스쿨뱅킹이나�학교�시스템�등록이�전혀�안되었어요.”�(4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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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관 이용 및 보육비에 대한 사례]

(3) 부모-자녀 소통 어려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중도입국한 자녀들은 부모와 모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가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한국어로 대답하거나 부모

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역시 아이들의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

소했다.

[부모와 모국어 소통이 어려운 사례]

“평택에서�안산으로�이사온�것도�어린이집이�너무�비싸서입니다.�안산에서는�3달�이상�거주하면�유

치원비�20만원을�지원해주기�때문입니다.”�(30대,�여성)

“매월�35만�원을�어린이집에�내야합니다.�아르바이트로�버는�돈으로�간신히�납부하고�있어요.”�(40

대,�여성)

“첫째는�매월�35만원씩�세이브더칠드런에서�지원받고�있어요.�제가�아르바이트를�해야�해서�둘째도�

어린이집에�가고�있지만�아무런�지원도�없고�제가�다�내야해요.”�(30대,�여성)

“아이와�살고�있었던�안산에서는�유치원을�찾지�못해서�이태원에�있는�유치원에�아이를�맡길�수�밖에�

없었어요.�이태원에�사는�친구가�유치원에서�아이를�대신�픽업해서�돌봐주었어요.�하지만�아이가�자

주�아팠기�때문에�다시�아이를�집으로�데리고�왔어요.”�(30대,�여성)

“셋째아이가�보육기관을�이용하지�못하고�있어요.�집�근처�모든�유치원에�대기가�많아서�등록을�못하

고�1년째�집에만�있는�상황입니다.�저는�일하다가�팔을�수술해서�아이를�돌봐주기�어려운데�방법이�

없습니다.”�(40대,�남성)

“외국인�아이들이�유치원�다닐�수�있게�지원해주는�일이�중요합니다.�어렸을�때�유치원�다니는지�여

부에�따라�학교와�사회적응�정도가�매우�달라지기�때문입니다.”�(20대,�여성)

“자녀들은�한국말�잘해서�자기들끼리�한국말로�하지만,�나는�한국말�잘�못해서�불편합니다.�내가�영

어로�얘기하면�자녀들은�알아는�듣지만,�자녀들은�영어를�말할�수는�없어서�활발한�의사소통이�어렵

고,�가끔�번역기�쓰거나�하고�있어요.”�(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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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사항 및 제언

첫번째로, 난민의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중도 입국한 난민신청

자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난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난민

인정절차를 심사할 인력과 재정을 늘리고 난민인정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완화

하는 동시에, 심사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난민신청자 아동이 지체

되지 않고 안정된 체류자격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 나아가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들이 난민심사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불정한 체류 지위로 인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박탈 당하지 않도록 제도

를 정비해야한다.  

두번째로, 다문화 사회를 향해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난민에 대

한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언어 및 문화로 인한 소통의 부재, 난민 신청자 

아이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문제를  학교와 교사 개인이 짊어지

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모든 아이들이 출신, 국적,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입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만으로도 신속하게 학교에 입

“미얀마어로�소통하는데�이제는�딸이�못�알아듣는�경우도�생기고�있어요.�미얀마어도�알아야�된다고�

딸에게�말하지만�자연스럽게�잊혀지는�것�같습니다.”�(40대,�여성)

“아랍어로�소통이�어려워서�답답하고�힘들어요.�제가�아랍어를�더�잘해야�한다고�생각해요.�엄마가�

아랍어를�가르쳐�주시려고�하지만�집중이�잘�안돼서�어려워요.�부모님도�한국어를�배우면�좋겠지만�

그래도�내가�아랍어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어요.”�(10대,�여아)

“아이가�영어보다�한국어를�더�많이�사용하는데�제가�이해하지�못할�때가�많아요.�아이가�무엇을�원

하는지,�왜�우는지�이해하지�못할�때�힘듭니다.�아이가�‘이거�뭐에요’�라고�한�말을�이해하지�못해서�

친구에게�물어보고�나중에�이해했어요.�‘없네’�라는�말도�‘없어’와�같은�뜻인지�몰랐어요.�자신이�원하

는�것을�엄마가�이해하지�못해서�아이가�울어도�왜�우는지�몰랐을�때�마음이�안좋았고�아이가�밖에�

나가버리는�상황이�생기도�했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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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할 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 또한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번역 자원을 마

련하고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난민신청자 아동들이 어플리케이션과 스쿨뱅킹 등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

나는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비차별 교육과 다문화 및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

하고, 단발적이고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식의 다문화 교육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상호교

류가 있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난민 아이

들이 학교에서 상호 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민가정의 아이와 부모

가 학교를 통해 함께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유관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세번째로, 아동이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아이들이 발달시기에 외

부로 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언어, 정서, 인지, 신체가 건강한 사회 구성

원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더불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지

지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미취학 아동이 외국인 등록번호로도 보육기관에 

대기 및 입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몇년 전부

터 안산, 시흥, 용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으

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지자체 예산이라는 한계로 인해 일

부 지역은 일시지원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의 보육비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받는 정부 지원과 달리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육비 부담으로 아동이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아동이 충분한 음식 섭취, 안전한 주거

공간, 위생적인 양육환경 등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

다. 아동의 언어 및 정서, 신체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가 집에만 머무르게 되

면서 한국어 습득이 지연되고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교육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 아동이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에

게만 적용되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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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난민신청자 자녀가 안전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을 될 수 있도록 

부모의 한국어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이와 언어로 인해 소통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모의 한국어 역

량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라는 체류 자격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센터나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기존에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잘 구성된 언어 및 문화 교육, 

양육 지원 서비스 등을 난민신청자 가정에도 확대한다면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동시에 부모가 아이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키우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취업 기술교육이

나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부모의 돌봄 공백을 채우고 아이들이 안전

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 등의 방과 후 교육시설을 체류 지

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하도록 확대하고, 아동의 한국어 및 부모언어, 기타 학

습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센터, 학교, 경찰서, 민간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난민과 이

주아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난민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이 효

과적으로 전달된다면, 난민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건강하

게 기능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 모델이 될 것이다.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실태조사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재판절차를 거친 아동과 아동 성착취 피해

를 입은 아동,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동 등이 파악되어 관련 사건과 경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고압적인 경찰의 태도, 통역의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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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아동의 사례가 파악되었다. 특히 통역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

에서 통역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부모와의 소통을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 자매에

게 요청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을 받

은 사례에서, 특별교육명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법원에 의해 부과된 강제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71조 제2호, 제32조의2 제3항)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난민신청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시설 등 

쉼터를 이용할 때 쉼터에서는 자체의 예산으로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성착취 

피해자인 난민신청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지 못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아동 사건의 보조인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난민신청 아동

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질의했지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쉼터의 담당 주무부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성인인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외국인 지원시설, 혹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한다.

다) 개선사항 및 제언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은 “자신

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도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청취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현재 난민인정절차

“경찰에서�조사받을�때�변호사가�없이�혼자�조사를�받으니�경찰이�욕하고�화내고�제�말은�안�믿어주

었어요.�나중에는�부모님과�함께�갔는데,�부모님이�있기는�했지만�통역이�제공되지는�않았어요.�저는�

한국어를�잘�하지만�부모님은�(본국)어만�하실�수�있어서�답답해하시고�궁금해하시는데�저도�조사받

느라�설명할�수가�없었어요.�통역이�있었으면�더�많은�이야기를�할�수�있었을�것�같아요.”�(10대�여성)

“어머니가�특별교육을�받아야�하는데�통역을�구하지�못해서�아직도�받지�못하고�있어요.�법원에서�별

도로�예산이�없다고�했대요.”�(1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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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동이 통역을 제공받고 있으나 그 외 아동이 사

법절차에 연루될 때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이 언제나 통역을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동 본인이 부모와 사법 및 행정 기관 사이에서 통역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한 아동이 부모에 비해 한국어

를 더 잘 구사한다는 점, 한국 내 난민들의 모국어 통역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

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

를 거칠 때에는 아동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통역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모

든 절차는 해당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한 

내용이 결정되는 재판과 조사, 기타 학교에서의 활동 과정에서 아동 뿐 아니라 부모의 

의사가 중요할 때에는 부모의 통역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이 학대,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를 입은 경우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법과 규정,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법적 근거와 함께 재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에서 아동이 온

전히 권리를 보장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난민

신청 아동이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청소년 지원시설 

뿐 아니라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

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 아니라 아동사법 사건 등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출입국 등 행정기관의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아동사법 제도는 아동이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

여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법체계로,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병행 

또는 독립해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 교

육을 통한 기회의 부여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아동의 난민신청 과정 또는 체류의 연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아동사법 제

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와 기회의 부여라는 목적과 정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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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난민인정절차와 더불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서는 아동이 한

국국적을 가진 아동이 아닌 이주아동이라는 특수성,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는 

점 – 즉 본국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한 난민신청 아동이라는 특수성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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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과 노동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김영아(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1) 노동현황과 근로조건

가) 질문 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취업과 노동 부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첫째,  난민신청자의 노동 

현황 및 근로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기 조사하기 위해 난민들의 근로조

건 (업종, 임금, 근무 시간, 근로계약서 유무, 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하였고, 근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사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산재,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사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둘째,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난민법 제 40조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취업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없는지를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질문하였다. (난민 취업제도에 대한 이해, 취업분야에 대한 이해, 행정처리의 어려움 

여부, 정보제공) 

셋째,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생존의 문제를 위해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지만, 난민

신청자의 비자에 허용된 직업군의 제한, 언어 장벽 등 구직을 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취업 정보의 제공과 상담, 취업을 위한 연계 또는 훈련에 대한 경험이 있

는지 질의 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응답자들의 노동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난민신청자들 

중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제조업,  호텔청소, 식당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

었다. 특이사항으로는 베이비 시팅, 차 중개업, 유심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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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 양육을 하

고 있는 여성의 경우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음’,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

서 더이상 제조업에서 일하기 어려움’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현재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지 못한 재신청자들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근로시간의 경우 대부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8시간 이상 근무했었다고 답변한 사람은 11명으로 이들은 주로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이었다. 급여를 보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 였으나, 정해

진 시급이 아닌 상태에서 받는 경우도 3명 있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노동조건에 만족하냐고 답변한 이가 7명, 불만족하다

고 이야기한 이는 14명이다.  만족한다고 답변한 이들은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비상상황에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이들은 업무강도, 인종차별, 급

여가 넉넉하지않음 등을 이유로 답변하였다.

업무의�난이도에�따른�불만족�:�

“강도가�높은�일이어서�체력적으로�힘들었고,�결국�그만두게�되었습니다.”��(남성,�20대)�

“업무의�강도가�세고�근무시간이�길어서�힘들었습니다.”�(남성,�20대)

인종차별에�따른�불만족�:�

“일�자체가�고된것은�괜찮지만,�일하면서�정신적�스트레스가�큽니다.�욕하고�소리지르는�소리를�듣는

것이�힘들어서�일을�그만두었습니다.”��(남성,�20대)

“대우가�나쁘고,�모욕과�인종차별을�받고�있습니다.”�(여성,�20대)

시간사용에�대한�만족�:�

“아이를�6시에�픽업할�수�있고,�회사차량이�출퇴근�픽업을�해주는�곳이다.”�(여성,�30대)

“아이가�아플�때나�위급한�상황의�경우�일을�일찍�마칠�수�있도록�양해해준다.”

(여성,�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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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난민들이 대다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 본 난민들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급여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 못한 난민들이 많

았다. 따로 직장에서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도 않는다고 답변하

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로 단기직(일용직),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회

사에서 써주고 싶어하지 않아서, 출입국에 내야하는 12만원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없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들 중 회사에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답변한 이들도 다수 있었다.  

또한 직장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한 이는 3명이었고, 이들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근로계약서가 없이 취업한 

난민들의 경우, 회사가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 여러 번 취업했던 난민의 경우 매번 건

강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었다고 답변하였다. 

회사 내 노사문제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경험하였고, 임금체불, 열악한 환경근무, 법

정근로시간 어김, 초과수당 미지급, 법정공휴일에 근로 등을 대다수 경험하였다. 임금

체불의 경우 대다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본 경험이 있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자주�요구했다는�이유로�해고�되었습니다.�(여성,�40대)

“G1�비자�(난민신청자)도�건강보험을�가입할�수�있다는�이야기를�듣고�가입하려고�했는데,�근로계약

서(직장인�건강보험)이�없으면�안된다고�했어요.”�(여성,�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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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의무적으로�해야하는�직장에�다녔다.�외국인은�밤�9시까지�일하는데,�한국인들인�7시에�가

는경우도�많았다�.”�(남성,�20대)

“아이의�출산으로�5일�휴가를�써야�했는데�복귀하자마자�부당해고�당했다.�그래서�노동센터에�민원

제기를�했는데�사장이�나에게�150만원을�합의금을�보내서�민원으로�취소한�적도�있다.�“(남성,�20대)

“재신청자라�어렵게�직장을�구해야�했는데,�외국인�등록증이�없다는�이유로�월급을�주지�않으려고�했

던적이�있다.�그�월급을�받기까지�시간이�걸렸다.�내가�돈을�못받아도�신고를�못한다는�것을�이용해

서�돈을�주지않으려고�한�적도�있었다.”�(남성,�30대)

“한�공장에서�1년�반이�넘게�근무했지만�퇴직금을�다른�회사에서�받아야�한다고�하면서�결국�못받았

다.�(남성,�30대)”

직장내 괴롭힘15)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총 18명이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다양한 형

태의 직장내 괴롭힘 경험에 대해 중복응답을 하였는데, 그 중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훈련과 승진, 보상 등 대우에서 차별”,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트리기”, “욕설”, “위협” 

등을 경험이 가장 빈번하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많이�받았다.�같이�일하는�한국인보다�더�많이�일해야하고�더�많이�청소해야했고,�한국인들

이쉴�때�나머지�일은�내가�해야했다.�임금차이도�있었다.”��(여성,�40대)

“직장에서�욕설은�일반적이다.�사람들�앞에서�욕하는�경우가�많다.”�(남성,�20대)

“전에�일하던�공장에서�소통이�어려워�고용주가�화를�낸�적이�꽤�있다.�그�외에는�일만�잘하면�힘든�

일은�없었다.�“(남성,�40대)

“내�아들의�경우�공장에서�일하는�동안�직장상사의�성적인�농담으로�고통받는�등�심리적으로�충격을�

받고�아무하고도�이야기�하지�않았다.�그�회사를�그만두고�다른�직장에�갔을�때도�심리적으로�회복이�

되지�않은�상태에서�갔기�때문에�표정이�좋지�않았다.�그리고�돼지고기도�먹지�않기�때문에�회사에서�

좋게�보지�않았고�아들을�해고했다.”�(여성,�40대)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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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경험한 난민은 설문참여자 중 7명이었으며, 답변자 중 2명만이 회사가 치료

비 전액을 부담했다고 답변했으며, 그 외의 산재 경험자들은 일부 부담 또는 산재처리

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본국에서의 직업 분야로는 회사원 (4), 사업가 (3), 요식업 (2), 선생님 (2), 가게점원 

(2), 간호사(2), 건물관리인(1), 사회복지사 (1), 가죽공예가 (1), 세관공무원(1), 엔지니

어(2), 목사 (1), 학생 (3) , NGO 활동가 (2) 등이 있었다. 

직종의 제한이 없다면 하고 싶은 일들은 헤어디자이너, IT, 선생님, 사무직,  비즈니

스, 요식업, 엔지니어, 은행원, 간호사, 자동차 관련 일, 돌봄 노동, 인권 관련 일들을 

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취업허가)

처음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것은 대부분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 받았으며, 답변자 

중 일부는 당시에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잃한 적이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출입국에 가지 않았다고 답

변하였다.

출입국 청장이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허가를 

받는 것에 가능하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난민 답변자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취업할 때 업종의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정보를 받았는지 묻는 질

문에 20명이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

“공장에서�병원비는�해결해주지�않았다.�망치질을�하다가�손가락이�부러졌는데,�치료를�받으러�갈�때

마다�2만원을�냈었으나,�회사에서�절반만�비용을�대�주었다.”�(남성,�20대)

“손가락을�기계에�다친�적이�있었다.�산재처리를�하지�못해서�병원에�갈�수�없었고,�약을�바르면서�치

료했다.”��(여성,�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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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출입국지원센터가 아닌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취업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직업소개소에서 안내를 받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난민신청자가 전문분야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알지 못했고, 안다

고 답변한 사람들 역시,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일 뿐, 정

확히 이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경험은 없다고 하였다. 응답자 모두 전문분야에 취

업허가를 신청한 경험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취업허가 신청 시 서류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어렵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어렵지 않았던 이유로는 고용한 회사에서 대부분 처리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마다 대응이 달라 어려웠다는 사례도 있

었다.

취업허가 관련 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수수료 부담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역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었어도 출입국 직원이 확인을 하지 못

해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지역마다�출입국의�대응이�다르다.�취업허가�신청시�계약서를�잘�체크�해주어서�수월하게�진행하는�

곳도�있지만,�어떤�곳은�잘�보지도�않고�화를�낸�적도�있다.�“

(여성,�30대)

“좋은�사장님을�만난�경우에는�출입국에�같이�가서�모든�것을�잘�도와주셨고,�그때는�문제가�없었다.”�

(남성,�20대)

“여권과�ID카드,�수수료를�고용주에게�전달했고,�고용주가�대신�제출해주었습니다.�그래서�특별히�어

렵지는�않았습니다.�“(여성,�40대)

“체류기간이�한�달밖에�남지�않았을�때�한달에�불과한�취업허가를�받기위해�수수료를�내고,�비자를�

연장하고�나서�또�취업허가를�다시�진행하고�수수료를�또�내야하는데,�출입국�사무소에서�비자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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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 신청 또는 연장이 거부된 경험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대다수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한 명만 거부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의신청�기각�통지를�받지�못한�상태에서�취업연장을�위해�출입국�사무소를�가게�되었을�때�경험했

습니다.”�(남성,�30대)

3) 취업 정보, 상담, 연계, 훈련

가) 질문 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생존의 문제를 위해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지만, 난민신청자

의 비자에 허용된 직업군의 제한, 언어적 문제로 구직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

기 쉽지 않다. 또한 소통의 문제, 노동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자리 정보 공유 및 훈련, 상담 등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다.

나) 답변내용정리 

난민신청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총 27분이 답변하였다. 

일자리센터 등 

공공서비스 기관

직업소개소 지인 교차로 등

신문

인터넷 시민단체 

또는

종교기관

기타

1 18 15 0 5 4 1 

(직접찾아다님)

개월만�주고�12만원을�받을�때�마치�사기�당하는�기분이다.”

(남성,�20대)

“이전엔�수수료�면제�대상이었는데,�다시�출입국에�갔을�때�직원이�면제대상인�사실을�모르고�수수료

를내라고�한�적이�있었다.�“(남성,�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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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총 25명이 답변하였다. 

1) 직업정보 접근을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 7

2)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고용정보 제공 8

3)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함 8

4) 국적, 성별, 나이, 언어,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거부 12

5) 기타 2

국적, 성별, 나이, 언어,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거부 당한 항목이 가장 많았는

데, 특별히 특정국적 및 인종, 그리고 체류자격의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회사에서�G1비자인�사람의�경우�6개월마다�갱신해야하기�때문에�계약을�꺼립니다.�G1비자라고�하

면거부당한�적이�있습니다.�“(여성,�40대)

“아랍인이라는�이유로�일을�주지�않았습니다.�때문에�처음에는�국적이�어딘지�이야기�하지�않았습니

다.”�(여성,�40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직업정보 접근을 위한 과도한 비용지출이었는데, 인력사무소

에서 15만원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8명이 답변하였고, 실제

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갔으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사업장에 파견되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차감되는 것이나, 실제 설명한 일보다 훨

씬 열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직업소개소에서�15만원�선불을�요구했을�때�돈이�없어�월급을�받은�후에�주겠다고�했으나�거절되어�

일을�구할�수�없었습니다.�“�(여성,�30대)

“현실적으로는�직업소개소가�가장�빠르게�일을�구할�수�있기�때문에�거길�선택할�수�밖에�없다.�하지

만�근무시간이�알려준�것과�달라�어려움을�겪었습니다.”�(남성,�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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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언어장벽이라고 답변한 이가 가장 많았으며, 실제

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체류

자격이 G1인 경우 회사에서 고용을 꺼려한다고 많은 이들이 답변하였다. 나이가 40대

인 난민부터는 나이가 고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고 답변했으며, 단순노무직의 특성 

상 제조업에 종사할 기회가 대부분인데 여성을 뽑는 곳이 적어 성별 또한 구직에 어려

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기타 이유로는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식사문제 (돼지고

기를 먹지 않음) 또는 히잡을 쓴 것들로 인해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였다. 

“공장에서�한�달�정도�일한�적이�있는데,�외국인이고�G-1�비자라서�다음달�부터�오지�말라는�통보를�

받았습니다.”�(여성,�30대)

“한국어를�하지못해서�갈�수�있는�곳이�거의�없습니다.”�(남성,�20대)

“한국�사람들이�히잡을�쓴�무슬림이라고�싫어합니다.�“(여성,�40대)

취업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특별히 받

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11명이었으며,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의 경우 현

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난민지원기관을 통해 정보제공 및 간단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일자리 연계를 난민지원기관을 통해 받았

던 이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피난처에서�취업정보�제공과�일자리�연계�도움을�받았습니다.�회사의�한국인과�적응하는�법�등�기초

정보들을�배울�수�있었습니다.�“(남성,�20대)

“용접관련�증명서를�받고�싶었는데,�받을�수�없었습니다.�직장을�다니면서�교육을�받을�수�있는�카드

가나오는�것�같은데�그것을�받을�수�있는�방법을�알�수가�없었습니다.�당시에�같이�일하던�한국�동료

들이알려주었지만,�이해를�하지�못했습니다.�용접일을�할�줄�안다는�증명서였던�것�같습니다.�“�(남

성,�20대)

“인력사무소�소장과�연락을�유지하면서�취업정보를�받고�있습니다.�가끔씩�외국인�등록증이�있는�친

구를�소개해달라는�이야기도�듣습니다.�이런�정보제공을�받으면서�노동조건이나�급여�등의�상황을�

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다.”�(여성,�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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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4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

으며,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노동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이들 

중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후에 난민신청과정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하지 못했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노동상담을 받아야했었으나 받을 수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답변도 있었다. 

4) 개선사항 및 제언

노동 또는 취업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건강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난민신청자들은 준비나 지원, 충분한 정보 

없이 생존을 위해 한국의 노동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고용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임금, 

근로시간, 건강보험, 노동조건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며 여러 직

업을 불안하게 전전하고 있다. 가정에서 육아 등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 고

용의 기회와 안정성 면에서 더욱 취약하다. 산재, 직장내 괴롭힘, 인종차별 등 다른 노

사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경험이 설령 한국인과 다른 이주민이 공통으로 겪는 

한국 노동시장의 병폐라 할지라도 어느 부처와 어느 공공기관도 이러한 노동시장에 벌

거숭이처럼 내던져진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나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

은 문제이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사를 만나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리는 난

민신청자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언뜻 난민신청자의 문제해결역량이 나쁘지 않으 것 

같다는 인상을 주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들의 문제가 사안별로 다뤄지고 있

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치 행정이 필요하겠

지만, 우선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

본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취업 정보의 제공과 상담, 취업을 위한 연계 또는 훈련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난민보

호가 진일보할 수 있겠지만 법령의 수정, 타 부처와의 논의 등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급선무라고 생각되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법무부가 지침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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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즉 취업 조건을 난민신청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특히, 아래 사항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인도적 위기에 있는 난민신청자가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난민신청�후�6개월�경과자에게�취업을�허가하는�것이�원칙.�다만,�난민신청�후�6개월이�경과하지�않

았으나�청장�등이�특히�인도적인�배려(임산부,�장애인�등�부양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예외

적으로�취업허가�가능��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지침�2020.4.�기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시�수수료�면제�대상��

-�취업을�하기�어려운�질병이나�장애가�있는�사람�및�그�배우자

-�임산부,�9세�이하�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및�그�배우자

-�18세�미만�또는�65세�이상인�사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입주자�

취업허용�업종

아래�“취업제한�업종”을�제외한�단순노무�업무

취업제한�업종

①�건설업,�②�도박�등�사행행위�영업장소,�③�노래연습장,�무도장�등,�④�학원,�개인과외�

단순노무�업무

①�제조�관련-조립원,�포장원�등,�②�운송�관련-하역원,�운반원,�배달원�등,�③�청소�관련,�④�경비,�⑤�

음식�관련-패스트푸드준비원,�주방보조원,�조리사�보조원,�세척원�등�⑥�주유원,�⑦�매장정리원,�⑧�

주차관리원,�주차안내원,�⑨�경비원,�⑩�전단지�배포원�등�

(※�단순노무행위�세부직업은�www.hikorea.go.kr의�‘체류자격별�통합�안내�매뉴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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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체류

김연주(난민인권센터),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1) 법무부 단계 난민심사 소요시간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난민법 제 18조 4항과 제21조 7항은 조는 각각 난민인정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접

수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난민신청자 수 대비 난민전담공무원의 수가 적고, 통역인 섭

외가 어려움을 사유로 난민인정심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

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2021년 난민인권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난민인정신청 접수 

시부터 결과통지 까지는 평균 23.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난민심사가 

종료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각 응답자들의 난민심사 및 이의신

청단계에서 소요된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난민신청 후 결과 수령까지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30명의 답변은 2주에서 3

년 7개월 사이로 난민신청자들 간의 기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결과를 통지 받는데 3

년이 넘게 걸린 신청자는 7명이었고, 1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거나 면접 

후 결과통보까지 1년 6개월 가량을 대기한 사례도 있었다. 17명의 참여자가 응답한 이

의신청 심사기간은 2주에서 2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후�2년�6개월�가량�대기를�하였고,�1년�동안�인터뷰를�3번�했지만�결국�불인정�되었습니

다.�2021년�8월에�이의신청한�뒤로�아직�결과를�받지�못했습니다”(2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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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기간 연장관련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 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취득한 난민들은 난민심사가 종

결되어 한국을 출국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체류관리과를 방문하여 체

류를 연장한다. 체류기간 연장에 실패할 시에는 미등록체류자로 간주되고 체류기간이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입국 방문을 위한 잦은 휴

가는 안정적인 고용을 저해하며, 방문예약의 어려움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지속적인 부

담으로 작용한다. 체류기간과 관련해 난민신청자들이 경험하는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방법, 연장기간, 필요서류, 연장수수료 및 전반적인 어려움을 질문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체류기간 연장방법은 응답자 모두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한다고 답했다. 

방문시 어려움은 출입국 직원들에 태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고압적이고 무례

한 태도와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당수였고, 방문예약의 어려움, 연장

수수료 부담, 출입국직원들의 지침 미숙지,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부재 등의 어

려움이 뒤를 이었다.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존재를 모르거나 

지나치게 긴 대기시간을 언급했다. 체류기간 연장통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난민들에

게 전달됐다. 출입국 방문 즉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장심사에 시일이 필요할 

시 우편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우편 외에는 전화 혹은 문자로 안내받거

“2018년에�입국하여�난민�신청�한�뒤�면접까지�8개월이�걸렸습니다.�면접�결과를�받기까지는�1년�

반정도�걸렸습니다.”(20대,�여성)

“저는�2012년�8월에�한국에�도착했습니다.�첫�번째�면접은�2017년�1월에�있었으므로�면접만�5년을�

기다렸습니다.�두�번째�면접이�끝난�지금�저는�이의신청�중입니다.�이제까지�10년이�넘게�걸렸습니

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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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대전화 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시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았다. 출입국 및 법원 발

송문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소지 등록을 철저히 하고, 출입국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에 우선순위를 두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한다고 답하였다.  

출입국사무소 방문시 연장되는 체류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했다. 외국인등록

증 소지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6개월, 출국기한유예허가서 및 보호일시해제 

소지자는 3개월씩 체류기간을 부여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 진

행중인 경우 체류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기도 하였다. 타 비자 대비 짧은 체류기간은 

“매번�방문할�때�마다�문제가�생깁니다.�보호일시해제�담당�공무원은�항상�우리에게�본국으로�돌아가

라고�하고,�다시�구금한다고�합니다.”�(50대,�남성)

“6개월�중에서�최악의�날은�출입국�가는�날입니다.�직원들이�저희를�대하는�것이�너무�무례합니다.�

신분증을�던지기도�하고��말하는�것도�너무�심하게�말합니다.”�(20대,�남성)

“너무�사람들이�몰리기�때문에�꼭�예약을�미리�해서�가야합니다.�예약하는�것도�사람이�많이�몰려서,�

방문일�한달�전에는�미리�예약을�하고�가야합니다.�그�예약을�제때�못한다면�문제가�될�것�입니다.”�

(40대,�남성)

“1-2주�후에�방문하라고�할�때도�자세한�이유를�설명하지�않습니다.�이유�설명�없는�것이�불안하게�

만듭니다.�대부분의�출입국�직원들이�영어를�못하고�번역기를�사용합니다.�모두에게�출입국�방문은�

스트레스�입니다.�만약�출입국�사무소�방문객들의�표정을�살펴보면�모두가�스트레스�받고�있다는�것

을�파악할�수�있을�것입니다.”�(30대,�여성)

“각�사람마다�체류연장�6만원을�내야합니다..�하이코리아�이용방법을�안내하지�않았음에도��예약하

고�오라합니다.�사용방법을�알려달라고�했지만�다른사람에게�물어보라고�했습니다.�출입국�사무소는�

어떤�정보를�물어봐도�안내해주지�않습니다.�아랍어�사용�난민신청자�대상�면접조서�조작�등에�대한�

기자회견을�가진�후에는��난민정책과의�태도가�변했습니다.�한국은�난민의�권리나�정보에�대해�온라

인에�게재하지�않고�있습니다.�호주나�독일�정보는�쉽게�알�수�있고�난민들이�자신의�권리를�모두�알

고�있습니다.”�(40대,�여성)

“제�딸�태어난�뒤�난민신청�접수하기�위해,�접수에�필요한�서류�물어보려고�1345에�딱�한�번�전화해

본�적�있습니다.�언어를�선택하려고�할�때,�아랍어�선택하면�항상�담당자가�자리에�없다고�했습니다.�

아랍어�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3일�동안�연결시도를�했었습니다.�연결이�되지�않아서,�3일째�영어

선택했더니�그제서야�상담원과�연결되었습니다.”�(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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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들의 취업에 지장을 주었다. 난민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체류연장을 위해 자

리를 비워야 하고, 취업허가를 자주 갱신해야하기에 고용주가 채용을 거부한다고 답하

였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 서류로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숙소제

공확인서와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이 진행중임을 밝히기 위한 증명원, 보호일시해제를 연장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 사진 등이 추가되었다. 8명의 응답자가 난민신청 이후 여권 갱신하였다고 밝

혔는데, 이중 한 명은 제 3국에 방문하여 여권을 갱신하였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난민의 특성상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다만, 여권 만료로 인해 은행서비스, 해외 출국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분증명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외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가족결합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로 입증이 

되었지만,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없어 체류기간 연장에 난

항을 겪은 응답자가 있었다. 또한 학령기의 자녀를 둔 경우 체류기간 연장 때마다 자녀

의 재학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답하였다.

“6개월마다�체류연장해야�해서�고용주가�채용을�꺼려했습니다.”�(40대,�여성)

“몇몇�회사들은�체류기간이�긴�노동자를�원해서�그�점에서�취업을�거절당한�적이�있었습니다.�6개월�

이상의�근로자를�찾는데�나는�1개월밖에�안남았을�때�나는�뽑히기�어려웠습니다.�이게�취업�거절사

유가�된다고�생각했습니다.”�(20대,�남성)

“출입국에서는�딸과의�가족관계에�있다는�점을�믿을�수�없다고�했습니다.�그�때�피난처에서�출입국과�

얘기하면서�도와줬습니다.�처음에�혼자�갔을때에는�체류기간�연장을�허가�안해줬다가…�피난처�직원

과�함께�갔을�때�피난처가�출입국을�설득하고자�노력했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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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들은 한국 입국 후 2년 이상 체류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 명의로 계약

된 주거지에서 거주 중이었다.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임대차 계약 후 집주인 혹은 부동

산에서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재정능력이 되지 않는 응답자들의 경우 민

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였으며, 체류기간 연장 필요시 단체에 요청하여 숙

소제공확인서를 동봉하였다. 응답자 중 1명은 한국 입국 초기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할 

수 없어 동일국적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답하였다. 친구 명의로 된 거주계약서를 체

류지 입증서류로 사용할 경우 해당 친구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응답자 중 1

명은 체류연장시마다 출입국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게만 부과되었다. 외국인등록증 발

급 및 갱신 수수료는 3만원이며,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1인당 6만원이었다. 법으로 

규정된 금액이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무직 상태에서는 수수료 금액이 부과된

다고 답하였다.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를 면제받

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절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1명이 응답하

였다. 난민인정 재신청시 체류자격 연장이 거절되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필요서

“우선�난민신청자에�대한�출입국�사무소의�대우가�너무�안�좋습니다.�체류�연장시�모든�가구�구성원

이�연장�수수료�6만원�내야하고,�ID바꿀�때마다�3만원�내야합니다.�가족이�많아서�상당한�금액입니

다.�방식이나�태도�말투,�절차�모두�까다롭고�좋지�않아서�항상�스트레스�받습니다.�갈�때마다�자녀들

이�학생이라는�것�알면서도�재학증명서�가지고�오라고�해서�너무�힘듭니다.�그리고�갈�때마다�다시�

사진�찍으라고�합니다.�출입국�사무소�안에�사진�촬영하는�곳이�있고�거기서�찍으면�증명사진�8개를�

주는데요.�그�중�한�개를�제출하고�나머지�7개�돌려줍니다.�그래서�다음�번에�갈�때�남은�사진�중에�제

출하려고�해도�그러면�안�된다고�하고�새로�찍으라고�합니다.”�(40대,�여성)

“자녀가�아주�어릴�때는�체류자격�연장�수수료를�면제받았는데,�이번에�고등학교�다니는�딸도�돈이�

없으니�면제�해달라고�했는데�그럼�연장�못해준다고�해서�어쩔�수�없이�돈을�냈습니다.��지금�중학교�

다니는�딸은�수수료를�면제받고�있습니다.�정확히�몇�살부터�면제가�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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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미비가 뒤를 이었다. 난민 재신청을 접수한 응답자들은 재신청 후 체류자격이 변경

되는 것에 안내가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했다. 체류기간 만료일에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였음에도 업무시간 내 연장처리가 되지 않아 미등록체류로 전락한 경험이 있다

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3) 은행 및 이동통신 이용 관련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외국인등록증은 난민신청자들의 대한민국 체류중 신분증명 수단으로 기능함과 동시

에 이동통신, 은행 등의 사회제반서비스 등록 시 장기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 사용된다. 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를 장기체류로 간주하며 은행계좌와 체크카

드를 개설 및 갱신 시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 증명을 요청한다. 난민신청자들이 한국

에 체류하는 동안 신분 증명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

대전화와 은행이용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난민�재신청�시�체류연장이�거부됐습니다.�이유에�대해서는�제대로�된�설명을�하지�않고,�그저�다른�

출입국으로�가라고만�했습니다.”�(50대,�남성)

“한번�체류와�전혀�무관한�일로�화를�내고�소리를�지른�후,�직원�마음대로�연장을�거절했습니다.�잘못

되었다는�것을�알고�항의를�했더니,�그제서야�승인해주었습니다.�처음에는�왜�거절했냐고�물어보자�

‘너랑�이야기하기�싫어서�거절했다'라고�했습니다.”�(30대,�남성)

“체류기간이�만료되기�전에�연장하러�갔는데�6시가�넘었다고�내일�오라고�한�적이�있습니다.�다음날�

갔더니�체류자격이�만료되어�연장이�불가능하다고�안내를�받았습니다.�벌금으로�100만원을�내라고�

해서�돈이�없다고�했더니�출입국의�여성�직원이�50만원으로�깎아준다고�하였지만�제�수중에는�50만

원도�없었습니다.”�(20대,�여성)



2부 _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137

나) 답변내용 정리

응답자 전원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방법으

로는 난민신청 후 발급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본인명의로 통신사에서 개통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입국 직후 여권으로 신분증명 후 선불유심을 구매

하였고 매달 비용을 납부하며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개통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 다른 외국인, 교회, 친구 등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다만, 체류기간 만

료 시 휴대전화가 정지되거나, 외국인 등록증 말소 시 휴대전화 번호 또한 말소되거나 

번호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모두 필수였다. 한국에서 난민신청 한 

후에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까지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이때의 은행계좌

는 1회 출금 금액이 제한된 한도 계좌이며 근로계약서를 제시해야만 정상계좌로 변경

할 수 있었다. 난민재신청 등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된 경우 체크카드를 재발

급할 수 없어 여권을 통해 은행창구 업무 혹은 실물통장을 가지고 ATM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모두 말소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라도 사용

할 수 없었다. 외국어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을 찾기 어려웠다는 답변 또한 다수였다.

“처음에는�아이디�있을�때�만들었는데�체류가�만료될�때면�핸드폰이�정지됩니다.�다시�전화해서�체류�

연장했다고�서류를�보내면�다시�연장됩니다.”�(20대,�여성)

“이전에�개통했던�번호는�아이디�카드가�마무리�되면서�끝났습니다.�재신청자에게�너무�가혹합니다.�

현재는�친구의�이름을�빌려서�휴대전화�번호를�사용하고�있습니다.”�(40대,�남성)

“핸드폰과�마찬가지로�ID카드�있을�때�만들긴�했지만,�현재는�ID카드가�없어서�은행�거래는�못하고�

있습니다.�계좌가�있긴�하지만�쓰지�못하고�있어서�불편합니다.”(40대,�남성)

“ID�카드�뺏긴�후로�은행�계좌�새로�여는�것�어려워졌습니다.�여권도�만료�되었기�때문에�더욱�그렇습

니다.�더�이상�은행�방문해서�업무�보는�것은�어려워졌고�ATM�업무만�보고�있습니다.”(30대,�여성)

“출금한도초과를�갱신해야할�때�그�방법을�이해하기가�어려웠습니다.�이태원이나�홍대�은행이면�쉬

웠을텐데�도봉구나�다른�곳�은행은�영어를�못해서�이용하기가�어려웠습니다.”�(2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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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중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시도 관련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 내용

난민들도 체류중 가족의 경조사를 위시하여 다양한 사유로 대한민국을 출국한다. 이 

때 외국인등록증은 복수비자로 기능하여 체류기간이 유효한 기간내에서는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도 

재입국허가 의무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반복되는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과 취업, 진

학, 가족결합 등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의 한계로 인해  대다수의 난민들이 체류

자격 변경을 희망한다. 위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난민신청 기간 중 출국 여부와 타 

체류자격 변경시도 여부를 질문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9명의 응답자가 난민신청 이후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중 

대다수는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고, 2명은 재입국허가를 받

은 뒤 출국하였다. 재입국허가발급에 실패한 사례는 경유국에서 G-1비자 소지자의 입

국을 거부한 사례였다. 이외 출국을 가로막은 사유는 난민신청 불인정에 대한 우려, 외

국인등록증 말소, 해외유학을 위한 비자발급 비용 및 항공권 구매능력 없음이었다.

난민신청 이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시도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이었다. 난

민신청자(G-1)비자에는 제약이 많아 유학이나 양육, 외국인 구직비자(D-10)비자로 변

경 시도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1명은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중이었다.

“G-1비자로�지내는�것은�너무�힘들기�때문에�제�상황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시도했습니다.�미국인�

친구가�6개월간�공부하면�D-10비자로�변경할�수�있다고�알려줬어요.�서울�글로벌센터에�가서�한국어

수업을�듣기�위해�매주�2차례�방문했지만�얼마�지나지�않아�G-1에게는�적용되지�않음을�알게�되었

어요.�미국으로�이주하기�위한�방법도�찾아보았지만�비자가�발급이�거부되었습니다.”��(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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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사항 및 제언

가) 체류기간 관련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에 대한 불편으로 대다수의 난민들이 짧은 체류기간을 꼽았다. 

최장 6개월의 체류기간은 취업시장에서 절대적인 약점으로 언급되었고, 짧은 체류기

간으로 인해 보다 자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수수료는 1

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가구원이 많을수록 난민들의 재정부담은 무거웠다. 더욱이 실직

상태라면 그 무게가 가중되었다.

이에 반해 1차 난민인정심사 기간은 2020년 기준 평균 15.9개월,  2021년 기준 평

균 23.9개월이 소요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고 면

접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2번 이상의 체류 연장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후  난민인정심

사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단계로 계속되기에 체류 연장에 관한 난민들의 어려움

은 장기간 지속된다.

위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난민신청자들의 체류기간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이 속한 

기타(G-1)범주의 최장 체류기간인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만약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취업제한 요건과 해당기간 생계비 지원제도로 인해 전반적인 체류기간의 연

장이 불가능하다면, 난민신청 직후의 체류기간은 6개월로 고정하더라도 이후의 체류

연장 기간은 1년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 체류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체류자격에 관한 정보 부족은 난민신청자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양측에서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먼저 난민신청자들은 박해에 대한 공포로 인해 한국에서 난민인정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신의 난

민인정심사에 지장을 주거나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자가 체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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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상 체류기간 연장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필요 서류 미비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반려임에도 자신의 체류자격 상실로 오해하게 되는 등 난민들의 염려가 커질 수 

있다.  

반면 난민신청자들을 응대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출입국 일선 직원들의 경우 난민지

침에 대한 이해가 미숙하여 난민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위와 같이 정보 부

족으로 발생한 문제는 난민신청자와 출입국 직원간 불필요한 부정적 감정반응을 일으

키고 반목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모두 체류 관련 정보를 숙지할 수 있어

야한다. 난민신청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되어야 하며, 출입국 공무원은 체류

관련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해를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예외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제공해야한다. 추가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모든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심사과정 중 체류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

다. 물론 법무부는 2015년과 2019년에 난민인정심사절차와 체류시 의무를 담은  ‘난

민신청자 가이드북’을 편찬한 바 있지만 해당 책자가 난민들에게 도달하는 경우는 현

저하게 적다. 이는 해당 가이드북이 일부 거점 출입국 사무소 책상 한 켠에 비치되어 

있고, 법무부 국문홈페이지에만 게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난민신

청 접수시 난민신청자들에게 일괄배포되어야 한다. 

출입국은 난민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기재와 번호 변경 시 출입국 사

무소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난민면접일정 안내 시 휴대전화 문자 혹은 카카오

톡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 접수 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난민의 인적

사항 기재 후 ‘난민신청자 가이드북’을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

능할 것이다.

둘째로,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체류관련 정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먼저 언급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의 내용이 확대 및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12월에 발간 된 난

민신청자 가이드북은 국문본 및 영문번역본으로 구성되어있다.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

들은 영어를 해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적어도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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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등 난민신청자들의 사용 비중이 높은 언어들로 다양한 번역본을 추가 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최근 2022년 9월자 난민업무 지침이 소송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해당 지침의 내용을 직접적 적용대상자인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이드북에는 체류자격 연장 수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법무부는 

체류지침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난민신청자들은 해당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편 출입국 직원

이 해당사항을 알지 못해 수수료가 부과되다가 해당 난민신청자가 면제조건을 언급한 

뒤에야 면제 혜택이 적용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는 

없었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이 가

이드북에 명시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급여�수급자

취업을�하기�어려운�질병이나�장애가�있는�사람�및�그�배우자�

임산부,�9세�이하�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및�그�배우자

18세�미만�또는�65세�이상인�사람

난민법�제40조에�따른�생계비를�지급받고�있는�사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입주자�

셋째로 체류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

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출입국

사무소는 당일 체류기간만료자를 제외하면 체류관련 업무 진행시 외국인을 위한 전자

정부홈페이지(hikorea.go.kr, 이하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 예약 후 사무소 방문을 

원칙화 하였다. 반면 하이코리아 사용법을 출입국으로부터 안내 받은 경우는 전무했

다.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하이코리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하

이코리아 방문예약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들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20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당사자가 연락할 

경우 자신의 체류 상황과 안내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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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안내센터의 존재와 사용법을 아는 난민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난

민들은 긴 대기시간을 토로했고, 특정 언어의 경우 상담원 대비 이용자의 수가 지나치

게 많아 며칠 동안 대기 번호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언어를 우

선하여 전반적인 상담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리아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대한 이용법 안내는 서면이 아닌 영상을 통해

서도 가능할 것이다. 난민신청자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익숙하

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만약 여러 언어로 자막 및 나레이션을 담은 Youtube 영상 등으

로 이용법을 안내한다면 난민들을 포함한 체류외국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홈페이지를 여러 언어 버전으로 증설해야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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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류자격 미소지자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이환희(재단법인 동천),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체류자격 미소지의 현황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법무부는 지침으로 ① 난민재신청을 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

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등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후 출국기한 유

예조치를 하고 있으며, ③ 체류기간 도과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자진출석한 경우)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정사례군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제한 정책 강화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체류자격이 없고,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는 경우

가 발생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소지 

여부와, 출국유예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응답자 가운데 13명이 등록증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관해서는 9명이 재신

청할 때 가져갔다고 대답했다.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이 끝나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증을 줄 수 없다는 이

야기를 듣기도 했다.

출국유예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9명이 난민 재신청을 하게 되어서라고 답했고 

2명은 체류기간 도과 후에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 다른 비자로 1년이상 

거주 후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짐작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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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유예를 받는 과정의 어려움

가) 질문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출국하는 기한을 유예한다는 조치는 한국에서 다시 등록된 체류자격을 주지 않겠다

는 선언이기도 하다. 언제든 유예하는 것을 멈추고 출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주어진 기한을 경과하면 언제든 구금될 수 있다. 출국기한 유예를 주는 방식도 다양한

데, 대부분의 경우 체류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또는 출국명령서에 출국기한이 적힌 도

장을 찍어주거나, 여권에 출국기한이 적힌 도장을 찍어준다.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되

고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과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재신청자에게 발급된 출국기한유예 도장과 취업불가 도장이 찍힌 출국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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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변내용 정리

답변자 전원이 왜 등록증이 없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

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ID카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어떤 서

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것과 같다"고 느끼기도 했고 일을 할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등 체류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앞으로�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지�모르는�게�가장�컸던�것�같습니다.�외국인등록증을�갖지�못�한다

는�게�두려웠습니다.�자주�있는�일은�아니지만,�은행에�가거나�할�때�신분증명하는게�어렵고�다른�사

람들이�불법체류자로�볼까�봐�두려웠습니다.”�(30대�여성)

“비난을�할�수�없는�것이�그들은�법을�적용했을�뿐이니까요.�그렇지만�ID가�없어지는�것에서�많은�불

안을�느꼈습니다.�ID카드가�없이는�할�수�없는것이�많이�없으니까요.”�(�40대�여성))

(출국기한�유예�제도를�이해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 “아니오�내가�아는�것이라곤� ‘I� am�

ready�to�go�home’이라는�것을�뜻한다는�것뿐입니다.”�(30대�여성)

출국유예의 기간은 보통 3개월을 받고, 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을 방문하여 3개월씩 

연장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3개월보다 적은 기간(1달, 2달, 20일)을 유예 받은 사

례들도 있었는데,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유예 받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

을 듣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출국기한 유예 연장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

는 질문에서는 출입국 공무원의 적대적 태도, 출국에 대한 압력 등을 응답하였다.

“출국기한�유예를�받고�있는데�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면�바로�연장을�해주지�않고�“이제�출국하셔야

죠,�일주일�남았는데�출국해야죠”�하는�압박이�있습니다.”�(30대�남성)

“출입국에�방문할�때마다�적대적인�태도를�경험합니다.�대놓고�이제�그만�본국으로�돌아가라는�이야

기를�빈번하게�듣습니다.”�(5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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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소지와 신분증명의 문제

가) 질문쥐치 및 주요 질문내용

난민신청자는 본국과의 단절과 한국에서 장기간의 심사대기로 인해 본국에서 발급

받은 여권이 만료된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더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체류자격

을 상실하면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된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와 신분

증명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응답자 중 10명이 유효한 여권이 없다고 응답했고 본인은 여권이 있지만 자녀들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여권이 없어서 은행을 가거나 핸드폰을 만드는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고, 신분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 은행 대면 업무는 

볼 수 없고 ATM만 사용가능하여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상에서 신분증명을 요청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병원에 갈 때, 

일을 구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이나 차량 등을 구매할 때 신분증명을 요구받

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계를 위해 외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했

지만 여권 사본만으로는 받을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휴대폰�개통했던것은�아이디�카드가�마무리�되면서�끝났습니다.��재신청자에게�너무�가혹합니다.�지

금은�친구의�이름을�빌려서�휴대폰을�사용하고�있습니다.”�(40대,�남성)

“제�이름으로�휴대폰을�만들�수�없습니다.�자신의�이름으로�된�휴대폰이�없으면�학교�어플이나�사이

트�인증�등을�할�수�없습니다.�하지만�선택지가�없습니다.”�(40대,�여성)

“제가�방문한�기관은�출입국과�병원�밖에�없는데�병원에서도�요구했습니다.�전에는�여권도�없어서(사

업주가�소지)�어려웠는데�단체의�도움을�받아서�괜찮아졌습니다.�하지만�전반적으로�뭘�하든�어렵습

니다.�외국에서�보내주는�돈을�웨스턴유니온�통해서�수령하는�것도�어렵습니다.�제가�먹고�살�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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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겪은 어려움

가) 질문쥐치 및 주요 질문내용

난민법 제44조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

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제40조 제1항(생계비지원) 및 

제41조(주거시설 지원), 제42조(의료지원), 제43조(교육의 보장)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처우 규정 적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처우로 규정된 생계비지원, 의료

비지원, 주거지원 등이 어려운 것에 더하여 체류자격이 박탈되므로 체류자격외 활동허

가의 형태로 주어지는 취업허가를 받는 것 또한 어려워진다. 실제 외국인등록증(체류

자격)이 없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 답변내용 정리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이 없어서 겪은 어려움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 외국

인등록증이 없는 13명 전부 체류자격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점과 생계의 어려움

는�돈조차�없어서�해외에서�가족을�통해�받으려고�했는데,�여권�사본으로는�받을�수�없다고�한�적이�

있습니다.”�(30대�남성)

“ID�카드�뺏긴�후로�은행�계좌�새로�여는�것이�어려워졌습니다.�여권도�만료�되었기�때문에�더욱�그렇

습니다.�더�이상�은행�방문해서�업무�보는�것은�어려워졌고�ATM�업무만�보고�있습니다.”�(30대,�여

성)

“(신용카드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은�적이�있는지의�물음에�대해)�예전에는�문제가�없었는데�현

재는�있습니다.�ID카드가�없어서�더이상�체크카드를�발급�받을�수�없게되었거든요.�기존에�쓰던것이�

만료가�되었는데�갱신이�안됩니다.”�(40대,�여성)

“모든�곳에서�외국인등록증을�요구합니다.�그래서�어떠한�서비스에도�접근�할�수�없습니다..�사실�상�

죽은�것과�같지요.”�(6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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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였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돈이 없어 한국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옷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아 입히고 있으며,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응답자 중 9인이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의 문제를 들었고,  8인이 단속적발(구금)에 대한 두려움, 7

인이 휴대폰을 유지하는 것과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타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발급

이 어려운 점,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4명이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범죄 피해를 겪거나 피해를 겪은 경우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가�없다면�살�수�있을�것�같지만�아이가�있는데�체류자격이�없다면�너무�힘이�듭니다.�옷은�한국

사람들이�주는�옷을�입지만�다른�생계가�너무�어렵습니다.�아이들은�아프리카�음식을�먹고�싶지�않아

하는데�한국�음식이나�다른�음식을�사줄�돈이�없습니다”�(20대�여성)

“아프지만�병원에�갈�수�없는�문제,�일을�할�수�없다는�문제가�있습니다.�다른�사람들처럼�사람같이�

살�수가�없습니다.�길에서도�단속이�나올까봐�너무�걱정됩니다.”�(20대�여성)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및 노동조건 등

에서 불이익을 겪은 것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구직이 어

렵다는 응답, 노동과정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거나, 정당

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노동착취를 경험하였다는 응답들

이 있었다.

“아이디카드�있을�때는�달랐습니다.�아이디카드가�없어서�퇴직금을�못�받았습니다.�천에�프린트하는�

일을�하는�회사였는데,�당시에�이것�때문에�소송까지�갔지만�아이디카드가�없어서�계약서를�쓸�수�없

어서�권리를�보장받지�못했습니다.”�(40대�남성)

“취업할�기회가�아예�주어지지�않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수공예를�하면서�근근히�생활하고�있는

데,�누군가와�같이�플리마켓�같은�곳에�나가서�팔아보려해도�세금을�내야하는�문제도�있어서인지�나

를�더�싼�금액으로�고용하려고�합니다.�돈이�급하게�필요하다보니�원래�내가�일한�만큼�돈을�받는�것

이�아니라�적은�돈을�받고�일할�수�밖에�없고,�취업�기회가�아예�없어져�버릴�때도�많습니다.”�(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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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사항 및 제언

가)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박탈의 문제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

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법 제3조에서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

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제5조 제6항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

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외국인과 달리 원칙적으

로 송환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로서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및 위법 부당

한 처분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기간 동안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5조 제6항 ‘체류’에 대하여 출국유예를 하여 사실상 쫓아

내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사실상의 체류’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

나, 난민신청자가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여 비호국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러한 출국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defacto)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솔직히�이야기하면�한국사람들이�ID�없다는�걸�알게�되면�노동�착취합니다.�이를�악용하고�돈을�조

금�주고�일만�많이�시킵니다.��지금�남편의�사장이�ID�없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이를�숨길�수도�

없고,�그래서�보험도�없고�계약서도�없이�일하고�있습니다.”�(40대�여성)

“일을�하더라도�체류자격이�없으면�신고를�못합니다.�예전에는�중국인�사장이�운영하는�식당에서�일

했는데�첫�달에는�월급�40만원을�받습니다.�그런데�아이디가�없다고�하니�외국인�등록번호를�하이코

리아에서�검색하더니�월급을�10만원�깎아�30만원을�주었습니다.�어쨌든�신고를�못하니�고용주가�하

고�싶은대로�막�하더라도�신고를�할�수가�없고,�그러면�불이익이�이어집니다.”�(2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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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민협약 제27조는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

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신

청자는 본국에 신분등록과 증명을 요구할 수 없고, 신분증명이 없으면 여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재)신청자에 대하여도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난

민신청시 발급하는 난민신청접수증에는 명시적으로 난민신청접수증이 신분증으로 사

용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난민신청접수증을 위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난민협약 제20조는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배급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난민은 체류와 관계없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기본적 의식주

와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기초적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및 관련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우

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자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

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일률적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

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하더라도 재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법무

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

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

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2021년 12월 지연 또는 

지체된 난민신청이 그 자체로 남용적 또는 거짓의 신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호신청인은 재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증명서류가 발급되어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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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난민법이 제정되기 전 정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생계지원을 제공하

지 않았는데 당시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체류

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후에는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허

가기간을 연장해주지도 않던 난민체류관리 방식에 관하여 법원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

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

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

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위 판결에서

는 “현실적으로 실제 난민이 아님에도 국내 체류기간을 늘려보려는 의도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행정지체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지체는 선량한 난민이 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대기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아니 된다. 난민인

정 신청을 남용하는 문제는 난민심사관을 늘려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그 밖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남용의 실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제하여야 할 것이지, 난

민신청자 전부를 난민인정 시까지는 난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생계지원도 없이 취

업활동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선량한 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도 판시하였다. 

다) 개선사항 및 제언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난민신청자는 신분을 증명할 방법조차 없어 은행을 통한 

송금, 출금 업무 등 기본적인 경제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휴대폰 개설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일, 보험가입, 물품구입, 기초 사회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에도 높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취업허가는 체류자

격 외 활동허가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어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허가를 받

은 노동을 할 수 없어, 이는 지체되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기본적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

려움을 초래한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을 하는 경우, 밤에 일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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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4대보험 가입도 불가능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당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를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이 삶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과정에서도 출입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난민심사현황 통계에 의하면 난민인정 신청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평균 약 23.9개월이며, 여기에 난민불인정 결정 후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

게 되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16)가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

다는 이유로17), 체류기간을 며칠 도과한 상태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체류

자격으로 와서 체류하다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

년의 기간 동안 임시적인 신분증이나 아무런 생계지원도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사실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난민협약, 사회권

규약 등 각종 국제규범에 위배된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재신청자

를 포함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급 지원, 취업 허가 연장 등의 법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제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기본적 생

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

리고 체류 등 절차진행과정에서의 정책과 이에 따른 결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취지에 따라 법무부는 하루 빨

리 현재 체류자격 미소지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

급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6) 난민인권센터에서 법무부에 ‘난민신청/인정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

의 숫자는 2017년 999명, 2018년 1,165명, 2019년 794명, 2020년 1,521명, 2021년 1,044명으로 

나타난다.

17)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총 32명이며, 이의신청 과정에

서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24명, 소송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는 16명이다. 2021년 심사종

료자 대비 난민인정자의 비율(난민인정률)은 1% 정도에 불과하다. 2021년 EU 난민인정률이 평균 35%

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 충분하지 못한 난민심사 역량, 절차보장의 미흡, 조직적인 부실심사의 지시 사건 등으

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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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절차 및 처우 관련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

최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1. 도입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이하 

“1967년 난민의정서”)에서는 난민 지위의 인정과 누가 난민인지를 정의하고 난민에게 적

용되는 다양한 권리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난민 지위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난

민신청 절차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국 특유의 헌

법적, 행정적인 구조에 맞게 가장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절차를 설정하는 것은 각 체약국

에게 맡겨져 있다.18)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의 체약국이 도입한 각국에

서 적용하는 난민신청 및 인정 절차와 비호신청인의 법적 자격 및 처우는 상당히 다르나, 

비호신청인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난민지위 인정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

기 위한 일관된 국제적인 기준 및 원칙이 존재하고, 이를 부연하는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

한다. 아래에서는 난민신청 절차와 신청인의 권리와 처우에 대한 국제적/지역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자체적인 난민지위 인정 절차를 도입한 몇몇 국가들

에서 제공하는 비호신청인의 법적 자격 및 처우에 관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국제 기준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생소한 문화와 상황에 처하고, 많은 경우 모국어

18)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2011. 12., HCR/1P/4/ENG/REV. 3 (이하 “유엔난민기구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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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다른 언어로 외국의 기관에 자신의 난민 사유를 소명해야하는 등의 기술적, 심리

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호신청인의 개별

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각 체약국이 동일한 난

민지위 인정 절차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1977년 10월에 열린 제28차 회기를 통해 난민지위 인정 절차의 일정한 기본 요건을 권

고사항으로 채택하였다.19) 이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Conclusion endors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ub-Committee of the Whole on International Protection on

Refugees. Executive Committee 28th sess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ocument 

No.12A (A/32/12/Add.1). 12 October 1977, available at: https://www.unhcr.org/excom/

exconc/3ae68c6e4/determination-refugee-status.html

난민의�국제적�보호에�대한�소위원회의�권고에�따른�

유엔난민기구�집행위원회�결정문�(1977)20)

유엔난민기구�집행위원회는,

a)�난민지위�인정�절차의�중요성에�관한�유엔난민기구의�보고서에�주목하며;

b)�제한된�수의1951년�난민협약과�1967년�난민의정서의�당사국만이�이러한�문서들에�따라�난민�

지위�인정을�위한�공식적인�절차를�수립했다는�점에�주목하며;

c)�그러나�이렇게�수립된�절차들이�다른�많은�정부들에�의해�적극적으로�고려되고�있음을�만족스

럽게�주목하며;

d)�1951년�난민협약과�1967년�난민의정서의�모든�당사국이�가까운�미래에�이러한�절차의�확립

을�위한�조치를�취하고�그�절차에�적절한�형식으로�유엔난민기구가�참여하는�것을�호의적으로�

고려할�것이라는�희망을�표명하며;

e)�난민지위를�결정하는�절차는�다음과�같은�기본�요건을�충족해야�한다고�권고했다:

(i)�체약국의�국경�또는�영역�내에서�신청인이�접하게�되는�권한�있는�공무원�(예컨대,�이민�공무

원�또는�국경�경찰�공무원)은�관련�국제문서의�범위�내에서�속할�수�있는�사안들을�다루기�위

한�명확한�지시를�받고�있어야�한다.�그�공무원은�강제송환�금지�원칙에�따라�행동하여야�하

고, 해당�사안을�상급기관에�회부하여야�한다.

(ii)�신청인은�따라야�할�절차에�관하여�필요한�안내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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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문과 이후 유엔난민기구 및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준들은 난민신청, 심사, 인

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1) 1951년 난민협약의 초석이며 국

제 인권법에 규정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에 따라 비호신청인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

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2) 비호신청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3) 차별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여, 

(4) 최고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주요 유엔난민

기구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20) 비공식 국문 번역본으로 정확한 해석은 원문 원본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함.

(iii)�난민지위인정의�신청을�일차적으로�심사하고�결정하는�책임을�가지는�명확한�지정기관�–�가

능한�한�단일의�중앙기관�–�이�있어야�한다.

(iv)�신청인은�관계기관에�자신의�사안을�제출하기�위하여�능숙한�통역인의�조력을�포함한�필요

한�편의를�부여받아야�한다. 신청인은�유엔난민기구의�직원과�접촉할�수�있는�기회를�부여받

고�그러한�접촉의�기회가�있음을�적절히�통지받아야�한다.

(v)�신청인이�난민으로�인정되는�경우,�인정사실이�그에게�통지되고,�난민지위를�증명하는�문서

를�발급받을�수�있어야�한다.

(vi)�신청인이�난민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그�국가의�통상적인�제도에�따라,�행정적이든�사법

적이든,�동일기관이든�다른�기관이든,�그�결정에�대한�정식�재심사를�신청할�수�있는�합리적

인�시간이�부여되어야�한다.

(vii)�신청인은�그의�신청이�명백히�남용적인�것임이�당국에�의해�규명되지�않는�한,�위�(iii)에서�

언급된�관할�기관에�의하여�그의�최초의�신청에�대한�결정이�이루어지는�동안�그�국가에서

의�체류가�허용되어야�한다.�또한�상급�행정기관이나�법원에�이의신청을�하고�있는�동안�그�

국가에서의�체류가�허가되어야�한다. [강조�추가]

(f)�유엔난민기구�집행위원회는�유엔난민기구에�1951년�난민협약과�1967년�난민의정서�당사국

의�의견을�고려하여,�다른�당사국이�결정한�난민�지위를�체약국이�인정하는�것이�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는�각국�대표들의�의견을�고려하여�후속�회기에서�이�문제에�대해�신중한�견해를�낼�

수�있도록�도울�수�있는�난민지위�인정의�섭외적�효력에�대한�연구�보고서를�준비하도록�요청

하며;

(g)�각�국가사무소에서�난민지위�인정�절차�및�기준�편람을�발간하고,�난민신청의�기밀적�특성과�

개별�사안을�적절히�고려하여�주요�난민인정�결정을�회람할�것을�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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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December

2011, HCR/1P/4/ENG/REV. 3,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

4f33c8d92.html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Procedural Standard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Under UNHCR's Mandate, 26 August 2020,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e870b254.html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Annotated Comments 

to Directive 2013/3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26 June 

2013 laying down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pplican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recast), April 2015,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 docid/

5541d4f24.html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Discussion Paper 

Fair and Fast - Accelerated and Simplified Procedures in the European Union, 

25 July 2018,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b589eef4.html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and building state asylum systems, 2017,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 27,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a9d57554.html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Glob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Third Track: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4 

September 2001, EC/GC/01/17,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

/3bfa818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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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 93 - 2002: Conclusion 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No. 93 (LIII) 2002, 8 October 2002, 

available at: https://www.unhcr.org/3dafdd344.html

다음은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 다른 국제적 기준을 제안하는 문서들에서 공통적

으로 강조하는 난민신청 절차 관련 몇몇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1) 난민신청 접수와 정보 접근성

난민신청의 접수와 난민신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국제보호를 요청하는 비호신청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성있게 기록하고 비호신청인으로 하여금 투명하고 차별없

는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돕는 전체 난민지위 인정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21) 유럽 의회 지침2013/32/EU 제6조는 ‘국제 보호를 위한 난민신청에 대한 

접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신청 후 최대 3일 안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22)

난민신청 접수는 신청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데이터의 기록, 특정한 필요가 있는 사람

의 식별 및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을 수반한다.23) 이러한 정보

는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라 난민신청 접수 단계에서 미성년자,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인신매매 

피해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고문, 강간 또는 여성 

할례 피해자와 같은 기타 심각한 형태의 심리적,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 등

21)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Discussion Paper Fair and Fast - 

Accelerated and Simplified Procedures in the European Union, 25 July 2018,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b589eef4.html

22) European Un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13/3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common procedures for granting and 

withdrawing international protection (recast), 29 June 2013, OJ L. 180/60 -180/95; 

29.6.2013, 2013/32/EU,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1d29b224.html

23)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Discussion Paper Fair and Fast - 

Accelerated and Simplified Procedures in the European Union, 25 July 2018,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b589ee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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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약계층에 대한 상황을 회원국이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된

다.24) 이러한 메커니즘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인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대안적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호 절차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25) 또

한, 의료적 및 심리적 지원과 같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초반에 식별하여 난민심

사에서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 

난민신청 접수 시 성별 및 연령 등 취약성에 민감한 통합적인 접수 절차에 대한 강조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결정문 제93 (LIII) 호 에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26)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비호신청인의 지위를 인증하는 문서에서 신청인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서

도 명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난민신청 절차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뿐만이 아닌 

비호신청인과 서비스 제공자들도 신청인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함

으로써, 구금 또는 국경에서의 비호신청 절차 중에 있는 신청인들에게도 동일한 권리와 

혜택에 대한 안내가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통역 제공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비호신청인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언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

다.27) 특히,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통·번역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 

통·번역이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통·번역가들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효율성과 공정성 

24) European Un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13/3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26 June 2013 laying down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pplican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recast), 29 June 2013, OJ L. 180/96 -105/32; 

29.6.2013, 2013/33/EU,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1d29db54.html 

25) UNHCR, 10 Point Plan of Action, Refugee Protection and Mixed Migration, 2016 Update, 

Chapter 6, page 142, http://www.unhcr.org/publications/manuals/5846d06f7/10-point-

plan-action-2016-update-chapter-6-differentiatedprocesses-procedures.html

26)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Conclusion 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No. 93 (LIII) - 2002, 8 October 

2002, No. 93 (LIII),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3dafdd344.html

27)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Procedural Standards for Refugee Status D

etermination Under UNHCR's Mandate, 26 August 2020,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

org/docid/5e870b2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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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보호체계의 완전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부터 관련 데이터와 정보

를 정확하고 엄격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28) 이는 적절한 번역 및 통역으로 지원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인정 심사 절차 표준”에 따르면, 신청인와 유엔난민기구간의 모

든 의사소통은 신청인이 이해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인은 접수, 심사, 이의신청, 취소, 철회(revocation), 정지(cessation) 및 재개 절차

를 포함한 모든 난민인정 심사 절차 단계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난민불인정 통지서 또한 난민 지위 신청의 거부에 대한 구체적

이고 상세한 이유를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29) 또한, 비호신청인은 자

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난민신청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예, 

난민심사 면접에 출석하지 않는 등)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의사 소통 수단

의 부족, 오정보 또는 언어 장벽 및 통역/번역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질

의 통·번역의 제공은 효과적인 난민심사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한다.30)

3) 체류 자격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비호신청인에 대한 다양한 수용 조치는 인간의 존엄성 뿐

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31) 비호신청

인은 적절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 그들의 식사, 의류, 주거 및 의

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필요와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32) 이러한 

28)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Discussion Paper Fair and Fast - 

Accelerated and Simplified Procedures in the European Union, 25 July 2018,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b589eef4.html

29)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RSD Procedural Standards Unit 

2.1: Confidentiality and Data Protection in UNHCR RSD Procedures, 26 August 2020,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f3112624.html

30)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pinion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for the Petition of 21-Jinjeong-0274200 

submit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cember 2021,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61d43f2d4.html

31) UNHCR,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 93 - 2002: Conclusion 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No. 93 (LIII) 2002, 8 October 

2002, available at: https://www.unhcr.org/3dafdd344.html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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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신청인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은 임시 체류 허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증명 문서의 발급이다.33)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1984년 10월에 열린 제

35차 회기를 통해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비호신청인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임시 증

명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34)

비호신청인의 수용국 내의 체류에 대한 권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지위 부여 및 철회를 

위한 회원국의 절차에 대한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의 아래 제 7조를 통해서도 강조되

고 있다. 

33)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pinion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for the Petition of 21-Jinjeong-0274200 

submit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cember 2021,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61d43f2d4.htm

34) UNHCR, Discussion Paper on Recommended Reception Standards for Asylum-Seekers in 

the Context of the Harmonisation of Refugee and Asylum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June 2000,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378.html. 

35) European Un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Directive 2005/85/EC of 1 

December 2005 on Minimum Standards on Procedures in Member States for Granting and 

Article� 7� (Right� to� remain� in� the� Member� State� pending�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35)

Applicants�shall�be�allowed�to�remain�in�the�Member�State,�for�the�sole�purpose�of�the�

procedure,� until� the�determining� authority� has�made� a� decision� in� accordance�with� the�

procedures�at�first�instance�set�out�in�Chapter�III.�This�right�to�remain�shall�not�constitute�

an�entitlement�to�a�residence�permit.

Member�States�can�make�an�exception�only�where,�in�accordance�with�Articles�32�and�

34,�a�subsequent�application�will�not�be�further�examined�or�where�they�will�surrender�or�

extradite,� as� appropriate,� a� person� either� to� another� Member� State� pursuant� to�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 European� arrest� warrant� or� otherwise,� or� to� a� third�

country,�or�to�international�criminal�courts�or�tribu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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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호신청인은 난민지위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수

용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며, 이는 국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

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유엔난

민기구는 강제송환의 금지는 난민인정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인정 행위는 성질상 선

언적) 난민, 비호신청인 및 명시적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지 않은 개인들도 포함한 모두

에게 적용되며,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 그의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다.36) 나아가, 체약국은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 (벌금, 구금 등)을 과여 하여서

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37)

4) 사회통합 서비스 및 사회보장 

강제송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용국의 생계지원 

부족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할 수 있는 송환에 대해서도 송환 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호신청인들에게 생계지원 수단의 박탈과 필수 서비스 축소 등

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비호국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러한 출국

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상 강제 출국에 해

당할 수 있다.38)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국가가 수용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지만,39) 비호신청인의 생존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면 모든 정책은 국제법 상의 

Withdrawing Refugee Status, 2 January 2006, OJ L 326; 13 December 2005, pp. 13-34,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4394203c4.html

36)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ExCom), ExCom Conclusion

No. 6 (XXVIII), 1977, para. (c); ExCom Conclusion No. 79 (XLVII), 1996, para. (j); ExCom 

Conclusion No. 81 (XLVII), 1997, para. (i); UNHCR, Note o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November 1997, supra note 19.

37)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8 July 1951,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89, p. 137,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

3be01b964.html

38)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pinion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for the Petition of 21-Jinjeong-0274200 

submit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cember 2021,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61d43f2d4.html; 국문 번역본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opendocpdf.pdf?reldoc=y&docid=61d

43f404. 아래 문단의 내용도 위 문서를 참고하였다. 

39)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ExCom),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 93 - 2002: Conclusion 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 the contex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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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위반한다고 강조한다.40) 유럽인권재판소 또한 프랑스 정부가 비호신청인들에게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여 거리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호신

청인의 특수한 취약성과 비호국 정부에 대한 완전한 의존에 주목하여 판결하였다.41) 나아

가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민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금

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42)

비호신청인에 대한 최소 수용 기준의 정의에 대한 국제인권법은 1951년 난민협약을 보

완하므로,43) 여기서 검토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1 

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류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

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

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

라 발생하는 국가의 의무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약기구인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위원회는 난민, 무국적자 및 비호신청인들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및 가

족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접근을 포함한 비기여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평등

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44)

individual asylum systems No. 93 (LIII) 2002, note 60 above

40) UNHCR, UNHCR Public Statement in relation to the case 1 BvL 10/10 befor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 Stellungnahme a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Verfahren 1 BvL 10/10, December 2010,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

4d08ef5d2.html at p. 3.

41)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H. and others v France, 

Application No. 28820/13, 75547/13 and 13114/15, 2 October 2020, available at: 

http://hudoc.echr.coe.int/eng?i=001-203295

42) Ibid.;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S.S. v. Belgium and Greece. 

Application No. 30696/09, 21 January 2011, available at: http://hudoc.echr.coe.int/fre?i=

002-628 at para. 223;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Khlaifia and 

Others v Italy, Application No. 16483/12, 15 December 2016, available at: http://hudoc.

echr.coe.int/eng?i=001-170054 at para. 184.

43)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Glob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Third Track: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4 September 2001, EC/GC/01/17,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3bfa81864.html

44)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 9 of the Covenant), 4 February 2008, E/C.12/GC/19,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47b17b5b39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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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제인권조약과 조약 기구에 의한 해석은 특히 취약한 비호신청인 집단에 대한 추

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 전반 및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여성들을 위한 사회통합 과정 동안 체약국이 생계 수단 및 고용 기회 뿐만 아니

라 안전한 숙소, 위생 및 보건 시설, 음식, 의류 및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45)

나아가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비호신청인에게 노동 시장 접근을 통해 생계를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대체로 이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목

하며, 필요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많은 비호신청인이 상당 정도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인식

을 전제로 하는 수용 정책이 상호이익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46) 또한, 상당 수가 재능 

있고 숙련된 전문가인 비호신청인들의 노동 허가는 수용국의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호신청인의 존엄성과 자부심 또한 향상 

될 수 있다.47)

5) 아동권리

아동 및 미성년자 비호신청인은 아동의 개별적 사유로 난민지위 신청을 하는 경우 혹은 

난민인정자의 부양 가족으로서 파생되는 난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난민지위 인정 

절차 중 필요한 모든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비호신청인이 아

동권리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적 문서에48) 명시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아동 비호신청인의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49) 건강권50) 및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45)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2 on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efugee status, asylum,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of women, 5 November 2014, CEDAW/C/GC/32,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54620fb54.html 

46)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ExCom),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 93 - 2002: Conclusion 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No. 93 (LIII) 2002, note 60 above.

47) UNHCR, UNHCR Guidelines on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Relating to Decent Work for 

Refugees, July 2021,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60e5cfd74.html at para. 

48;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s, note 52 above, at para. 13.

48)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0 November 1989,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p. 3,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

3ae6b38f0.html, ar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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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51)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협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

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의 향유는 비호신청인과 난민을 포함하여 체약국 관할 내의 모든 

아동에게 보장된다.52) 당사국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 및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난민 아동의 부모 또는 다

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여 가족 재결합을 도와야 한다.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가족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동일하게 제

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49)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0 November 1989,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p. 3,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

3ae6b38f0.html, art. 26.

50) Ibid, art 24.

51) Ibid, art 27.

5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6: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CRC/GC/2005/6, 1 

September 2005,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42dd174b4.html at para. 12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2�조

1.�당사국은�난민으로서의�지위를�구하거나�또는�적용�가능한�국제법�및�국내법과�절차에�따라�난

민으로�취급되는�아동이,�부모나�기타�다른�사람과의�동반�여부에�관계없이,�이�협약�및�당해�국

가가�당사국인�다른�국제�인권�또는�인도주의�관련�문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권리를�향유함에�

있어서�적절한�보호와�인도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이�목적을�위하여,�당사국은�국제연합과�협력하는�그�밖의�권한�있는�정부간�또는�비정부간�기

구들이�그러한�아동을�보호,�원조하고�가족재결합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난민�아동의�부

모나�다른�가족구성원을�추적하는데�기울이는�모든�노력에�대하여도�적절하다고�판단되는�협조

를�제공하여야�한다.�부모나�다른�가족구성원을�발견할�수�없는�경우,�그�아동은�어떠한�이유로�

인하여�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가정환경을�박탈당한�다른�아동과�마찬가지로�이�협약에�규정

된�바와�같은�보호를�부여�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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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 비호신청인와 같은 취약한 신청인은 항상 정규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 회부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 대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안내를 포함한 아동 비호신청인을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전문 교

육을 받은 심사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심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

다.53) 법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아동 혹은 청소년은 경우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있어야 

하며, 후견인은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아동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해야 할 

책임은 정부 기관에 있다.54)

3. 해외사례55)

1) 독일56)

a. 난민신청 접수와 정보 접근성

독일 국내법에 따라, 난민지위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찰서, 출입국 사무소, 또는 

“리셉션 센터 (Aufnahmeeinrichtung)” 로 의사 표명 할 수 있으며, 리셉션  센터에서 

바로 난민지위 신청을 할 수 있다.57) 이때, 사진과 지문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58)

비호법 (Asylum Act) 제 24조 1항에 따라, “[…] 특히 마감일과 마감일을 놓친 결과와 

같은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외국인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야 

53)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 RSD Procedural Standards Unit 2.8:

Children in UNHCR RSD Procedures, 26 August 2020,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

org/docid/5f3114f84.html

54) Ibid.

55) 해외 사례들은 주로 Asylum Information Database (AIDA) 국가 보고서들을 참조 (2022), 

https://asylumineurope.org/reports/

56) 해당 내용은 주로 다음의 보고서에서 인용. AIDA 국가 보고서: 독일, 2022년 4월 21일 업데이트, 

https://asylumineurope.org/reports/country/germany/

57) Section 13 Asylum Act.

58) BAMF, Arrival and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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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에는 난민신청 과정에서의 다양한 절차에 대해 비호신청인에게 알릴 당국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호신청인들은 당국에 난민신청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할 

때 또는 리셉션 센터에 도착할 때 다양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59) 리셉션 센터에서

는 난민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합리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청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법적 자

문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과 주거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0) 이러한 정보를 담은 리플릿은 독일어를 포함한 45개 언어

로 제공된다.

나아가,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 (BAMF)과 연방 내무부는 2015년 “취약계층 식별 개념”

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개편된 비호 절차와 수용 조건 지침의 일환으로 법제화될 예

정이었지만, 구현되지는 못하고 현재 이민난민청의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으로 제공되고 

있다.61) 또한, 이민난민청에서는 “특수 담당관 (Sonderbeauftragte)” 을 고용하여 미동

반 아동, 성폭력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고문 피해자 또는 외상적 스트레스를 

입은 비호신청인과 같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인터뷰를 담당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고 있다.62)

b. 체류 자격

거주법(Residence Act)에 따라, 외국인이 비호신청을 위해 독일 국경에 도착하면 도착

증명서 (Ankunftsnachweis)를 받고 정식으로 난민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난민신청 접수 후에는 이민난민청에

서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체류 허가 (Aufenthaltsgestattung)

를 부여한다.

난민신청이 성공적이게 되면 체류 자격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되는데, 이는 

59) BAMF, DA-Asyl (Dienstanweisung Asylverfahren) – Belehrungen (internal directives of the 

BAMF), parts of these directives, as at October 2016, were made available by the BAMF 

upon request

60) Section 47 (4) Asylum Act.

61) Information provided by the BAMF, 1 August 2017; see BAMF Dienstanweisung Asyl 

(internal directive for asylum procedures) – 2. Identifizierung vulnerabler Personen, 2021, 81.

62) BAMF, DA-Asyl (Dienstanweisung Asylverfahren) – Belehrungen, 201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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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 인정, 비호 또는 보충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이민난민청에서 강

제송환을 금지한 비호신청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체류 자격은 비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호신청인과 난민의 경우 3년, 그리고 보충적 보호를 받거나 강제송환이 금지된 사

람의 경우는 1년 동안 주어진다. 이들의 지위가 이민난민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박탈되

지 않는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해당인의 거주를 연장해 주어야 한다.63)

난민신청이 거부되면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하지만, 출국할 수 없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관리국 (Aliens Authority)에서 관용 허가 (Duldung)를 발급할 수 있다. 이 

허가가  있더라도 떠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강제송환을 할 수는 없다.

c. 사회통합 서비스 및 사회보장

비호신청인 혜택법 (Asylum Seekers’ Benefits Act)은 비호신청인의 기본적인 필요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 비호신청인과 난민신청이 거부되었지만 

관용 체류허가(Duldung)를 받은 대상자들을 포함한 비호신청인 혜택법에 해당하는 모든 

혜택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제공되는 혜택은 식품, 주거, 난방, 의류, 의료 및 개인 위

생품, 현금 (€135- €354/월, 2021년 기준), 그리고 질병, 임신 및 출산 시 혜택 등이 있

다.64)

2020년 개정된 Skilled Workers’ Immigration Act 에 따라, 리셉션 센터에서 거주

하는 비호신청인과 리셉션 센터 밖에서 거주하는 비호신청인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다

르다. 리셉션 센터에서 거주하는 비호신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리

셉션 센터에서의 체류가 장기화 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난민신청 후 18개월에서 24개

월 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며,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체류 허가 

(Aufenthaltsgestattung)가 있는 경우는 Asylum Act 제 61조 1항에 따라 난민신청 후 

9개월 후 취업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리셉션 센터 밖에서 거주하는 비호신청인의 경우, 

입국 후 3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하며, Residence Act의 제4a조 4항에 따라 체류 허가

(Aufenthaltsgestattung)가 있는 비호신청인과 신청이 거부된 외국인 (Duldung)에게도 

63) Sections 73a to 73c Residence Act.

64) Section 3(1), Section 4 Asylum Seekers’ Benefi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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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활동이 허가된다.65) 또한, 실제로 제공 받기까지 실질적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비호신청인 (Aufenthaltsgestattung)도 난민인정자와 보충적 보

호자와 같이 노동사무소를 통하여 무직인 경우 직업훈련, 취업지원, 언어 수업과 같은 노

동 시장 통합을 위한 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d. 아동권리

보호자 미동반 아동은 본인이 최초로 접촉하게 된 지자체의 청소년 복지 사무소의 임시 

보호시설 (Jugendamt) 로 보내진다.66) 여기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호필요성 심사

(clearing procedure)를 진행하는데, 이는 아동의 법률 후견인 지정과 비호신청 외에 제

3국 가족재결합, 인도적 근거의 거주권 신청 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는 상태에서 아동이 비호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돕는다.67)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독일에서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학교를 다닐 권리와 의무가 주어

진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은 각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

다. 예를 들면, 몇몇 주에서의 의무교육은 16세까지인데, 이로 인해 16세가 넘은 난민아

동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언어권에서 온 난민아동의 경우 학교 내 언어 

수업의 부재로 인해 종종 교육 시스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8)

65) Section 4a(4) Residence Act.

66) Gesetz zur Verbesserung der Unterbringung, Versorgung und Betreuung ausländischer 

Kinder und Jugendlicher, Official Gazette I of 28 October 2015, 1802.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s of the law are summarised in Federal Association for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Vorläufige Inobhutnahme – Was ändert sich zum 1.11.2015, October 2015.

67) See for example: Handreichung zum Umgang mit unbegleiteten minderjährigen Flüchtlingen 

in Nordrhein-Westfalen 2017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unaccompanied 

minor refugees in North Rhine-Westphalia), available at: https://bit.ly/2JCSRpD.

68) For an overview of practice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refugee children into schools as 

of 2018, see See Julian Tangermann and Paula Hoffmeyer-Zlotnik, ‘Unaccompanied 

Minors in Germany – Challenges and Measures after the Clarification of Residence Status’, 

March 2018, 56-57, available in English at https://bit.ly/3KcE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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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69)

a. 난민신청 접수와 정보 접근성

이민청 (Migration Agency )을 통해 난민신청이 가능하며, 1994년 비호신청인 수용

에 관한 법령 (The 1994 Ordinance on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에 따라 

이민청은 비호신청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엔난민기구와 NGO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70) 난민신청의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정보 또한 약 25개 언어로 제공되

며, 이러한 정보는 리셉션 센터에서 서면으로 받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

다.71) 문맹인에게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디오와 영상으로도 정

보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디오 또한 마련되어 

있다. 비호신청인 아동들을 위한 난민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아동 친화적인 자료는7개 언

어로 제작되어 공유된다. 이민청은Facebook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호

신청인 또는 대중이 이민청의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웹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

다. 또한, 난민신청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절차의 다음 

단계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1차 심사에서 불인정을 받게 되면 신청인은 

가장 가까운 이민청에서 본인의 상황을 논의하고 난민신청의 향후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받는다.

난민신청 접수 단계에서 모든 비호신청인은 건강검진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1994년 비호신청자 수용에 관한 법률 (Law on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에 

따라 미성년자, 미동반 아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인신매매 

피해자, 정신질환자, 고문, 강간 또는 기타 심각한 형태의 심리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을 당한 특정 필요가 있는 신청인들을 초반에 식별하기 위한 절차 중 일부이며, 이러한 정

보는 비호신청인의 특정 성별인 심사관 또는 통역인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거나 미동반 아

동의 후견인 필요성을 지자체에 알리는 등 비호신청인의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69) 해당 내용은 주로 다음의 보고서에서 인용. AIDA 국가 보고서: 스웨덴, 2022년 6월 10일 업데이트, 

https://asylumineurope.org/reports/country/sweden/

70) Section 2a Ordinance on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71) Migration Agency, Protection and Asylum in Sweden, available at: http://bit.ly/1sHz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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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체류 자격

난민신청 접수 후에는 비호신청인 체류 자격을 받게 되며, 비호신청인의 신분의 증명하

는 LMA 카드를 발급받고, 이의 제기 절차를 포함한 모든 난민심사가 끝날 때까지 스웨덴

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LMA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스웨덴의 비호신청인을 

위한 사회통합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 사회통합 서비스 및 사회보장

모든 비호신청인은 주거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수용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청에서 제공하는 주거의 형태는 아파트, 주택, 또는 리셉션 센터이며, 비호신청인의 

난민신청 절차 분류(track)에 따라 주거지가 상이해 질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체류허가를 받은 비호신청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으며, 주

거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호신청인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리

셉션 센터의 주거지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다. 비호신청인이 취업으로 인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는 스스로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재정적 지원의 경우,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리셉션 센터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신청

인과, 무료 식사제공이 안되는 다른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는 신청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의 금액이 다르다. 비호신청인은 겨울 의류, 안경, 장애 및 유아 용품과 같이 

최저 생활 수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스웨덴 전염병 법 (Swedish Communicable Diseases Act) 에 따라, 비호신청인이 

스웨덴을 떠나거나 체류자격을 받을때까지 출산 및 산부인과 진료를 포함한 연기할 수 없

는 의료 및 치과 서비스,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72) 또

72) Section 6 of Law (2008:344) on health care for asylum seekers etc. (lag (2008:344) om 

hälso- och sjukvård åt asylsökande m.fl.) section 7 of Law  (2013: 407) on health care for 

certain foreigners staying in Sweden without the necessary permits (Lag (2013:407) om 

hälso- och sjukvård till vissa utlänningar som vistas i Sverige utan nödvändiga tillstånd), 

chapter 7, section 3 of The Communicable Diseases Act (2004:168) (Smittskyddslagen 

(20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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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비호신청인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아동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자격이 있다.73)

비호신청인은 난민신청 후AT-UND 증명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을 발

급받을 필요 없이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호신청인이 

구직 또는 직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에 이민청에서 지불하던 직장보험을 

지불하고 있지만, 비호신청인들은 일반적으로 의료 분야와 같이 인증된 기술이 필요한 분

야에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로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d. 아동권리

모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은 난민신청을 하는 즉시 후견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를 갖는

다. 국내법에 따라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속히 임명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에

서 미동반 아동의 리셉션을 담당하여 후견인은 사회적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도덕적 품

성이 높고, 개인의 재정 관리, 상식, 개인적/사회적 관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

한다.74)

비호신청인 아동에게는 스웨덴의 교육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보장된다. 학교에 다닐 권

리는 퇴거명령을 받은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75)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같은 언

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아동은 정기적으로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모국어 교사를 파견한다.

73) 1177 Vårdguiden, ‘Healthcare in Sweden for asylum-seekers, people with no papers and 

people in hiding’, available at: http://bit.ly/2GoMC3k.

74) Lag (2005:429) om god man för ensamkommande barn, available at: http://bit.ly/2CP4Pnq.

75) Swedish Parliament, Betänkande 2012/13:UbU12 Utbildning för barn som vistas i landet 

utan tillstånd, available at: http://bit.ly/1GfU4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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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난민인정 행위의 선언적 성격 및 국제인권법에 따라, 난민인정 전이라도 비호신청인은 

보호되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요컨대, 비호신청인의 특정 필요에 대한 초기 식별과 

적합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같은 권리와 처우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적 기준을 제안하는 문서들은 비호신청인에게 차

별 없는 난민신청 절차와 안정적인 체류 자격과 처우를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를 규

현하는 여러 해외 사례들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비호신청인에게 난민신청 절차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신청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청인의 눈높이와 상

황에 맞게 적합한 언어와 방식으로 절차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 없는 인권과 기본

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국내 비호신청인을 위한 마련된 난민신청절차와 법적 지위 및 처우 또한 위의 원칙과 

방향성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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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난민인정절차 개요도>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