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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난민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１

Rights Exposure와 난민인권센터(NANCEN)는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법무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NANCEN이 국내 비호신청자 10인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형식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난민 인정률 

2014년과 2019년 사이, 보호 지위가 부여된 난민신청자 비율은 10% 였으며, 이 중 

난민인정자는 단 2% 가량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인정률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18년 

유럽연합(EU)28개국의 경우 1차심사 단계에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37%에 

달했으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로 38%의 신청자에게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２ 

한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이 접수된 5개국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이집트)의 

인정률을 비교한다 해도, 그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9년 영국３의 경우 

같은 5개국 출신 신청자 중 27%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 1차 심사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의신청자 중 30%에게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더욱이 2019년에 인정된 79명 중 60명이 가족결합이나 재정착 사유에 의한 난민인정자 였다. 

즉, 신청자 본인이 주장한 사유로 심사를 받은 난민인정자는 단 19명에 불과했다. 2014년에서 

2019년의 난민 인정률 10%는 다음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１  참조: 난민인정절차, 『난민지위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년 4월 발행, 4쪽

２  유럽연합통계국 보도자료 참조: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9747530/3-25042019-BP-

EN.pdf/22635b8a-4b9c-4ba9-a5c8-934ca02de496#:~:text=In%202018%2C%20almost%20582%20000,final%20

decisions%20following%20an%20appeal (최종접속일: 2020.06.17)

３  영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OECD에 속한 국가이면서 GDP와 인구 규모가 대략적으로 비슷하며, 또한 난민신청자 중 같은 5개국 

국적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되었다. 전체 자료는 다음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

statistical-data-sets/asylum-and-resettlement-datasets - asylum-applications-decisions-and-resettlement 

(최종접속일: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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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에서의 불회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회부심사는 비호신청자의 신청사유에 대한 본안 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회부심사에서 개별 신청서 상의 사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제대로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건 중 약 90%에 대해 불회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13건에 대해서만 

회부결정이 내려졌다. 

신청 철회  

2019년, ‘철회’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4,139 건에 다다랐으며, 이 중 3분의 2 가량은 법무

부에 의해 취소되었다. 난민신청자가 면접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면접자 중 한명은 면접출석 요구를 받지 않고도 

신청이 철회되었다. 이는 신청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종결처리되고 있을 것

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   

2019년에 보호지위를 부여 받은 신청자의 75%가 난민인정자가 아닌 인도적체류자라는 사실 

역시 문제이다. 인도적체류자는 최대 1년동안 체류자격이 주어지며 난민신청 기간 동안 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다. 

최초 난민인정 심사 정책과 절차상의 문제점

난민심사에 필요한 자원과 심사지연 문제

2019년, 1차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5명이었다. 매년 15,000건 이상의 신청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9년 12월 말, 1차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22,321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난민법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신청자들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공무원들의 편견에 찬 태도

피면접자들은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들에 대해 편견에 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았으며, 신청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면접조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정한 심사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다수의 신청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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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의 전문성

통역인의 역할은 구술된 내용을 추가나 생략 없이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명의 

피면접인은 통역인이 면접조사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고 어떤 말을 통역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를 다수 제공했다. 피면접자들은 몇몇 통역인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통역인의 부적절한 태도나 오역은 면접조사에서 핵심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성과 증거자료의 제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법률구조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는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피면접자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대개 신청자들의 비호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증거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접수 가능한 증거자료의 종류와 형태가 

담당자마다 달랐다. 

이의신청 절차상의 문제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률도 극도로 낮다. 2016년과 2019년 사이 총 13,452건의 이의신청 중 

단 50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인정률 0.4%) 2019년에 3,478건의 이의신청 중 단 3건이 

인정되었다.

이의신청절차는 부족한 자원으로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2019년에는 매 회의 마다 평균 580건을 검토했다. 

불과 십수 명 남짓의 위원들이 하루 만에 수백 건이 넘는 신청서의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 

피면접자 중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당일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람이 한 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난민신청자들이 이의신청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청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인정통지서의 내용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문구 외에 명확한 

결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난민인정심사 중 생계비 지원

피면접자들은 그들이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가 어려웠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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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하였다.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고 주거시설에 입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19년 한 해 겨우 542명의 신청자만이 생계비를 지원받았고, 정부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한 

신청자는 84명에 불과했다. 입주율은 51%밖에 되지 않았다. 2019년 한 해 난민신청자가 

15,000명이 넘었음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이러한 지원책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마다 6만원(미화50달러)을 지불해야 하는데, 2019년 정부의 심사결과의 

지체로 인해 체류기간을 세 번 이상 연장해야 했던 신청자의 수는 4,974명에 달했다.

권고

난민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시행상의 문제들에 

대해 시급히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하에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하락과 최초결정 및 이의신청 단계의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의 원인이 되는 정책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라. 이 같은 검토작업에는 특히 더 

취약한 집단에 속한 난민신청자(소수집단, 부모 미동반 아동, 고문 또는 성폭력 생존자, 

장애인 등)가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현행 조처 및 훈련 

절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최초심사 및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각 심사 인력을 확충해 양질의 

심사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부여부 결정심사에서 본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회부심사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회부심사단계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개시돼서는 안 

된다. 

•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하거나, 난민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해야 한다. 

• 난민인정심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통역인이 품행이나 통역의 품질 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 난민심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작성시, 신청자의 출신국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 난민신청자가 박해나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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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확한 지침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난민인정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형식, 생계비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양질의 

조언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출입국 공무원 및 자격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양측 모두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최초심사 및 이의신청 단계 모두에서 무료법률자문 접근성이 증대돼야 한다.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조사 녹음·녹화본을 즉각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출입국 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면접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불응 행위로 결론 내리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생계비 지원 및 난민지원시설 이용 대상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생계비 

유지를 위한 지원의 수준을 늘려야 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지원을 신청 한 날로 소급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난민심사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지 않은 이유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돼야 한다.

• 인도적체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또,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과 동일한 권리와 지위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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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이하 “난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는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난민법 (법률 제11298호)으로 비로소 마련됐다. 

Rights Exposure와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시행 7년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문헌 조사, 법무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 국내 비호신청자 10인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형식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면접조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수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난민심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들 중 난민인권센터에 조력을 

요청했던 이들로 구성됐다. 피면접자 중 여섯 명은 남성, 네 명은 여성으로, 이들의 출신국은 

브룬디, 중국, 이집트, 파키스탄, 르완다, 예멘이었다. 본 보고서 내 언급된 피면접자의 이름은 

당사자 및 출신국 내 거주하는 이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처리했다. 

난민인정절차 개요４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법무부 난민과는 난민 정책 시행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그 절차를 집행하고 있다. 

난민인정신청자는 반드시 법무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신청자는 결정에 앞서 

출입국 난민전담공무원으로부터 면접조사를 받는다. 이 중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에게는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 (각 지위에 따른 체류 조건의 차이는 아래 참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난민신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뿐만 아니라 출입국항에서도 가능하다. 출입국항 신청자는 입국이 허용되기 전에 별도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난민심사절차도는 부록 1 참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거나, 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되어 본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난민신청자는 그 결정에 대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４  참조: 난민인정절차, 『난민지위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년 4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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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및 난민 인정률의 최신 경향 

1994 ~ 2019년 사이 한국 내 난민신청자 수는 64,358명으로 신청자의 출신국 중 신청자 순 

최상위 5개국은 중국(6,840명), 카자흐스탄(6,542명), 파키스탄(6,178명), 러시아(5,813명), 

이집트(4,228명) 순이었다. 동 기간의 전체 결정건수는 29,270건으로 이 중 총 1,022명이 

난민(전체 종결건수 중 3%)으로 인정됐고, 2,216명이 인도적체류자(전체 종결건수 중 8%)를 

인정받았다.５ 이는 한국이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 이래로 한국에서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받은 난민신청자 비율이 단 11%에 불과함을 나타낸다.６

난민법 통과 이후 발표된 자료를 보면 (1994년 이후 전체 신청건수 중 89% 수준인) 57,716 건이 

2014 ~ 2019년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가 부여된 

신청자 비율은 10%였으며, 이중 난민인정자는 단 2% 가량으로 1994 ~ 2019년 통계치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난민인정률 통계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부록 2, 법무부 제공 통계자료 

참조)

그림 1. 연도별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2004 ~ 2019)７

이 같은 수치는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인정률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18년 유럽연합(EU) 28 개국의 비호신청 1차 심사의 결정건수는 모두581,995 건이었는데, 이 

５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2020.05.20 회신)

６ 이러한 인정률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직권취소하거나 신청자가 난민신청을 자진 철회하거나 입국항에서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이 같은 통계치가 포함된다면 인정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７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2.06.14, 2013.05.31, 2015.06.24,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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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인정 받은 신청자는 217,400명으로 인정률은 37% 정도였다. 또한 

보호 자격이 인정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56%가 완전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았다.８ 

더욱이, 한국의 인정률 통계치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건수가 포함된 반면, 

위에서 인용된 EU 28개국의 통계는 최초 결정에서의 인정건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건수를 포함하면 이들 국가의 전체 인정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일례로 

2018 년 EU 28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자 115,955명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인정률이 38 %에 달하는 것이다.９

이 같은 인정률의 차이는 한국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난민신청자 중 일부 국적자들은 출신국가 상황으로 인해 타 국적자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 국가의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한 신청자의 경우는 여타 동일 

국적자에 비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이 접수된 5개국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이집트)의 인정률을 비교한다 해도, 여전히 EU 28개국과는 그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9년, 영국의 경우 같은 5개국 출신 신청자 중 

27%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 1차 심사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의 

신청자 중 30 %에게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１０

또 다른 문제는 난민법 통과 이후 법무부가 인도적체류허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림 2 참조) 2014 ~ 2019년 사이 한국에서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받은 신청자 

2,680명 중 3/4이 넘는 2,039명(76%)이 난민이 아닌 인도적체류자로 인정됐다.

８  유럽연합통계국 보도자료 참조: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9747530/3-25042019-BP-EN.pdf/22635b8a-

4b9c-4ba9-a5c8-934ca02de496#:~:text=In%202018%2C%20almost%20582%20000,final%20decisions%20following%20an%20

appeal (최종접속일: 2020.06.17) 

９  유럽연합통계국 보도자료 참조: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9747530/3-25042019-BP-EN.pdf/22635b8a-

4b9c-4ba9-a5c8-934ca02de496#:~:text=In%202018%2C%20almost%20582%20000,final%20decisions%20following%20an%20

appeal (최종접속일: 2020.06.17)

１０  영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OECD에 속한 국가이면서 GDP와 인구 규모가 대략적으로 비슷하며, 또한 난민신청자 중 같은 

5개국 국적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되었다. 전체 자료는 다음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

statistical-data-sets/asylum-and-resettlement-datasets - asylum-applications-decisions-and-resettlement (최종접속일: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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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4 ~ 2019 연도별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수１１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난민인정자에게는 F-2 비자가 발급되며 최대 3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이 

허용되며,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는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 의료 

서비스 및 초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응교육 (한국어 수업 등)을 받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난민법 제30조 ~ 제37조)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적체류자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아 난민신청 

기간 동안 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은 

허용되지만, 인도적체류허가의 임시적인 성격 때문에 취업은 극도로 어렵다. 잠재적인 

고용주들로서는 1년 뒤, 혹은 그 이전에라도 한국 정부가 출신국 상황이 개선되어 귀국해도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꺼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도적체류자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삶을 재건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적체류자는 주로 시리아와 예멘 출신이다. 2019년의 경우 

11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2.06.14, 2013.05.31, 2015.06.24,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 2020.05.20 회신)



14

책임을 지는 것: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한국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고찰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국적자의 수는 195명이었던 것에 반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국 출신 난민신청자 상당수가 난민 자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법무부가 인도적체류자격을 활용해 임시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정책은 이들의 경제·사회적 통합과 기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피해 

당사자인 난민,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림 3. 1994 ~ 2019 국적별 인도적체류허가 현황１２

난민신청자들의 비호 요청 사유에 대한 법무부 통계자료에는 1951년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5대 기준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근거한 박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면접 실시 후 재평가를 통해 신청자의 난민신청 사유를 

다르게 해석(또는 포섭, 또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통계자료는 “가족결합”과 

“기타”(예:내전)도 포함하고 있다. “기타” 범주로 분류되는 신청 사유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의 경우에는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 가량인 48%가 “가족 결합” 또는 “기타”로 

분류되었다. (그림 4 참조).

12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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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신청건수 정치적 견해 종교 인종 특정 사회 집
단 소속

국적 가족결합 기타

2013 1,574 289 369 78 63 2 65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7 114 1,002

2015 5,711 1,397 1,311 200 721 7 43 2,032 
(내전: 428)

2016 7,542 1,360 1,856 601 1,224 38 297 2,166 
(내전: 227)

2017 9,942 1,565 2,927 778 1,101 32 267 3,272 
(내전: 179)

2018 16,173 2,428 3,764 1,054 1,588 107 492 6,740

2019 15,452 1,934 3,792 758 1,462 118 378 7,010

그림 4. 2013 ~ 2019 법무부 분류상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수１３

한국의 난민전담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 신청자들의 신청 사유를 “가족결합”으로 분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청자가 자신이 박해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같은 

박해의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다른 종류의 신청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가족 구성원과 결합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출입국 절차에 따라 처리돼 난민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절차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난민신청 사유를 “기타” 범주로 재분류하는 목적과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낸다면 2013년 이래로 법무부의 인도적체류자격 활용 사례가 

증가한 이유를 밝힐 단서를 아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가 극소수 신청자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2018 년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보면 난민인정자 144명 중 60명은 가족 결합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 외의 난민인정자 26명도 재정착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에 신청자 본인이 

주장한 사유로 심사를 받은 난민인정자가 단 52명(난민인정심사로 39명, 이의신청에서 13명)에 

불과했으며, 인정자 중 약 2/3가량에 해당하는 60%는 가족결합 및 재정착 사유로 인정됐음을 

의미한다. 2019년에는 이 같은 비율이 더욱 심각히 나타났는데, 난민지위인정 79건 중 60건인 

76%가 가족결합이나 재정착 사유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이었다. (부록2 참조)

위 분석 결과는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 낮은 난민인정률의 문제점이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정책 및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난민인정절차 주요 단계별로 분석했다.

13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5.06.24,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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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난민인정신청은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항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난민신청자” 지위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회부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신청사유에 대한 본안 심사는 아니지만,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 등의 경우 본안 심사로 회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된다.

출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는 그 규정상 비호신청자의 신청사유에 대한 본안 심사 절차는 아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회부심사에서 개별 신청서상의 사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신청자에게 제대로 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집트 국적자인 살렘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직원에게 정치적 사유로 비호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그 공무원은 비호신청자가 대기하는 공항 내 대기실로 나를 데려 

갔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저한테 왜 난민신청을 하려는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방에서 기다리면 누군가 와서 신청에 대한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7,8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공무원이 와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작성하는 동안 그 공무원이 

양식에 적힌 모든 질문에 대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느라 

양식을 작성하는 데에 네 다섯 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그 공무원은 이건 정식 인터뷰가 

아니어서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냥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왜 왔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

다음날, 같은 공무원이 면접조사로 불렀습니다. 면접조사 중에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튀니지인 통역사는 저를 제지하며 ’아니요. 그냥 짧게 

대답 하세요. 이 조사관은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식 면접조사가 

아니에요. 한국에 입국하면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１４

사전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처한 종합적인 상황과 세부사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회부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의 설득력을 보고 내린 일차적 결론에 기대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일부 신청자의 경우는 박해를 당하거나 기타 중대한 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는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이 1951년 난민협약 상 지고 있는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14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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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렘씨의 경우는 결국 난민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2018년 공항에서 회부심사를 받은 신청 

건의 절반 이상은 불회부 되었다. 2019년에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건 중 약 90% 대해 불회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단 13건에 대해서만 회부결정이 내려졌다. (그림 5 참조) 회부심사 단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며 불회부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국에 바로 도착한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거나 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입국이 거부된 대다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출신국으로 송환된다.

연도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항/동해공항/김포

공항
계

총 신
청건수

회부결
정건수

불회부
결정건
수

총 신
청건수

회부결
정건수

불회부
결정건
수

총 신
청건수

회부결
정건수

불회부
결정건
수

총 신
청건수

회부결
정건수

불회부
결정건
수

총 신
청건수

회부결
정건수

불회부결
정건수

2013 25 15 10 - - - - - - 1 0 1 26 15 11

2014 71 26 45 70 26 44 - - - - - - 141 52 99

2015 393 284 109 6 2 4 1 1 0 - - - 400 287 113

2016 168 57 - 7 0 - 11 4 - - - - 186 61 -

2017 184 20 - 2 0 - 11 1 - - - - 197 21 -

2018 394 173 209 2 0 2 118 68 51 2 0 2 516 241 264

2019 162 12 135 3 1 2 22 - 24１５ 1 0 1 188 13 162

그림 5. 2013 ~ 2019 입국항별 회부여부 결정심사 결과１６

15  불회부 결정건수가 총 신청건수(22건) 보다 많은 이유는 2018년 난민신청자 2명에 대한 심사결정이 2019년에 나왔기 

때문이다.

16  일부 경우, 회부결정건수와 불회부결정건수의 합이 총 신청건수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법무부 제공 자료에는 회부 및 

불회부 결정건수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신청자 중에는 비자 유형이 바뀌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출국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5.06.24,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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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여부 결정 심사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예를 들어 기존에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외부 상황의 변경 없이 신청했는지 여부나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가족결합을 신청하는 경우인지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개별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해서는 

안된다. 

최초 난민인정심사 절차상 문제점 

난민신청 심사에 필요한 자원배분 및 심사 지연 문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난민인정 신청건수는 7,542건에서 15,452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2019년에 크게 늘어났지만 늘어난 

신청건수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림 6 참조)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난민전담공무원 수 8 32 37 38 65

신청자 수 5,711 7,542 9,942 16,173 15,452

그림 6. 2015 ~ 2019 연도별 출입국 난민전담공무원 인원 현황１７

비교를 위해 영국의 사례를 보면, 2018년 영국 내 1차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의 수는 

485명이었으며, 그 해의 난민 신청건수는 26,547건이었다. 영국의 경우 난민심사관 한 명당 

55명의 신청자를 담당하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난민심사관 한 명이 대략 238명의 신청자를 

담당하는 셈이다. 

난민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2019년 12 월 말, 1차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22,321명에 

이르고 거기에 더하여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 있는 신청자가 3,253명에 이르는 심사 적체가 

야기되었다. 난민법(제18조 제4항)１８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신청자들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12.7 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면접조사에 응했던 난민신청자 중 여럿은 난민신청 이후 1차 심사 결과를 

17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 회신).

18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이 통지되어야 한다.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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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까지 1년 넘게 기다렸으며, 그 중 한 명의 경우 실질적인 면접조사를 받기 까지 5년을 

기다렸다. 이러한 장기간의 심사 지연은,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출신국으로 송환될 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자들의 건강과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 문제는 특히나 심사 종결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6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 책무 이행 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이 난민인정 심사절차 운영의 

무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자원의 부족은 여러 방면에서 심사 수준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면접조사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거나, 사실조사가 충분한 

수준으로 면밀히 조사되지 않고, 신청자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심사결정에 대한 관리책임자들의 

심사의 질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공무원들의 편견에 찬 태도

피면접자 중 몇몇은 자신의 심사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심사 절차와 난민법 규정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집트인 카림씨의 경우, 면접조사관이 난민신청의 주된 사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데다, 비호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더욱이, 해당 출입국 공무원은 정보가 더 필요하면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 

연락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같은 조처는 신청자 뿐 아니라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가족구성원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난민법 제17조 제3항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도 

하다. 더구나 카림씨는 면접조서 사본을 받아보고, 조서에 기록된 답변내용이 면접조사 중에 

진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면접조사는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면접조사관은 제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제가 신청사유와 신청서에 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조사관은 통역사에게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자신의 질문에 대해 짧게 답하라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묻겠다고 

전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 조사관은 

‘아니요. 증거 필요 없어요.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집트 정부에 연락할 거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면접조서를 받아보니, 모든 내용이 다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달랐어요. 예를 들어, 면접조사에서 ‘이집트에서 위험에 처했습니까?’라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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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요. 면접조사에서 저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대화록에는 ‘아니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직업 역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걸로 

적혀있었는데, 저는 이집트에서 인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 또한, 조서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으며 돈을 많이 저축하면 이집트로 돌아갈 거라고 한 걸로 

적혀있었습니다. 그건 전부 제가 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 신청서에 저는 저를 정치 

운동에 소속된 인권옹호자라고 썼지만 면접조사관은 거기에 관하여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１９

마찬가지로 이집트 국적인 타렉씨의 경우도 자신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출입국 

공무원을 여러 명 접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난민 신청사유를 설명할 기회 또한 차단되었다. 

면접조사관은 타렉씨가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답을 끊었고 신청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신청서 양식을 받기 위해 출입국에 갔을 때 만났던 출입국 공무원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공무원은 제 면전에 여권을 던졌어요. 그런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를 내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양식을 제출하기 위해 다시 출입국에 갔을 때, 어떤 출입국 공무원이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봐서, 이집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15초 동안 나를 계속 

쳐다 보면서 손으로 ‘돌아 가’라는 동작을 했어요. 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 앞에 

서있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앉아요. 나중에 부를테니’라고 했어요.

저는 면접조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관에게 제가 무슬림 형제단 공식 웹 

사이트의 관리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거기에 대한 문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조사실에서 조사관은 휴대폰을 끄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제게 기록할 다른 장치를 소지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이 제게 ‘행동 똑바로 하고 대답해야 할 말만 하고 그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사관이 한국에 오기 전 말레이시아에서 일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자 조사관이 ‘그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 조사관이 또 

당신은 무슬림 형제단 회원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 저는 회원이지만 

그 정당을 떠났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조사관이 대답을 중단시켰어요. 

면접조사 내내 제가 말한 시간이 5분도 안되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조사관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조사관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당신이 내놓는 어떤 증거도 받지 않을 

19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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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２０

난민법 제5조 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파키스탄 

국적자인 아크말씨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신청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가 경제적 

이주민이라며 신청을 제지하려 했다. (아크말씨는 후에 난민인정 결정을 받음) 아크말씨는 

친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할 때 동행했다가 다른 출입국 공무원이 난민신청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저는 한국에서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당국과 많은 논쟁을 벌인 후에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청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사흘 간 따지고 나니 그제야 신청서를 

줬습니다. […]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일하고 돈 벌려고 여기 왔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당신 말 안 믿어요.’

어느 날 친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는데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번호가 불리면 창구로 갑니다. 제 친구가 의자에 

앉자, 창구의 공무원이 ‘일어나요.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앉으면 안됩니다’라고 

말했어요[…] 한국인과 함께 가면 같은 공무원이 다른 대우를 할거에요. 아주 예의 

바르고 매우 점잖게 대해 줄 겁니다. 출입국 공무원들은 여전히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２１

예멘 출신 파하드씨의 심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경우, 면접조사 실시 과정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는 신청자가 왜 한국에 비호를 요청하는지 온전하고 정확한 상을 

파악하려는 노력과도 거리가 멀었다. 담당자는 공격적이었고, 신청자의 말을 끊고, 지쳤다는 

신호가 눈에 보여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면접조서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정정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조사관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든 자신이 기대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영어로 ‘닥쳐(Shut up)!’라고 했습니다. 

[…] 그 공무원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떠올리느라 

감정적이 돼 눈가에 눈물이 고였는데도,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조사는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20  타렉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7.25

21  아크말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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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끝날 무렵 조사관이 조서를 다시 읽어주는 단계에서 그는, 조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에 화를 냈습니다. 조사관이 제 조서를 읽어주며 답변내용을 확인할 때 

거기에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에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자, 조사관은 더 화를 냈습니다. 그 조사관은 조서를 찢어 

버리고 던지면서 통역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２２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출입국 공무원들이 난민신청자에게 보인 편견과 적대적 태도는 공정한 

심사절차와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신청자 다수가 그 같은 상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카림씨의 

경우에는, 심지어 면접조사관이 면접조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업무상 과오의 발생을 그저 특이사례로 치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된 2018년 NGO 대안 보고서２３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 심사관 및 통역인이 

난민신청자 면접조사 내용을 부정확하게 기록해 불인정 결정이 나온 사례가 100건 이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 보고서는 면접조서에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다” 또는 “난민신청하기 위해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등의 

동일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본인의 난민신청에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사건에서 

면접조서에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통역인 및 절차상의 전문성

난민법 제14조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통역인의 역할은 구술된 내용을 추가나 생략 없이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에 응했던 피면접인 여럿은 통역인이 면접조사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고 어떤 

말을 통역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를 다수 제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살렘씨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통역이 잘못된 질문이 두 개 있었어요. 저는 통역사를 제지하고 ‘아니요.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조사관에게 답변내용을 다시 써달라고 요청 해야해요.’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통역사가 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통역사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요. 저는  진술내용이 수정되기 

22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23  대한민국 17-19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7차 세션, 

2018년11월26일 ~ 12월14일, 69쪽(영문 보고서 69쪽, 국문 보고서 기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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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서명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통역사는 그제서야 조사관에게 

답변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통역사가 ‘그거 알아요. 알아. 그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제게 말했어요. 그래서 통역사에게 얘기했어요. ‘알아요. 당신은 

알지만 조사관은 몰라요. 조사관이 그 얘길 알아야죠.’라고. 통역사는 제가 말한 내용 

전체를 통역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통역사가 무슨 내용을 통역할 

지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통역사는 ‘아, 아니까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해선 

안 돼요. 더 전문가답게 일해야 합니다.”２４

타렉씨의 통역인의 경우도 특히 타렉씨가 조사관에게 좀 더 완벽한  답변을 내놓으려고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된 태도를 드러냈다. 

“통역사에게 아랍어로 ‘[심사관에게]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통역사는 ‘제가 계속 말했죠.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라고 대꾸 했습니다”２５ 

이집트 여성인 나다씨도 통역인이 답변내용을 통역하는 대신에 심사과정에 개입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통역사는 제가 속해 있던 종교집단의 분파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슬람 

교도라고 말했더니, 통역사는 제가 수니파인지 시아파인지 물었어요. 저는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통역사는 ‘아니요, 수니파나 시아파 어느 

한 쪽에 속해야 해요’라고 이야기 했어요. 저는 그냥 이슬람교도라고만 답했어요. 그러자 

통역사는 ‘그러면 당신은 메카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라는 매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통역사는 제 말을 통역하는 대신 자기 의견을 집어 넣으려 했습니다.”２６

피면접자들은 통역의 수준 자체가 형편없어서 종종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언급했다.

“6 ~ 8개월 후, 면접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의신청과정에서 면접내용 통역에 서너 군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２７ 

(라이사, 르완다 여성)

24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25  타렉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7.25

26  나다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27  라이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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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랍어 원어민 통역사를 요구했습니다. […] 통역사의 아랍어 실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요. 통역사는 한국인이었는데, 공식적인 말투가 

아니라 거리에서 쓰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파하드) ２８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특히 업무수행 태도나 통역의 정확성 면에서 난민심사에 선임된 

일부 통역인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다. 통역인의 부적절한 태도나 오역은 

면접조사에서 핵심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언급 된 피면접자 외에도 살렘씨의 경우는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을 위한 

통역인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제 면접조사에서는 이집트인이 통역을 하는 바람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통역사가 이집트 정부와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통역사가 저와 관련된 정보를 이집트 대사관이나 이집트 본국으로 

보낼까 봐 걱정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난민의 경우, 통역사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의 가족은 모두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체포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대신 데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아요.”２９

증거자료 제출상의 난관

난민법은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심사관이 난민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했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존재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증거 제출을 가로막았던 사례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럼에도 파하드씨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던 

과정에서 겪었던 일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준다.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누나로부터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를 받았습니다. 제 사진과 예멘 당국이 발부한 사형 

판결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제 휴대폰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을 출력해줄 수 있는지 

28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29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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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어요. 그런데도 그 공무원은 그냥 제 휴대폰을 치워버렸습니다.” ３０

다음 사례들은 신청자들이 증거 제출 방법을 알지 못할뿐더러 접수 가능한 증거자료의 종류와 

형태가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점을 잘 나타내준다. 

“조사관은 영상 증거는 CD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관에게 USB 디스크를 

보여 주었지만 USB 디스크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３１ (카림)

“출입국 공무원들은 미디어 증거를 영어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증거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원문인 아랍어 그대로 제출했어요. 

그제서야 아랍어로 된 증거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려고 세 번이나 출입국사무소에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증거 

자료도 제출 할 수 없었습니다.” ３２ (나다)

“각자 들은 이야기가 다 달라요.어떤 공무원은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뉴스를 

접수해주지만 또 다른 공무원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법원의 서류만 받는 곳도 있어요. 제 증거자료를 접수한 공무원은 소셜 미디어에 

나온 뉴스는 증거자료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공식 서류만 접수되었어요. 영상자료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접수 가능한 증거자료의 종류는 법무부가 결정해야지, 개별 

공무원의 해석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３３ (살렘)

난민인권센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증거 자료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음성/영상 자료는 USB 

디스크가 아닌 CD에 저장 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난민 신청자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 지침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증거를 제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미디어 기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출하려고 하지만 출입국 공무원들이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자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그 자료가 영어 

나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접수를 거절합니다. 이처럼 꺼리는 이유는 증거로 

30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31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32  나다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33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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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출되면 그 걸 검토해야만 하는 일이 부담이 되고 또한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증거가 어쨌든 거짓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난민심사 검토는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발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영어로 접수된 

경우 출입국 담당자가 이를 읽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자는 한국어로만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번역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３４

증거 제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돈이 없거나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 입장에서 증거자료 제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 

일례로 문서 번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큰 비용이 드는 어려운 일이며, 특히 아래 카림씨의 

사례와 같이 번역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랍어로 된 난민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번역가가 

아랍어에 유창하지 않아서 번역이 형편없었습니다. 신청서 내용과 우리가 겪은 일을 

번역가에게 이해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번역가를 이해시키는 데에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번역자가 ‘고문’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를 몰라서 결국 그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３５ 

정보 및 법률서비스 접근성

박해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하는 일이다. 따라서 비호신청인이 해당 절차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가 심사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12조) 

면접조사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 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회는 실제로는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법률구조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지원 및 인터뷰 

준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령 증거자료를 번역하고 인증하고, 이를 분류·제출하고 

서면 의견서를 내는 등의 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신청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조직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34  이일 변호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20.04.10

35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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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는 스스로를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변호사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NGO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변호사를 찾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처지가 못됩니다”３６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 대다수는 한국에서 난민신청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면접조사에 

동행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담당 공무원이 알려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피면접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담당 공무원들은 대개 신청자들이 비호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설명해주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청서만 줬습니다.” ３７ (타렉)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입국에 갔을 때, 신청서를 네 번이나 다시 썼어요. 왜 

그래야 했는지도 몰랐고, 담당 공무원은 제가 뭘 잘못 쓴건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두려웠습니다. 아침 9시 

30 분에 출입국사무소에 왔는데, 오후 5시 30분 쯤에서야 신청서 작성을 마쳤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었어요. 머리도 많이 아팠고, 겁도 났어요.”３８ (라이사)

“난민신청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인천 공항의 보안구역에서 빠져나가는 문을 가리키기만 했어요. 어디로 가야할지도 

몰랐습니다.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잠도 공항에서 자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를 검색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했습니다.”３９ 

(파하드)

피면접자 중 누구도 최초 신청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자문을 받지 못했지만, 피면접자 

전원은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렘씨는 신청자가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이 난민임을 주장해야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6  이일 변호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20.04.10

37  타렉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7.25

38  라이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1.06

39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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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에 있을 때는 일체의 연락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사실 한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 지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더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 느낌에 공항 출입국 공무원은 제게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입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거부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거죠.” ４０

면접조서 확인 및 열람

난민법은 면접조서 내용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하여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는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면접조서에 잘못 기록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여러 피면접자들은 실제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관은 아무 설명도 없이 면접조서를 주었어요. 저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４１ 

(타렉)

“면접조사관이 면접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보여 주었지만 한국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가 말한 내용이 정확할거라고 믿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 페이지에 서명을 해야했습니다.” ４２ (살렘)

“조서를 열람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 기재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는 조서상의 제 이름, 여권 번호, 이집트 내 주소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조작된 내용으로 가득 찬 조서를 읽어주려 할 리가 있나요. 

조사관이 조서에 서명하는 것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통역사로부터 듣고 이해한 내용에 서명한 것입니다.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면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４３ (카림)

통역인이 면접조서 기재된 내용 전체를 통역·번역하더라도(면접조사를 진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축되는 등의 경우) 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면접조사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40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41  타렉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7.25

42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43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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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없다.(제8조 제3항) 이를 활용한다면 면접조사의 진행방식, 

통역상의 문제, 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법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이 실무상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첫 번째 문제는 신청자 다수가 면접조사 시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다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출입국 공무원들이 면접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들이 면접조사를 

녹음·녹화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４４

두 번째 문제는, 면접 녹음·녹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일부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파하드씨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면접조사관에게 조사내용이 녹음·녹화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４５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에 응했던 피면접자 중에는 살렘씨만이 면접조사를 녹화할 수 있었으나, 

녹화본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는 신청자에게 면접 녹화본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살렘씨는 면접 녹화본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인천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돌아가 녹화된 영상을 요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녹화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서 녹화 영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반 동안 제가 공항 내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저는 공항의 

난민 담당 창구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와서 저를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 녹화영상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그 공무원에게 전달했는데 그 직원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안돼요, 

녹화영상을 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에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며 저에겐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자기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본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４６

44  나다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45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46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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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한국 정부는 면접조사 녹음·녹화를 의무화했으며, 이로써 위에서 지적된 문제는 

일부 나마 해소될 것이다. 2019년에는 3,705건의 면접조사가 녹음·녹화되었다. 그러나 이 중 

녹음·녹화 내용 검토를 요청한 신청자는 단 2명뿐이었다.４７ 녹음·녹화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처사이나,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본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고지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녹음·녹화본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불인정통지서의 구체성 결여

난민심사 결과와 관련해 법무부가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이 명시돼야 한다. (난민법 

제18조 제3항) 

불인정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근거의 제시는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몇몇 피면접자들은 자신이 받은 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 외에는  불인정 사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불인정통지서 내용에 대한 카림씨의 설명은 

다른 피면접자의 설명과 일치했다. 

“제 불인정사유는 그냥 양식에 포함된 문구 같았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통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４８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가 조력해본 경험의 한도 내에서는 난민불인정사유는 신청사유가 말이 안된다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리아, 예멘과 같은 분쟁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나 이집트에서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인 신청자들 같은 특정 

그룹의 경우에는 대체로 별 내용 없이 ‘진술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믿기 어렵다’, 

‘사적 박해에 해당하므로’ 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됩니다. 심사관들이 박해를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게 놀라웠습니다.”４９

47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48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49  이일 변호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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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출석요구 및 난민심사 종료 처리

난민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 제6항) 이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없지만 파하드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적용이 항상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이뤄지지는 않았다.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첫 면접조사를 기다렸습니다. 2014년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5초 간격으로 온 전화를 두 번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에 

인천 출입국에 취업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에서야 2014년 2월에 전화했던 곳이 

출입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저보고 예멘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서울로 가라’는 말만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입국을 방문했더니 출입국 직원들은 ‘전화를 걸었었다. 난민신청은 

취소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취소 이유였습니다. 2014년 

9월에 다시 난민신청을 했는데, 2017년 1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놓쳤습니다. 저는 1345가 출입국 번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５０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를 종결 처리한 결정은 난민법의 문자적 규정에도, 취지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 더욱이, 신청자 다수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거처를 옮겨, 주거가 

불분명해지거나 휴대폰 이용요금 등의 공과금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매우 고단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면접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불응 행위로 결론 내리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철회”로 분류 된 신청 건수는 2015년 278건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4,139건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취소 건수 중 2,622건은 법무부에 의한 직권취소였으며,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인 1,518건이 신청자에 의한 자진철회였다.５１ 2019년에 철회로 분류된 신청건수 

중 3분의 2 (63%) 가량은 실제로 신청자가 아닌 법무부에 의한 취소된 것이다. 이는 위에서 

소개한 사례가 특수한 사례가 아니며, 상당수 신청 건이 본안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부당하게 

종결처리되고 있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 

50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51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2020.05.20 회신). 2020년 5월 20일자 회신 정보에 

포함된 수치(4,139건)와 2020년 3월 27일자 회신 정보에 포함된 상세 수치(각 2,622건 및 1,518건, 합계 4,140건)는 1건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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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상의 문제

2013년 7월, 난민법 제25-28조에 의거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될 

난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은 3년 임기로 법무부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민 조사관들을 임명해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최초심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절차 역시 부족한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난민조사관의 수는 단 12명으로, 각 조사관이 매월 검토·준비해야 하는 사건은 44건에 달했다. 

난민위원회는 1 년에 4 ~ 6 회 소집되며, 한 번 소집됐을 때 수백 건의 이의신청을 검토 하게 된다. 

위원회는 2019년에 총 3,478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는데, 매회 평균 580건을 처리한 셈이다. 

(그림 7 참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일시 1/31 3/22 5/17 7/19 10/11 12/06

처리건수 432 438 448 416 573 1,171

출석위원수 14 11 15 12 12 13

그림 7. 2019년 난민위원회 소집 현황５２

난민조사관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이의신청에 대해 일정 수준의 조사와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불과 십 수명 남짓의 위원들이 하루 만에 4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의 배경, 세부사항, 결정 

이유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원회 활동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자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신청자들이 대개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참조) 위원회 위원들이 1차 심사 당시 놓쳤을 수 있는 살펴볼 수 없고, 신청자의 

신빙성과 관련한 의문점을 따져볼 수 없게 된다. 이는 심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난민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절차적 맹점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청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 

또, 난민신청자들이 무료로 법률자문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본 보고서의 피면접자 중 

52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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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당일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람이 한 명 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신청자들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불인정결정을 받은 당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려 했더니 출입국 담당자가 당일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 다시 와서 신청하거나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어요.” ５３ (아크말)

“출입국 공무원은 그냥 이의신청서만 건네줬습니다.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증거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담당자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러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갔는데, 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당일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다시 오게 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 불인정 결정을 받았지만 그 사유를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제 난민신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돈을 벌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확인하면 제가 인권옹호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조사를 다시 받을만 한 자격이 있습니다.” ５４ (카림)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불인정 결정의 근거를 반박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최초심사 당시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6~ 

2019년 사이 총 13,452 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단 50 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정률 0.4%)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인정률은 2019년에 3,400건 이상의 이의신청 중 단 

3건이 인정돼 난민법 통과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심사결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연도 1차심사 이의신청 소송

2013 5 9 10

2014 18 53 3

2015 13 27 0

2016 17 10 3

2017 27 24 5

2018 39 13 6

2019 11 3 5

그림 8. 난민법 통과 이후 연도별 난민인정자 현황５５

53  아크말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0.21

54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55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5.06.24,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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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의신청자 수 324 968 1,995 4,341 3,064 2,613 3,434

난민인정자 수 9 53 27 10 24 13 3

그림 9. 난민법 통과 이후 연도별 이의신청 및 난민인정 현황５６

난민인정심사 중 생계비 지원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살렘씨가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지극히 “기본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난민신청자 대기실에 있을 때는 세 끼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주스나 우유와 

빵 또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롯데리아(패스트푸드 식당)의 

샌드위치와 콜라였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식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 

에는 밤에 직원에게 우리 돈을 주고 음식을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때때로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었지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배급할 때나 

면접조사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여자들을 위한 공간이 비었을 때, 남자 몇몇을 여자들 

공간으로 옮겨 주기도 했습니다. 안에는 화장실 두 개와 샤워실 한 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５７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의 생활 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편이지만 입국이 허용된 이후에 이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더욱 고단하다. 난민법은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신청자들에 관해서 난민법은 “법무부장관은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40조)거나,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1조)는 불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56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5.06.24,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20.03.27회신).

57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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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５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가능하며 신청 및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생계비 지원 

대상과 각 신청자 별 표준 지원금액이 규정된 공개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난민법 시행령５９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을 고려한 후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7조 

제2항)

시행령은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 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 신청자 1,765명 중 624명(35%)만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2019년에는 생계비 지원 신청건수가 717건에 그쳤고, 그중 76%인 542건에 대해 생계비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2019년에 난민신청자 609명６０에게 생계비지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709,000,000원(미화 678,110달러)６１이었다.６２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들은 최대 6개월 동안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에 설치한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에 입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들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입소자격기준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6개월간 82명, 연간 총 

164명이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주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있는 

상황에도 이 시설의 입주자는 2015년 109명 (입주율 66 %), 2016년 114명 (입주율 70 %), 

2017년 103명 (입주율 63 %), 2018년 155명 (입주율 95%), 2019년 84명 (입주율 51%)으로, 

지속적으로 최대 입주가능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시설을 사용했다. 2019년, 이 시설의 평균 입주 

기간은 153일로 나타났다.６３

2019년 생계비 지원 신청은 2018년 신청건수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고 있다. 브룬디 국적의 남성 레미씨는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 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8  2014년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하지 않은 신청자들의 경우에 382,200원 

(미화317달러)으로 책정되었고, 입소한 신청자들의 경우에는267,540원 (미화222달러)으로 책정되었다.

59  다음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781&efYd=20191231#0000 (최종접속일: 2020.03.12)

60 이 수치에는 2018년 난민신청자 67 명이 포함됐다.

61  보고서 전체에서 한화1원을 미화0.00083 달러(반올림하여)로 환산하였다.

62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9.03.07, 2020.03.27 회신).

63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 2017.02.26, 2018.03.07, 2019.05.10, 2020.03.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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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생계비지원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신청서를 줬어요. 얼마 후, 출입국으로부터 ‘생계비지원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된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신청이 거부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６４

그림 10. 생계비지원신청 탈락 문자메세지６５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2015년 8월 19일)６６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피면접자의 증언은 난민신청자가 겪는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 났을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보호소에서 만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분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분이 계시는 교회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 후, 지낼 곳을 

얻기 위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64  레미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20.04.01

65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번역)

66  난민인권센터의 의뢰인이 2015년 8월 19일에 수신한 문자메세지. 보기: https://n.news.naver.com/

article/047/0002124356 (최종접속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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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오고 나서가 더 힘들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없었고 출입국에 매달 가야 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3개월마다 

비자 연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출입국에 갈 때 마다 출입국 직원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구금 할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또 임대료, 

식비, 교통비로 매월 거의 1,5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６７ (아크말)

“전 과정을 통틀어 가장 힘든 부분은 돈 문제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구직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일을 했지만 항상 체포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６８ (메이후이, 중국 여성)

“여성은 생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남자와 자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합법적으로는 일할 수 없고 지원도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야 했습니다.” ６９ 

(라이사)

“한국 정부가 우리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숙소를 제공할 것도 아니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거면 적어도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낼 곳을 

얻고 음식을 살 수 있게 해야죠. 도와 주는 단체가 없었다면 저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을 

거에요.” ７０ (살렘)

난민신청자들은 박해의 공포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해, 숙식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난민 

신청자는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없게 된다. 당장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방법을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다가 신청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우편요금, 번역비, 전화요금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주거지나 연락처가 없는 

신청자는 당국과 연락이 끊겨 심사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난민 심사가 장기간 지체되면 많은 신청자들이 오랫동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국 사회로의 

신속한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은 심사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3 ~ 6개월마다 비자연장 비용 

60,000원(미화 50달러)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의신청자의 경우는 최장 6개월의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7  아크말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0.21

68  메이후이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0.16

69  라이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11.06

70  살렘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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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할 경우 체류 연장을 최소 4번 신청해야 하므로 

최소한 240,000원(미화 200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 중에도 한 번에 3 ~ 6개월 

체류자격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이 2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체류연장 4 ~ 8회에 총 240,000 ~ 

480,000원 (미화 200 ~ 400 달러)을 지불해야 한다. 

또, 외국인 등록증 신청에도 130,000원 (미화 108 달러)의 비용이 든다. 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 

공무원이나 경찰을 만나는 경우 자신이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 신분증이다.

수수료를 지불할 방법이 없는 난민신청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나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 한국정부가 6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까닭으로 야기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법무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심사의 지체로 

체류기간을 세 번 이상 연장해야 했던 신청자의 수는 4,974명에 달했다.７１ 또한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신청자들에게 미납 시 국내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벌금 부과가 

이뤄지기도 했다. 

“피난처 [난민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NGO]에서 제공하는 쉼터에 살고 있었지만, 비자 

연장을 하러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피난처 주소가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으니 비자를 갱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4월 9일이었는데, 제가 4월 

13일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 날이 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출입국 작원들은 제가 체류기간 만료 후 한 달을 

지냈기 때문에 100만원(미화 830달러)을 내라고 했습니다. 출국명령도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3 개월 안에 출국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정정해주지 않고 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한 출입국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철회해줬습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은 여전히 

내야 했는데, 제가 4월 9일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담당자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산 전에 등록을 연장 못한 건 큰 실수였습니다. 딸이 

태어났지만 제게 유효한 신분증이 없어서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딸은 진찰을 

받거나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갔지만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７２ (나다) 

“한번은 비자만료기간이 지나서 벌금으로 이백만원(미화 1,660달러)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취업허가도 없고, 지원을 받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출입국 

71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72  나다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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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열흘 안에 어떻게 이백만원을 

구합니까?’라고요. 하지만 그 공무원은 만약 또 와서 애원하면 저희 나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７３ (라이사)

“그날은 외국인 등록증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등록증을 연장하러 

출입국에 갔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저보고 난민 업무 담당 부서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출력해줬습니다. 담당자는 

‘이제는 당신은 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원으로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등록증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지금 나가면 

내일 체포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직원은 그냥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등록증 기간 연장에 

대해 묻자, ‘몰라요’라고만 하고는 ’90일의 기한이 있다’라는 말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200만 원 (미화 

1,660 달러)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７４ (파하드)

73  라이사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2019 11.06

74  파하드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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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권고

“출입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신청서류를 주의 깊게 읽었다면, 

지난 2년간 이 모든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 공무원들이 우리가 쓴 내용을 

읽었다면 난민신청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되지는 않았을 거에요. 

이런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바람에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난민신청을 거부하고 송환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일로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난민을,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７５ (카림)

2013년 난민법의 시행은 “국제적 난민 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실제로 확인시켜주는 계기였으며,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７６ 그러나 법 시행 후 7년이 지난 지금, 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하에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하락과 최초결정 및 이의신청 단계의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의 원인이 되는 정책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라. 이 같은 검토작업에는 특히 더 

취약한 집단에 속한 난민신청자(소수집단, 부모 미동반 아동, 고문 또는 성폭력 생존자, 

장애인 등)가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현행 조처 및 훈련 

절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최초심사 및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각 심사 인력을 확충해 양질의 

심사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부 여부 결정심사에서 본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회부심사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회부심사단계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개시돼서는 안 

된다. 

75  카림 면접조사, 난민인권센터, 2019.09

76  참조: 난민인정절차, 『난민지위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년 4월 발행,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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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하거나, 난민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해야 한다. 

• 난민인정심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통역인이 품행이나 통역의 품질 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 난민심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작성시, 신청자의 출신국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 난민신청자가 박해나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확한 지침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난민인정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형식, 생계비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양질의 

조언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출입국 공무원 및 자격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양측 모두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최초심사 및 이의신청 단계 모두에서 무료법률자문 접근성이 증대돼야 한다.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조사 녹음·녹화본을 즉각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출입국 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면접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불응 행위로 결론 내리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생계비 지원 및 난민지원시설 이용 대상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생계비 

유지를 위한 지원의 수준을 늘려야 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지원을 신청 한 날로 소급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난민심사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지 않은 이유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돼야 한다.

• 인도적체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또, 인도적 

체류자에게 난민과 동일한 권리와 지위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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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난민인정절차７７

77  난민인정절차, 『난민지위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년 4월 발행,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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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도별 통계 (1994년 ~ 2019년) １

연도
신청건
수２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
가

불인정

자진철
회/직권
취소 
３

총계
법무부 행정소송

최초심
사

이의신
청

재정착
가족결
합

소계
난민인
정

가족결
합

소계

1994 5 - - - - - - - - - -

50 39

1995 2 - - - - - - - - - -

1996 4 - - - - - - - - - -

1997 12 - - - - - - - - - -

1998 26 - - - - - - - - - -

1999 4 - - - - - - - - - -

2000 43 - - - - - - - - - -

2001 37 1 1 - - - 1 - - - -

2002 34 1 1 - - - 1 - - - 8

2003 84 12 11 1 - - 12 - - - 5

2004 148 18 14 - - 4 18 - - - 1 7 9

2005 410 9 9 - - - 9 - - - 13 79 29

2006 278 11 6 1 - 3 10 1 - 1 13 114 43

2007 717 13 1 - - 11 12 1 - 1 9 86 62

2008 364 36 4 - - 16 20 16 - 16 14 79 114

2009 324 74 45 10 - 15 70 4 - 4 22 994 195

2010 423 47 20 8 - 10 38 9 - 9 35 168 65

2011 1,011 42 3 8 - 13 24 18 - 18 20 277 90

2012 1,143 60 25 - - 20 45 15 - 15 31 558 194

2013 1,574 57 5 9 - 33 47 10 - 10 6 523 327

2014 2,896 94 18 53 - 20 91 1 2 3 533 782 362

2015 5,711 105 13 27 22 43 105 0 - 0 198 1,835 278

2016 7,542 98 17 10 34 34 95 3 - 3 252 6,013 735

2017 9,942 121 27 24 30 35 116 5 - 5 317 5,607 1,197

2018 16,173 144 39 13 26 60 138 6 - 6 508 3,221 2,305

2019 15,452 79 11 3 37 23 74 5 - 5 231 5,639 4,139

78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2.06.14, 2013.05.31, 2015.06.24, 2017.02.05, 2017.02.05, 

2018.03.07, 2019.03.07, 2019.05.10, 2020.03.27, 2020.05.20회신). 

79  법무부의 회신정보에 포함된 총 난민신청건에 대한 수치에 1건의 차이가 있다. 법무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회신받은 정보에 

포함된 수치의 합계는 64,359건이지만 2020년 3월27일의 회신정보에는 총신청건이 64,358건으로 표시되어있다.

80  최초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자진철회했거나 법무부에 직권취소한 신청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