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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7년 10월 법원의 판결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신속심사 지시 정황의 발견
                   법무부의 자체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시행 약속
2018년 9월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
2020년 2월 법무부 재심사 방침 시행
2020년 6월 라힘(가명) 인터뷰

1. 사건 개요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방편에서 난민심
사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2015년 9월부터 2017년 특정 
시점까지 난민심사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동일 시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 
일반, 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였다. 그 중 ‘신속’으로 분
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소마다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신속심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도
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
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
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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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에서 인지한 케이스들은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는데,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
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
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접조서의 조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면접조서에는 거의 찍어낸 수
준으로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적혀있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

       입니다.” 

문: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된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국어로 적힌 난민불인
정결정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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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장기간의 무의미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기
다려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들 중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난 아주 소수의 피해자만이 상담과정에서 본인의 면접조서가 조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왔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난민면접이 형해화 될 정
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
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난민인권센터는 
재단법인 동천과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문제제기가 되자 내부적으로 942건을 전수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
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하였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제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
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난민심사 거점
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
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2019년 6월 피
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이슈화되었고,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는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난민인권네
트워크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한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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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처음 인지된 것은 대부분 난민소송 절차에서였다. 난
민면접조서 및 난민불인정 사유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심사 과
정을 통해,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난민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받은 것인지 피해자
들은 알지 못하였다.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난민법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
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자력으로 변호
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과정 역시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장 제출 단계부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법정에 출석하여 법적 공방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난민단체를 통해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거나, 자비로 변호사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 또는 난민단체를 만나게 된 극히 소수의 난
민신청자들이 소송 수행을 위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면접조서와 난민불
인정사유서에 “돈을 벌러 와서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난민인권센터에서
도 비로소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법원에서 피해자들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였
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았다. 난민면접이 단 한 건도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증명해 내야 했다. 2017. 10. 12.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4294 사건에서는 면접조서가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
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신문이 진행되었고, 거의 동일한 취지로 작성된 다른 피
해자들의 면접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로 중대
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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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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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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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심각한 인
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을 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자 난민인권센터는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2018. 
7. 18. , 피해자 5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에 권고를 구한 진정취지는 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
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 ② 
공무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 ③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④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 절차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 2018. 7. 18. 국가인권위
원회에 진정제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 7월 초 현재, 곧 결과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하
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면서도 이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앞에 서는 것이 
또 다시 어떠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당시 
난민면접 과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결국 두 명의 피해자
가 대표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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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난민인권센터 

 재단법인 동천 

 

피 해 자    1. A 

 2. B 

 3. C 

 4. D  

 5. E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진 정 취 지 
 

1.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의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

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

해를 보상하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

책을 마련하며,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적으

로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 2/22 - 

3. 귀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

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에 이른 경위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난민신청사유를 밝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

원과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난민신청사유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됩니다. 면접조

서의 내용은 향후 난민 인정 여부 심사,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사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요

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의 난민면접 과정을 살펴본 바, 특정 통역인(장OO)과 특정 

공무원(조OO)이 참여하여 작성된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에 해당 난민신청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난민신청인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피해자들이 면접 당시 결코 하지도 않은 진

술이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된 것입니다. 더욱이 질의응답 종료 후 난민면접조

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로 인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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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면접의 의의 및 공무원의 의무 

가. 난민법상 규정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

할 것과(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민신청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고(난민법 

제 14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

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

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난민법에서 이와 같이 상세하게 난민면접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난민면접이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난민심사절차이며, 그 면접 결과는 난민인

정 여부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난민인정절차의 핵심

은 면접조사 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러

므로 난민면접은 난민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한 조사와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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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민편람상 규정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난민편람』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유능한 통역

서비스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받아야” 하며{192항 (iv)}, 심사관은 “신청인이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신

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200항), “심

사관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관해 내린 결론 및 신청인에게 받은 주관적 인상 등이 

신청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어지므로, 심사관은 이들 법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의 관념 및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라는 심사관의 개인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02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난

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다. 공무원의 의무 

결국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모든 진술이 왜곡 없

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역인과 난민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편견이나 예단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의적으로 허위 내용

을 기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난민신청서를 토대로 박해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청자의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에 배치되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

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제적으로 질문하여 그 진

위를 밝혀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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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난민면접 업무는 난민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난민심사관이 

아닌 난민심사관을 도와 난민면접 및 사실조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난민업무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난민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사할 의무를 위반하여 난민신청서와 배치되는 내용

의 면접조서가 작성된 경우, 난민심사관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의무

가 있습니다.  

 

3. 피해 사례 

가. 피해자 1, 2  

1) 면접과정 

피해자1과 피해자2는 이집트 국적의 부부로 한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난

민인정신청을 하고 각자 난민면접에 임했습니다. 이들이 자필로 작성한 난민

신청서와 그 번역본(참고자료1 피해자 1, 2의 난민신청서 및 번역본)에 의하면, 

피해자1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피

해자2도 정치활동 및 종교적 사유로 인한 박해의 가능성이 있어 난민을 신청

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 2 모두 난민인정

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

민신청사유에 대한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면접에 소요된 시간

은 약 15분 ~ 20분 정도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

니다. 

 

2) 난민면접조서 

피해자1과 피해자2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난민면접조서에

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참고자료 2 피해자 1,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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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서). 우선 피해자 1의 경우, 인적사항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1쪽). 본국에서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 1은 Egyptian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라는 단체에 속해 일했다고 설명하였으나, 난민면접조

서에는 엉뚱하게도 피해자 1의 직업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라고만 기재되어 있

습니다(3쪽).  

 

무엇보다도, 난민면접의 핵심인 [박해사항]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1이 난민 면접 시 전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단순한 오기가 아

니라 허위의 내용을 작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시오. 

답.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

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

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문.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이집트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 

답.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2 피해자 1의 난민면접조서 4면] 

 

피해자 2의 난민면접조서에도 위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

습니다.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이집트의 군부정권에 대항하고 노동자와 

빈민층을 위하여 활동을 지속해 온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비상식적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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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난민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지 않은 피해

자들이,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해 온 정치적 활동과 그로 인하여 자국 정부로부

터 받은 박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

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자가당착식 답변을 하였을 리 만무합니다.  

 

3)  면접 종료 후 확인절차 

면접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들은 스스로 면접조서 말미에 아랍어로 ‘본인

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이라는 취지의 문장과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한글을 전혀 모르

던 피해자들은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통

역인이 난민면접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조서 내용을 전

부 하나씩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만을 재확인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피진정인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의 수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난민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1를 위반하는 절차적 위

법을 범하였습니다. 

 
1 난민법 제15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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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3 

1)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3은 수단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이

유로 고문 등을 당하였고, 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

다. 피해자 3의 경우에도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담당공무원과 통역인으로부터 

난민면접을 받았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아

보게 된 난민면접조서에는 ‘한국에 일을 하려고’ 왔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3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  

 

문. 2015. 10.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중략) 

문.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시오. 

답.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

청을 하였습니다.  

문. 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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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집권 여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수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기 때문입니다. 

문.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수단에서 한 차례 폭행을 당하고 욕설도 들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나요?) 수단기술대학교 교문 앞에서 2014. 1. 20. 오후 5시 무렵 집권 여당 사

람들 5~6명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고, “너는 개새끼”, “너는 거짓말쟁이”라

는 욕설도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 이름은 무엇인가요?) 국민회의당입니다. (아랍어

로는 무엇인가요?) 알무타마르 알왓따닌입니다. (그들은 왜 신청인을 폭행하고, 욕

설도 했나요?) 대학 교수들 4명이 환율학, 회계학, 금융학, 계량학에 대한 기말고사 

문제를 국민회의당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유출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에 대한 

글을 그 대학 학보사에 보내 그 사실이 학보에 개재되었습니다. (언제 발행된 학보

에 실렸나요?) 2011. 6. 5. 입니다. (학보는 무슨 요일 발간되나요?) 매주 월요일에 

발간됩니다. 그래서 2011. 6. 5. 이 월요일입니다. (2011. 6. 5.은 일요일인데 왜 월요

일이라고 했나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인쇄를 하여 월요일에 발행합니다. (그 당시 

폭행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나요?)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그들이 국민회의당 사람

들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회의당 소속 대학생들

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2011년에 발간된 신문 때문에 2014년 신

청인이 폭행당했다고 생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2011. 6. 5. 신문발간 직후 신청인은 어떠한 위협을 받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문. 신청인이 폭행과 욕설을 당한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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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니오.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내가 대학 교수들의 비리를 폭로하여 경찰에 

체포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단 경찰은 교수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

을 체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 

답.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3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 4-5면] 

 

그러나 피해자 3이 법원에서 본인신문을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민

면접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난민신청사유를 말하라

고 했을 때 수단에서 문제 있어 고문도 당하고 감금도 한 달 이상 당한 적이 있

다고 말하였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참고자료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판결). 즉,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에도 피해자 3이 난민면접

시에 전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해당 부분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

찬가지로 허위의 내용을 작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면접 종료 후 확인절차 

또한 피해자 3은 난민면접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접 질문들이 매우 짧았

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통역인이 구사하는 아랍어

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물으니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말해주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면접을 마친 후 서명을 요구했고, 피해자 3이 “아직 

설명을 안 해주어서 사인을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통역인이 서명을 하면 설

명해주겠다고 해서 서명을 하였는데, 설명을 요구하였더니 시간이 다되어 어

렵다고 설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측

은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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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의 수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4 

피해자 4은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남동생이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이유

로 체포를 당하자 동일한 무슬림형제단으로서 체포 등의 위험을 피해 한국에 입

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4도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담당공무원과 

통역인으로부터 난민면접을 받았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한 이후 받아보게 된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

다’ 하고 하거나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5 피해자 4의 난민면

접조서).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 사유를 어떻게 알게 되고 적게 되었나요. 

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민신청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연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 사유를 듣거나, 난민신청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대

가를 지불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문.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뜻 맞나요. 

답. 네 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거짓 사연을 쓰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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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한국에서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하여 와서 난민신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레이

시아는 다른 무슬림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문

제나 위험, 위협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집트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난민신

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형도 현재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도 한국에 불러 함께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귀국할 경우 신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 

답. 본국에 돌아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집트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문. 신청인은 소속되거나 활동한 단체가 있나요. 

답.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지만 가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중략> 

문. 신청인이 지금까지 난민신청사유로 주장한 한국에서 취업 및 체류를 하며 경제적으

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과 해외취업 중인 형을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일하며 

살고 싶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난민신청 사유가 있나요. 

답. 아니요, 그것 이외에 다른 난민신청 사유는 없습니다.  

[참고자료5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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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측은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의 수정 등

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라. 피해자 5  

피해자 5은 예멘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이

유로 고문 등을 당하였고, 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5도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담당공무원과 통역인으로부터 난민면접을 받았

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아보게 된 난민면접조

서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법적인 체류 목적으로’난민신청을 했으며 

‘난민신청하기 위해서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지어서 작성’ 하였으며 본인이 

박해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6 피해

자 5의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5의 경우 이후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었고, 체류목적으로 난민신청했어요. (합법적

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법적

인 체류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이 난민신청 시에 테러조직(후티반군)의 

위협을 받는다고 작성하였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난민신청하기 위해서 난민신청 사유

를 거짓으로 지어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겪은 박해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은 예멘에서 특별한 위협받은 사건이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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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 위협이나 박해받은 내용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신청인이 예멘으로 귀국 시에 박해나 위협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예멘으로 귀국해도 내전으로 위험한 상황일 뿐, 제가 특별히 위협이나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6 피해자 5의 난민면접조서 4면] 

 

마. 그 외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총 몇 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인이 인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자 있는 난민면접조서를 전달받은 사

례만해도 18건이나 됩니다. 공통적으로 난민면접조서 상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

으로 왔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등의 진술이 포

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면접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난민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참고자료 7 18

건 난민면접조서 및 진술서).  

 

또한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던 중에 증거자료로 통역인 장OO가 담당하였던 사건과 그 외 사건에 대한 

내부통계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8 법무법인 예율 내부 통계자료). 이에 

따르면 법무법인 예율에서 확인한 총 128건의 아랍어 통역을 사용한 난민신청자 

중 65건을 장관호 통역인이 담당하였으며, 다른 통역인이 통역한 사건에서는 위

와 같은 하자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 장관호 통역인이 담당한 사건

에서는 33건에서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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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앞서 본 사례들 외에도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일련의 난민면

접에 배석한 통역인이 어떤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

하였는지, 또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허위의 내용을 면접조서에 기재하였는

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만일 면접조서가 통역인 또는 담당공무원의 심

증에 따라 또는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하고, 진술 내용을 난민

신청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난민불인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범죄행위이거나 이에 가까운 행위에 해당합니다.  

 

4. 법무부의 미온적 대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난민 관련 활동가 및 단체에서 법무부에 문제제기

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면접조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면접

조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 관련 단체들

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는 면접을 간이하게 한 것일 뿐이지 허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 .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개별적으로 소송

을 통해서 다툰 사례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일부 사건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난민신청서와 면접조

서를 검토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다고는 하나 그 수가 어느 정도인

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난민 관련 단체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공무원이 실시한 

총 면접조사 및 심사결정통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각 

심사관별 심사결정 통계, 각 심사관별 심사진행건수 및 심사종료건수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 심사관별 

 
2 2017. 12. 26. 난민 관련 단체와 법무부 난민과 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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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통계를 인정/불인정/인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확인과

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공개

함은 심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참고자료 9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결정자료).  

 

이렇듯 법무부는 사안을 공론화 하고 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적절한 징계

를 하기는커녕 판결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 일부 문제되는 사안만 직권취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어 재신청을 하였고, 동일한 사무소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신청에 대해 다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선 최초 신청에 대한 면접조사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

에 기초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이미 지득하고 있었음에도, 재신청에 대해 불인

정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 신청 당시 면접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 는 취지의 진술과 재신청 면접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고 있어, 피진정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는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참고자료 10 피해자 4의 난민재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서). 

 

5. 피해자들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무부에서 그나마 직권취소를 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같

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입니다. 해당 

사건 법원은 면접조서 기재 내용이 “난민신청자가 실제 그렇게 진술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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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들”이며 “그것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젓

이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난민면접과

정에서 종전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배치되는 원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면, 난민심사관은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

여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원고

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을 뿐”이라고 인정하였

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

조서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

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1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이후 법무부는 소송으로 다퉈지던 사건에서 대부분 직권취소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피해자 3의 사건에서 사증을 위조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 3이 ‘경제적 목적 이주민’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기각 되었으나,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신청을 한 사람 중에 

위 2.나.2).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기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난민신청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

적이라 할 것인데, 유독 아랍어 통역인 장OO가 통역한 난민면접조서에 그와 같

은 기재가 많다는 것은 아랍어 통역인 장OO의 통역 내용이나 통역 방식 등에 심

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판결).   

 

또한 위 판결에서는 “통역인 장OO가 참여하여 작성된 아랍어권 난민신청자

에 대한 다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031, 2017구단3444, 2017구단429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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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6993, 2017구단9152, 2017구단9350, 2017구단50396, 2017구단58710, 2017구단

62429, 2017구단63293 사건 등)의 난민면접조서에서 유사한 기재 내용들이 발견되

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6.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가. 피해자 1, 2의 사례 

피해자 1, 2의 경우 이집트에서 박해를 피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도망가야겠

다고 결심을 하고 2016. 5. 17.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한 즉시 난민신청을 하

기 위해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6.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

민면접실에서 각자 통역인 장OO의 아랍어 통역을 통해 조사관 조OO과 약 15~20

분 가량 난민면접을 한 이후 2016. 6. 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인

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 1, 2는 2016. 8. 5.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는 2016. 12. 22.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

정을 하였고, 2017. 7. 13. 난민불인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2017. 12. 11. 조정권고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 12. 29.자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후 재면접 과정을 거쳐 2018. 3. 21. 난민인정을 받게 되

었습니다.  

 

2016. 5. 17. 피해자 1, 2 부부 한국에 입국 

2016. 5. 2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서울출입국으로 안내 받음 

2016. 5. 24.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016. 6. 1. 번역과정을 거친 후 난민인정신청 

2016. 6.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면접실에서 통역인 장관호의 아랍어 통역을 

통해 담당공무원 조윤영과 각 20분 가량 난민면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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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7. 난민인정 불허 처분 

2016. 8. 5. 이의신청 

2016. 12. 22. 이의신청 기각결정 -> 2017. 7. 11. 수령 

(2017. 3. 8. ~ 2017. 7. 25. 미등록 체류) 범칙금 각 50만원 

2017. 4. 13 딸 출생 

2017. 7. 13. 난민불인정처분취소의 소제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094) 

2017. 12. 11.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2017. 12. 29. 난민불인정처분 직권취소 

2018. 1. 18. 소취하 

2018. 2. 27. 재면접 

2018. 3. 21 난민인정결정 

 

결국 피해자 1, 2는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된 

2016. 6. 17.부터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2017. 12. 29. 까지 1년 반 동안 난민신청자라

는 불안정한 지위로 지내야 했으며, 더욱이 그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

이 겪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

여야만 하였습니다.  

 

나. 그 외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 1, 2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피해자들은 1년 반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

안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거부됐는지 모른 채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살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자료 12 난민불인정사유서). 

 

난민 불인정 사유서 

신청인 성명  

난민신청사유 체류 및 취업 목적 

45



- 20/22 - 

결과 불인정 

 신청인은 위협 등 박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은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박해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며, 본국에 귀국해도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난민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중략> 

[참고자료 12 피해자 4의 난민불인정사유서 기재내용] 

 

최소 40명, 많게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난민신청자들

이 한국정부의 주도 내지 방관 하에 소위 “가짜 난민”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자신

의 정치적, 종교적 소신 등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또는 전쟁으로 인한 박해를 피

해 온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

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에 의해서 조장되었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

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긴 시간 난민신청자의 지위로서 

겪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합

니다.  

 

나아가 피해자 4의 경우 재신청을 하여 다시 제대로 심사를 받고자 하였음에

도,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동일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최

초 면접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재신청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또 다

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정신

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0 피해자 4의 난민재신청에 대한 난민불인

정결정 사유서). 이와 같은 피해를 피해자 4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

부분의 피해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한 상황 확인과 빠른 구

제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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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통해 밝

혀내야 합니다. 비단 장OO-조OO이 함께 담당하였던 사건뿐만 아니라 장OO가 다

른 공무원과 진행한 사건 및 조OO이 다른 통역인과 진행한 사건까지 전부 철저

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특정출입국사무소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난민면접절차에서 녹음 또는 녹화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인이 파악하기

로는 해당 사건이 이루어진 면접에서는 일체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법 제8조 3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여 난민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

해야 합니다.  

 

7.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법무부가 조장 내지 방관한 난민면접 절

차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함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

니다. 법무부가 위와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피고,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의 수를 핑계로 졸속으

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의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

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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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과,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

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며, 아울러 재발 방

지를 위해 난민면접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

의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참고자료 2 피해자 1, 2의 난민면접조서 

참고자료 3 피해자 3의 면접조서 

참고자료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판결 

참고자료 5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 

참고자료 6 피해자 5의 난민면접조서 

참고자료 7 18건 난민면접조서 및 진술서 

참고자료 8 법무법인 예율 내부 통계자료 

참고자료 9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결정자료 

참고자료 10 피해자 4의 난민재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서 

참고자료 11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참고자료 12 난민불인정사유서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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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이슈플러스] 돈 벌려고 난민 신청? 거짓 조서로 엉터리 심사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689670

[이슈플러스] 돈 벌려고 난민 신청? 거짓 조서로 엉터

리 심사

[JTBC]  입력 2018-09-02 오후 5:44:08 수정 2018-09-02 오후 10:14:14

[앵커]

오늘(2일) 이슈플러스에서는 한국을 찾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논란도 뜨겁고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난민을 인

정하는 비율은 전체 4%에 불과합니다. 또 이렇게 난민인지 아닌지 가리는 심사조차 공정하게 이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법무부가 난민 심

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만 55건에 달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가 잇따랐던 2011년 11월 '아랍의 봄', 이집트인 무삽 씨도 시위에 앞장섰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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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이슈플러스] 돈 벌려고 난민 신청? 거짓 조서로 엉터리 심사

인권 활동가로 정부 비판을 이어가던 무삽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이뤄진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무삽/이집트인 (2018년 3월 난민인정) : (공무원이) 이 나라(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

이유로 왔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비자라고 말했어요.]

취재진이 당시 무삽 씨의 난민심사 면접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만 활동했던 그의 직업이 건설 노동자로 돼 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했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삽/이집트인 (2018년 3월 난민인정) : 저는 그들(심사 공무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공정

한 심사)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삽 씨는 행정소송 끝에 올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JTBC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난민 면접조서'로 법무부가 재판에서 진 건만 2건, 자

체 조사로 문제를 인정한 사례는 55건에 달했습니다.

난민을 신청한 다른 이집트인 조서에는 "한국이 이집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모로코인 조서에서는 "고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고, 박해도 받은 적 없다"고 돼 있습니

다.

모두 면접에서 하지 않은 말을 꾸며낸 것입니다.

이들의 면접을 통역했던 사람은 아랍어를 부전공한 대학생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관련 재판에서 "통역은 제대로 했지만 공무원 조 모 씨가 축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

했고 지금은 군에 입대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조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거짓 조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난민심사관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시 난민 심사관 :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수습을 한 사람이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본부랑 얘기하고 오세요.]

법무부는 인권위가 조사 중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인턴기자 : 김민지 화면출처 : 알자지라 TV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68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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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통역으로 난민면접에서 피해를 입은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권센터가 7월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

2015년 10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수단인 A는 자신의 난민면접조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록됐기 때문이다.

A는 2011년 수단의 대학교수가 집권여당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한 비리를 대학신문사에 폭로했다가 반정부 인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한다. 2014년 1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돼 한 달 동안 고문을 당했다. A는 보석

으로 풀려난 뒤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왔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적혔다

하지만 면접조서에는 박해의 위협 대신 경제적 이유로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난민 신청 사유를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합법

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기록됐다. ‘언제 귀국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일을 해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6년 5월19일, 난민 면접 내용을 토대로 A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면접조서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그

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7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 신청 이유를 묻는 말에 ‘수단에서 문제가 있어

고문당하고, 한 달 이상 감금당했다’고 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돈을 모아서 수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면접에 들어온 통역사 장아무개 씨의 자질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는 “장씨의 아랍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장씨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설명하겠다며 넘어갔다”며 “(조서 내용 확인 때)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서명하기

좋아요 7.5만개

#난민과 함께

난민을 불법취업자로 둔갑시키는 통역사들
난민인권센터, 허위 면접조서 피해 사례 19건 발견… 
제주 예멘 난민도 “통역사가 다그쳐서 위축됐다”

제1222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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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하자 장씨가 서명하면 설명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서명을 하니까 시간이 다 돼 설명을 못한다면서 면접이 끝났다”고 했다.

면접조서는 한글로 작성되기 때문에 통역사가 조서를 읽어주지 않으면 난민 신청자는 조서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

A의 변호인은 통역사 장씨가 참여해 작성된 아랍어권 난민 신청자 여러 명의 면접조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 돈을 많이 벌

면 자국에 돌아갈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이 발견됐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6월27일 A

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장씨가 통역한 난민면접에서 이러한 기록이 많은 것은 통역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가 하지 않은 진술이 왜곡되는 등 면접 절차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는 난민 인정 재심사를 준비한다.

제주도에서 예멘인 486명의 난민면접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와 같은 아랍어권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이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다. 난민에 부정적인 여론은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기 위해 난민 인정 재심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허술한 난민 심사 때문에 난민의 재심사 요청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역사 장씨는 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통역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 신청자들이 7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7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진정서 제출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처럼 난민면접조서가 잘못 작성된 사례 19건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모두 A의 면접을 맡았던 통역관 장씨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조아무개 조사관이 담당한 난민면접이었다.

피해 사례의 면접조서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라는 문장이 똑같이 적혀 있었다. ‘난민 신청서에 적은 난민 신청

이유는 거짓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난민 신청을 위해 거짓으로 적었다”는 내용도 동일하게 기록됐다. 어렵게 먼 나라까지

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쓴 내용이 거짓이라고 면접에서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장씨는 난민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어를 이중 전공하는 장씨가 지난 2년간 맡은 난

민 심사는 100건에 이른다. 법무부는 장씨가 관여해 결정된 난민 불인정 결정 중 55건을 직권 취소했다. 이 중 두 건은 이미 재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됐다. 장씨는 현재 난민 심사 통역을 하지 않는다.

난민인권센터 구소연 활동가는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빼앗겼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법무부

는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도 않았다. 난민 심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남용적 난민 재심

사’ 프레임을 꺼내들고 난민법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난민 신청자는 이의 제기와 취소 소송, 재심사까지 거치면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 ‘가짜 난

민’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신적 고통도 받는다. 난민인권센터는 “먼저 난민 심사 피해자들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민 전문 통역사

의 선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난민면접 과정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엉터리 난민 심사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난민 신청자의 안타까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난민 신청자가

몰려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한겨레21>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무사증 입국 제도로 올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무함마드 (가명)는 7월 초에 면접을 봤다. 그는 한국에 온 이유를 묻자 “전쟁

을 피해 예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밖에 없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일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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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통역사 C씨는 무함마드의 대답을 아랍어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는 언급하지 않은 문장을 끼워넣었다. 당황한 무함마드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통역사는 계속 한국

에 와 난민 신청을 한 이유에 ‘금전적 이유’를 포함했다. 무함마드는 <한겨레21>과 한 대화에서 “통역사가 내가 하지 않은 돈 이야기를 계

속해서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무함마드는 C씨와 의사소통도 잘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역사가 표준 아랍어를 썼는데 나는 예멘식 아랍어밖에 할 줄 몰라서 소

통이 잘 안 됐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통역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짧게 말하라’고 다그쳐서 위축됐다”고 했다. 통역사 C씨가 면접 통

역을 한 다른 예멘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다.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

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통역사들이 예멘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7월 둘째 주에 면접을 본 살라(가명)는 “통역사 D씨가

아랍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아랍식 예멘어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있었다. 내가 길게 말해도 통역사가 심사관에게 짧게 몇 마디

만 해서 내 말을 다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주제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심사관이 주제를 바꾸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다. 아마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사용하는 아랍어가 달라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아랍어 통역사는 “아랍어를 수십 개국에서 쓰는데 지

역마다 단어와 억양이 차이가 커서 서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다. 한국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표준 아랍어를 배우는데 예멘 같은 지

역의 방언을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월19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통역사가 많이 부족하다. 아랍어 전문 통역사 4명을 채용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로 채용된 이들도 난민 심사 현장에서 의사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 신청

자의 진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가 난민심사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난민심사 제도의 부실성이 드러

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난민 면접 통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난민 신청자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조서에 포함돼도 난민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 신청자 중에는 과거 국가폭력과 박해를 겪은 사람이 많아 국가기관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법은 난민 신청

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난민법 제12조)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면접에 임할 수 있는 권리(난민법

제13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난민인권센터가 2016년부터 조사한 피해 사례 19건 중에서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변호인 조력권 유명무실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겨레21>이 제주도 예멘 난민 10명에게 물었지만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난민면접을 마친 한 예멘인은 “아무도 그런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도움을 받았더라면

난민면접을 훨씬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면접에 동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제주도에 난민 관련 단체와 인권변호사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대책위라도 함께 들어가면 좋은데 난민이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었

다”고 했다.

글 제주=이재호 기자 ph@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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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오전�청와대�인근�서울�종로구�효자치안센터�옆�인도에서�이집트인�난민신청자�압델라흐만�자이드씨가�단식�농성을

하고�있다��이튿날�함께�단식하던�난민신청자�두�명이�건강�악화로�쓰러져�자이드씨는��일로�1	일째인�단식�농성을�홀로

이어가게�됐다��신상순�선임기자

�범칙금�300만원을�내든지��법원으로�가든지��아니면�이집트로�돌아가라��

난민신청자�압델라흐만�자이드�3�ㆍ이집트인�씨는�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안산출장소에서�비자담당

공무원에게�들었던�말을�잊지�못한다��한국에�도착해�난민신청을�한�지�6개월이�지난�후�2016년��규정

에�따라�난민신청�비자�G�1�를�처음으로�연장하기�위해�방문한�사무소에서�그는�난데없이�서류를�조작

했다며�거칠게�몰아세워�졌다�

시작은�거주지�관련�서류에�적힌�이사�날짜가�잘못됐다는�이유로�범칙금�12만원을�내라는�통보였다�

집주인이�실수로�자이드씨의�이사�날짜를�잘못�쓴�것이었다��자이드씨는�친구집에�방문했다가�두�달�후

자신이�그집으로�이사하게�됐는데��집주인은�자이드씨의�실제�이사�날짜가�아닌�친구를�방문한�날짜를

착각해�기재했다��이후�집주인�할머니는�자신의�실수를�인정하고�서류를�고쳤지만�자이드씨는�또다시

벽에�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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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통화를�마친�공

무원

이��너는�거짓말쟁이다��집주인이�너를�두�달�전에�봤다고�하지�않느냐�

서류를�조작하려고�하느냐�고�화를�냈어요��문제를�일으키기�싫어�돈을�내겠다고�하자�이번에는��너는

서류를�조작하려고�했기�때문에����만원을�내든지��법원에서�소송하든지��아니면�이집트로�쫓겨나게

될�것이다�고�하더군요�	

겁이�난�자이드씨는�이번엔�아예�집주인과�함께�택시를�타고�출입국사무소로�왔고��집주인은�자이드씨

의�잘못이�아님을�설명했지만�공무원의�태도는�변하지�않았다��자이드씨는��공무원이�나를�불러서는

�너는�나를�너무�귀찮게�한다�며�소리를�질렀다	고도�말했다�

�범칙금으로�낼�돈도�없고��그렇다고�이집트로�돌아갈�수도�없는�상황에서�비자기한까지�끝나�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자이드씨가�네�번째로�사무소를�방문했을�때��이번엔�공무원들은�그를�조사실로�데리

고�가�자신의�실수를�인정하는�문서에�서명하라고�다그쳤다��그는�서류에�서명하지�않고�버텼다���잘못

이�없는데�그런�종이에�서명하면�내가�범죄를�저질렀다는�증거로�작용해�이집트로�보낼�구실이�된다고

생각했어요�	�종일�조사실에�붙잡혀있던�자이드씨에게�마지막으로�공무원들은�그의�난민신청자�아이

디카드를�압수하고��당신의�비자는�취소됐으니��지금�인천공항으로�가�오늘�밤�이집트행�비행기를�탈

것	이라고�통보했다�

공포에�질린�자이드씨는�맞섰다���난민법에�따르면�아무도�나를�이집트로�쫓아낼�수�없다��조사실에�가

두고�강제로�문서에�서명하라는�건�불법억류	라고�버텼다��어찌�된�영문인지�결국�그는�범칙금을�내지

않고�비자연장도�받을�수�있었다��첫번째�비자연장문제로�출입국사무소를�방문한�지��주만이었다��안

산출장소�관계자는��자이드씨에겐�출입국관리법���조�체류지�변경시���일내�신고�와�2�조�허위서류

제출��위반�혐의가�적용된�것으로�보이나�이후�오해가�풀린�듯하다	고�밝혔다�

난민신청자들의�다른�이름은�초대받지�못한�이방인이다��그래서�이들에게�난민지위를�인정해줘�우리

국민이�누리는�수준과�비슷한�권리를�보장해주려면�철저한�사전�검증�시�템이�필요한�건�당연하다��이

를�위해�난민법이�존재하고��난민심사�당국이�할�일을�한다��하지만�정치적��경제적�이유로�고향땅에서

밀려난�이들은�누구보다�곤궁한�처지에�놓여�있다��그들에게�우리의�난민심사�시�템은�자이드씨의�사

례가�보여주듯�냉혹하고�비합리적이다��제주도로�예멘�난민신청자들이�대거�몰리며�난민이슈가�떠오

른�이후�법무부는�부랴부랴�난민법�개정안을�마련�중이지만��약자를�궁지로�내모는�불합리한�관행은�사

라지기�힘들�전망이다�

◆정보부족…�감당은�오로지�난민의�몫

2년�가까이�난민�심사를�기다리다�자신도�모르는�사이�심사가�종료된�사실을�인지한�사례도�있다�

2��2년�한국에�입국한�아랍권�국가�출신�난민신청자�무사�가명�씨는�취업허가를�받으려�출입국사무

소를�찾았다가�자신의�난민심사가�이미�끝나버린�사실을�알게�됐다��무사씨는�기억을�더듬다�출입국사

무소에서�전화가�두번�왔지만�모두�받지�못했고��전화�온�번호로�다시�전화를�거니�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콜센터의�자동안내가�연결돼�전화를�끊었던�사실을�알아냈다��그�외�다른�통지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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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씨는�다시�난민심사�신청을�한��재신청자�가�됐지만�출입국사무소는�무사씨의�미등록�기간에�대해

출입국관리법�제94조�17항�법�제25조를�위반하여�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체류기간을�초

과하여�계속�체류한�사람��위반을�들어�범칙금�200만원을�부과했다��무사씨가�난민�지원�단체를�통해

어렵게�대출을�받아�범칙금을�냈지만��얼마�되지�않아�이번엔��행정착오가�있었다�며�이전�범칙금을�찾

아가고�400만원을�다시�내라는�통지가�날아왔다��체류자격은�인정했던�기존�조항이�아닌�이번엔�체류

자격이�없는�출입국관리법�제94조�제7항�법�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체류자격이나�체류기간의�범위

를�벗어나서�체류한�사람�을�적용한�것이었다�

난민인권센터�난센의�김연주�활동가는��난민심사�종료에�대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못한�탓에�심사

자체를�못�받아�재신청을�한�것인데��현재�법무부가�재신청자는�가짜�난민으로�보는�상황에서�무사씨는

체류�지위가�더�불안해진�상태	라고�말했다�

난민심사�과정에서의�정보제공�문제에�대해�난민지원단체�피난처의�이호택�대표는��난민이�가장�먼저

작성하게�되는�난민신청서는�최대한�다양한�언어로�작성�가능해야�한다��프랑스어나�아랍어로�난민신

청서를�써�가도�영어나�한국어로�번역을�해�오라고�돌려보내는�경우가�많아�시간이�지체되는�문제가�있

다	며��난민인정이�거절될�때에도�거절�사유가�난민이�알아볼�수�있는�언어로�제공돼야�하는데��현재는

이의신청�등�후속�조치에�대한�영어�안내문만�나간다	고�말했다�

이�같은�상황에서�많은�난민신청자는�별수�없이�비싼�돈을�지불하고�대행업체를�찾게�된다��외국인들이

많이�모이는�서울�이태원�인근에는�각종�비자�대행�서비스를�진행하는�행정사들이�모여있다��1�페이지

에�달하는�난민신청서�작성과�접수를�대신해주는�비용으로�행정사에서는�1인당�약�50만원을�요구한

다��정상적인�난민신청과정에서는�비자�수수료를�제외하고는�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난민지원센터

의�고은지�사무국장은��난민신청자는�첫�	개월�동안�노동할�권리가�없고��이때�지급받을�수�있는�한�달

40만원�생계비도�지급률이�전체�신청자�5�에�불과하다��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을�견뎌야�하는데�난

민신청과정에�난관이�많으니�울며�겨자�먹기로�행정사의�손을�빌리게�된다	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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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와�난민�인정률�추이��그래픽=박구원�기자

◆�돈�벌러�한국�왔다��허위통역에�시달려

면접�심사과정에서�허위통역으로�난민신청자들이�억울하게�난민심사에서�탈락하는�경우도�있었다�

이집트에서�한국으로�온��씨는�서울출입국외국인청�난민면접실에서�약���분가량의�면접심사�후�난민

불인정�결정을�받았다��면접조서에서�난민신청서에�작성한�내용은�모두�거짓이라�진술했다고�나와있

었다는�게�이유였다���씨는�뒤늦게��사실이�아니다�라며�이의신청을�했지만��같은�이유로�기각�결정을

받았다��이후�재판과정에서��씨의�면접조서에�난민신청�사유로��씨가�하지�않은�말들이�기재됐다는

사실이�밝혀졌다��난민신청�사유를�묻는�질문에�조서에는��한국에서�장기간�합법적으로�체류하면서�일

해�돈을�벌�목적으로�난민�신청을�하였습니다�라고�쓰여있었고���난민신청서에�기재된�난민신청�사유

는�모두�거짓인가요�라는�질문에��예��모두�사실이�아닙니다��난민신청을�하려고�사유를�거짓으로�기재

했습니다�라고�적혀있었다��결국�면접조서의�허위�기재를�인정한�법무부는�뒤늦게��씨의�난민불인정

결정을�직권�취소했고��재면접을�거쳐��씨는�난민인정을�받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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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피해는�비단�	씨만�당한�게�아니었다��난민인권센터는�서울출입국외국인청�공무원�조모씨가

담당하고�아랍어�통역자�장모씨가�통역한�면접에서�최소�18건의�면접조서가�허위작성된�사례를�적발

했다��알고보니�아랍어�통역자�장모씨는�전문통역인은커녕�아랍어�전공자도�아니었다��지난달�18일�난

민인권센터는�국가인권위원회에�허위로�작성된�난민면접조서로�불인정결정을�받았던�피해자들의�손

해를�보상하고�구제책을�마련하라는�내용의�진정을�제기했다��법무부는�	해당�공무원에�대한�징계는

없었고��현재�공무원은�난민�업무에서�배제돼�있으며�통역인은�통역�활동을�하고�있지�않다
고�밝혔다�

◆증거로�낸�판결문�당연한듯��가짜��의심

자국의�판결문이나�언론�인터뷰와�같은�난민신청�자격을�증명하기�위해�제출하는�증거자료들이�가짜

로�의심받는�경우도�다반사다��정부�비판�시위�과정에서�판사에게�폭력을�행사했다는�혐의로�징역��년

형을�선고받았던�자이드씨는�중동의�유력�언론�알자지라와의�인터뷰�등�언론�영상이�업로드된�유튜브

링크들을�증거로�제출했지만��해당�사이트가�가짜일�수�있다�는�말이�돌아왔다�

이집트�난민�신청자�
씨는�출입국항에서�신청을�했다가�불회부결정�난민신청절차개시�불허�을�받았

다��
씨가�자신이�당한�박해를�증명하려�제출한�이집트�법원�판결문이�위조로�보인다는�게�이유였다�

출입국관리소는�주�카이로�대사관에�판결문�검증을�의뢰해�받은��문서에�직인이�없으니�가짜인�것으로

보인다�는�의견을�그대로�수용한�것이다��하지만�시민단체들이�직접�이집트�현지�변호사를�통해�확인한

결과��판결문이�진본으로�밝혀져�
씨는�난민신청을�진행할�수�있었다��공익법센터�어필의�김세진�변호

사는�	정부는�난민신청자에게�증거자료가�진짜임을�증명하라지만�판결문�등이�박해의�주체인�해당�정

부가�만든�것이어서�작성자가�진위를�직접�확인하기�불가능하다��해당국�변호사를�고용해�문서를�발급

받아�제출했더니�이번엔�변호사도�믿지�못한다는�황당한�답변이�돌아온�경우도�있다
고�말했다�

이는�현재�난민심사�과정의�전문성�부족이�원인으로�지적되기도�한다��헌법재판소�관련기관�공무원은

	예를�들어�신청자가�자신을�아프리카�추장�아들이라고�주장한다면�이걸�어떻게�증명할�것인가는�어려

운�문제다��이런�상황에서�서류보다�당사자�진술에�의존하게�되는데��진술�신뢰성에�따라�결과가�달라

지게�된다
며�	한국은�독일처럼�난민심사의�난이도를�단계별로�나눠�할�만큼�심사관들의�전문성이나

인력이�충분하지�않다
고�설명했다��독일�등�주요�유럽국가에서는�각지의�외교관들이�난민신청자�출신

국�정보를�세밀히�기록해�부처간�공유를�하지만�우리나라는�이�같은�시스템이�이뤄져�있지�않다�

고압적일�뿐�아니라�인권�침해적인�말까지�하는�담당�공무원들과�최근�높아지는�난민혐오�정서도�난민

신청자들�고통스럽게�한다����1�년�한국에�입국한�직후�출입국사무소를�찾은�자이드씨는�무례하고�모

욕적인�담당�공무원의�태도에�크게�당황했다��그는�	공무원에게��난민�신청을�하러�왔다�고�말했지만�처

음에��안돼�NO��라고�말하며�불쾌한�것처럼�반응하기도�하고��기다리라는�공무원의�말에�1시간을�기다

렸지만�공무원은��이쪽을�보지�말라��고개를�돌려라��라며�고압적인�태도를�보였다
고�말했다��최근�높

아지는�난민�혐오�분위기에�자이드씨�페이스북�메시지로도��너희�나라로�돌아가라�는�식의�혐오�발언들

을�보내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5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8300991393166

�저작권�한국일보���지난달�20일�오전�청와대�인근�서울�종로구�효자치안센터�옆�인도에서�만삭의�난민신청자�여성이�난

민지위�인정을�요구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박소영기자

◆�조국�위해�싸우다�온�한국에서�희망�잃었다�

자이드씨는�팔레스타인�난민�아버지와�이집트인�어머니를�둔�이집트인이다��아버지�국적을�따르는�규

정상�그는�태어나서�자란�이집트에서도�난민�신분이었다��대학생시절부터�사회운동을�해�온�그는

2011년��아랍의�봄��혁명에도�참여해�정치적�활동을�했다��외국인이라는�신분상�그는�정치단체에�가입

하지�않았다�

그의�운명은�2012년�법관들�모임인��판사클럽��앞에서�항의�시위를�하다�체포된�후�뒤틀렸다��체포된

이후�자이드씨는�고문을�받기도�했다��그의�팔레스타인�국적이�문제가�돼��하마스가�이집트에�침투했

다�는�논란이�일었고�정치적�사건으로�비화했고��3	명의�변호사가�변호를�맡았다��	일�만에�가석방됐

고�이후�이집트�국적을�취득했지만��그는�201�년�끝내�징역��년형을�선고받았다�

예상치�못한�중형에�자이드씨는��항소하더라도�법원을�믿을�수�없었다	며��아마�나는�감옥에�가면�그

곳에서�죽을�거라는�생각이�들었다	고�말했다��그는�선고�이후�부처�간�행정�처리에�오랜�시간이�걸리는

이집트�행정을�이용해�	일�만에�바로�쿠알라룸푸르행�비행기에�몸을�실었다��그는��단지�이집트인은

말레이시아에�갈�때�비자가�필요�없어�했던�선택이다	고�말했다��말레이시아에서�지내던�자이드씨는

보다�안전한�제3국을�모색했고��난민법이�있으면서�무비자�입국�가능한�한국행에�마지막�희망을�걸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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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한국에서�난민신청을�한�지��년하고도��개월째��자이드씨는�출입국�리사무소�난민면접심사

에서�난민불인정�결정을�받고�현재�이에�대해�이�신청을�접수한�상태이다��지난달���일부터�자이드씨

는�청와대�앞에서�또�다른�난민�신청자인�아나스��무나씨와�단식�농성�중이다��이들은�여전히�난민�심사

결과만을�기다리고�있는�상황의�개선과�난민심사�탈락의�정확한�이유��난민신청자에�대한�인간적인�대

우와�허위통역�등과�같은�인권침해�사건�조사�등을�요구하고�있다�

단식�농성�기간이�길어지면서�이들의�건강상태도�갈수록�악화되고�있다���일�오후에는�각각���일째��	

일째�단식�중인�아나스씨와�무나씨가�의식을�잃고�쓰러져�병원으로�응급후송됐다�

5일�오전�난민�지원�시민단체들은�효자치안센터�앞에서�긴급공동행동을�열고��요구사항을�해당부처

에�전달하겠으니�단식을�풀라는�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과의�한차례�면담을�제외하고�법무부는�이들의

요구에�어떠한�답변도�내놓지�않고�있다�며��한국�정부는�이들에게�단식�중단을�요구할�것이�아니라�왜

이들이�거리로�나와�단식을�하게�되었는지를�직시해야�한다�고�호소했다�

자이드씨는��이집트를�더�살기�좋은�국가로�만들기�위해�싸운�것밖에�없다��자유를�찾아�한국에�왔지만

한국은�단순히�난민을�거절하는�것뿐만이�아니라�우리를�모욕하기�지�한다��이집트를�떠난�지��년하

고도�
개월이�훌쩍�지났다��매일�하루가�지날수록�내�인생에서도�하루씩�잃고�있다�고�말했다�

박소영기자��o��o�������oo����o�com

박수현�인턴기자

61



2020. 6. 28. “엉터리 통역·면접조서 조작…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www.hani.co.kr/arti/PRINT/853783.html

사회 사회일반

“엉터리 통역·면접조서 조작…악의적 난민심사 중단
해야”

등록�:2018-07-18�13:37

난민인권센터·재단법인�동천,�피해�사례�19건�확인

“법무부에�전수조사·정보공개�요구했지만�거절당해”

한국에�머무르고�있는�인도적�체류자�ㄱ씨는�두�번의�난민심사에서�모두�탈락했다.�법무부�서울출입국외국인청�공무원

ㄴ씨과�통역자�ㄷ씨가�허위로�작성한�면접조서�때문이었다.�ㄱ씨의�첫�번째�면접조서에는�“아무런�문제가�없지만�단순히

일�때문에�한국에�왔다”고�ㄱ씨가�한�적도�없는�말이�버젓이�적혀�있었고,�두�번째�면접에서는�ㄱ씨의�진술이�조작된�첫

번째�면접조서와�어긋난다는�이유로�난민�신청이�거절됐다.�뿐만�아니라�면접�과정에서�“예의�바르게�앉아라”,�“당신은

절대로�한국에서�난민이�될�수�없으니�말레이시아로�돌아가라”는�모욕적인�말도�들었다고�했다.

난민인권센터와�재단법인�동천은�ㄱ씨처럼�난민�면접조서가�허위로�만들어진�사례를�지금까지�19건�확인됐다고�밝혔다.

이에�난민심사�피해자들과�함께�18일�오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법무부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악의

적�난민심사�중단하고�제대로�심사받을�권리�보장하라”고�외쳤다.�난민인권센터�구소연�활동가는�“난민들은�생존을�위한

법무부의�난민�면접조서�조작�피해자들과�난민인권센터,�재단법인�동천은�18일�오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악의적�난민심사�중단하고�제대로�심사받을�권리�보장하라”고�외쳤다.�피해자�ㄱ씨가�발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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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물건만�가지고�탈출하기�때문에�진술이�가장�중요한�증거인데이것이�허위로�작성됐다는�건�난민으로�인정받

아�삶을�이어갈�기회를�박탈당한� 것”이라며�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허위�조서�작성에�

가담한�공무원들을�징계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

조작된�면접�조서�사본.�난민인권센터와�재단법인�동천�쪽은�“피해�사례�19건은�모두�이와�동일한�질문과�대답을�한�것

으로�되어�있었다”고�밝혔다.�난민인권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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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쪽이�설명한�내용을�종합하면,�19건의�피해�사례는�모두�ㄴ씨와�ㄷ씨가�맡았던�면접이었고�조작된�내용도�똑같았

다.�ㄴ씨와�ㄷ씨는�면접조서를�작성하면서�난민들이�어떤�박해를�받았는지를�설명하는�부분에서�“돈을�벌기�위해�난민�신

청을�했다”,�“난민신청서에�기재된�사유는�모두�사실이�아니다”라고�난민들이�하지�않은�말을�적은�것으로�드러났다.�난

민신청자들은�이들이�허위로�작성한�면접조서를�근거로�난민�불인정�결정을�받았고,�재신청을�하더라도�허위�면접조서

때문에�또�다시�난민신청이�거절되고�있다고�했다.

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난민인권센터�김연주�변호사는�“제도를�남용하고�권한을�남용하는�쪽은�난민신청자가�아닌�법

무부”라며�“이같은�비위�행위를�막고자�난민법에는�난민�면접�시�녹음과�녹화를�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피해�사례들은

한�건도�녹음이나�녹화된�기록이�없다”고�말했다.�이어�“비슷한�피해�사례가�더�있을�것으로�판단돼�법무부에�해당�공무원

들이�진행한�면접에�대한�전수조사�등을�요구했으나�법무부는�현황을�공개하지�않고,�소송이�걸린�사례�중�법정에서�불리

한�판결이�예상되는�사건들만�직권취소하는�등�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

최민영�기자�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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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난민은 "탄압당했다"고 했는데… 통역은 "돈벌러 한
국 왔다"

입력 2018.07.17 03:00

난민 심사 아랍어 멋대로 통역

신청자들 "억울하다" 소송까지

법무부에서 아랍어권 난민 심사를 담당했던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가하지도 않은 말을 만

들어 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난민 신청인이 "모국(母國)에서 정치 탄

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 통역인은 "돈 벌러 왔다"고 통역했다고 봤다. 해당 통

역인은 전문 통역인이 아닌 아랍어를 이중 전공한 경영대생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아프리카 수단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말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난민 신청 

서류에 '수단에서 대학 비리를 고발했다가 반정부인사로 찍혀 고문을 당했다'고 썼다. 

하지만 면접 후 법무부가 작성한 조서는 딴판이었다. 조서에 따르면 A씨는 난민 신청 

사유를 묻는 말에 "한국에 장기 체류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난

민 신청자가 스스로 난민이 아니라고 자백한 꼴이었다. 면접 당시 아랍어 통역은 장모

씨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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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A씨 진술 등을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A씨는 "면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A씨의 호소가 면접 조서보다 설득력 있다고 

봤다. 장씨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통역으로 참여한 다른 난민 신청자 면접 조서에도 '나는 돈

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답변 내용이 많았다"며 "유독 장씨가 통역한 면접 조서에 그 

같은 기재가 많다는 것은통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씨는 정식 위촉된 '난민 전문 통역인'이 아니었다.전문 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 개별 섭외되는 인력이었다. 정해진채용 기준은 없고 해당 출입국 사무소의 재

량으로 결정됐다. 장씨는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학부생으로, 아랍어를 이중 전공한 것

으로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씨가 2년간 맡았던 난민 면접은 100건이상이다. 법무부

는 내부 조사를 통해 그가 통역으로 관여한 난민 불인정 결정 중 55건을 직권 취소했다. 이 

중 2건은 재면접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장씨는 법무부 내부 면담에서 "내 통역은 틀

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문 통역인들은 "법무부 통역비가 낮다 보니 학부생이나 비전문 인력을 난민 통역에 투

입한 결과"라고 했다. 통·번역대학원에서 한·아랍어 통역을 전공한 전문 통역인의 경우 시

간당 통역비가 1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아랍어 난민 통역비는 시간당 5만원이다. 단순 위촉직 통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정규직 통역인 가운데도 통·번역전문대학원 출신은 드물다.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제주도에서 아랍어 통역을 하는 사람 가운데 통·번역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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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 오류로 인한 허위면접조서 작성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적으로 제기된다. 통역 오류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국민일보 7월 9일자 6면 참
조)가 잇따르면서 난민 지원 시민단체가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잘못 작성돼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 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아랍어 통
역사 J씨의 통역 오류로 진술이 면접조서에 멋대로 기재됐고 이로 인해 난민심사에서 탈
락했다.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도 기자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난민인권센터와 난민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난민법 관련 태스크포스(TF) 등 여러 자리
에서 법무부에 허위면접조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속하게 면접
을 하기 위해 면접조서를 압축적으로 작성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조사의 범위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난민인권
센터는 진정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실질적 손해 보상과 함께 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18-07-17 19:10  수정 2018-07-17 23:29

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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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신속심사 지시 정황의 발견

2018년 기자회견 전후로 JTBC 기자가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취재하면서 법무부
에 수 차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되는 시기에 법
무부에서 심사적체 해소 T/F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5년 1월부터는 신속·집중·
일반·정밀의 4단계로 난민신청 건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심사 대상, 방법 및 처리
기간을 지정하는 지침을 운영하였는데, 면접조서 조작(허위작성)이 문제된 사건들
은 모두 ‘신속’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간이 면접 후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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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저희가 확인한 바, 2015년부터 201�년 사이 법무부에서는 난민심사 

적체방안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적체 해소 방안를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경우 난민심사TF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엉터리 난민심사가 이뤄진 것이 이같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과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답변)

❍ 최근 다년간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반면, 난민심사 인력 증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대기 적체가 심각(난민법상 심사처리기한 6개

월)하여 심사적체 해소 T/F를 운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적체가 지속됨에 따라 ‘15.1월부터 난민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명백

하게 난민신청사유가 아닌 경우 간이 면접 후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 다만, ’17.10월 절차적 하자로 인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판결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토록 하는 등 보다 충실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패소한 면접

조서와 유사하게 작성된 건에 대해서는 재면접하여 난민인정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기존 난민전문통역인 220명 전원에 대해 결격사유 및 실제 통역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2�개 언어 173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하는 등 재정비하고, 위촉기간 중 보수교육

1회 이상 이수를 의무화

-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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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교육을 연 5~6회로 대폭 확대하여 난민심사 전문성을 강화

- 난민면접의 절차적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접 과정

녹음·녹화 전면 실시

※ ‘17.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부터 실시, ’18.7월부터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10개)로 확대

- 향후 난민담당 인력 증원,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팀 신설 등 난민심사의

신속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예정

❍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부의 난민불인정결정 조치에 대해 국가인

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은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할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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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취재 요청 관련언론 취재 요청 관련

(질의 1) 저는 얼마 전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국적

별 난민신청자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014년

부터 지금까지 '난민심사 인력 증원 현황'을 연도별, 국적(혹은 언어)

별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 ‘14년 이후 난민심사 인력 증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년 5월. 4명(소속기관) 증원(난민심사 인력 18명→22명)

- ’1�년 8월 1�명(소속기관) 증원(난민심사 인력 21명→31명)

- ’18년3월 8명(본부 3명, 소속기관 5명) 증원(난민심사 인력 31명→3�명)

(질의 2)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국적별 심사대기 적체 현황'을 

월별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혹은 '국적별 6개월 도과(해당 기간이

지난)자 현황'을 2014년부터 월별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야 정말 적체가 심각했는지 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질의 4) 2번과 마찬가지로 '국적별 심사대기 적체 현황'이나 '국적별 6개월 

도과자 현황'을 2014년부터 월별로 알려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

❍ 2�14년 이후 난민심사 중인 신청건에 대한 월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적별로 분류된 난민신청 이후 6개월을 넘은 현황 등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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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 중(건) 구분 심사 중(건) 구분 심사 중(건)

2014년  

1월 1,923 

2015년

1월 2,139 

2016년

1월 5,934 

2월 1,789 2월 2,176 2월 6,395 

3월 1,656 3월 2,225 3월 5,964 

4월 1,492 4월 2,337 4월 6,299 

5월 1,492 5월 2,496 5월 6,299 

6월 1,443 6월 2,658 6월 6,295 

7월 1,553 7월 2,901 7월 6,794 

8월 1,666 8월 3,231 8월 7,284 

9월 1,790 9월 3,413 9월 7,300 

10월 2,176 10월 3,345 10월 6,817 

11월 2,112 11월 5,351 11월 7,357 

12월 2,145 12월 5,442 12월 6,861 

구분 심사 중(건) 구분 심사 중(건)

2017년  

1월 7,307 

2018년

1월 10,659 

2월 6,915 2월 11,661 

3월 7,420 3월 12,289 

4월 6,688 4월 13,560 

5월 7,123 5월 15,777 

6월 7,107 6월 16,488 

7월 6,811 7월 17,599 

8월 7,324 8월 18,535 

9월 8,072 

10월 8,107 

11월 9,188 

12월 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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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심사적체 해소 T/F가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됐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됐는지, 총원은 몇 명이었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T/F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운영 실적과 성과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은 ‘13년 11월부터 1�년 6월

까지 난민 집중처리 T/F(3명) 운영, ‘1	년 9월부터 16년 1월까지 난민

심사전담 T/F(10명)를 운영한 후, ’16년 12월까지 T/F(10명) 연장 운영,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별도 명령시까지)으로 T/F를 운영 중이며,

현재 8명이 근무 중입니다.

❍ 연도별 난민인정심사결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

심사결정종료 586 2,376 2,123 5,327 6,028 1,716

※ ‘13.11. T/F 운영 이후 심사결정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7.10.

절차적 하자 관련 국가 패소 이후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반 절차로

난민심사5 하6 ‘17년 난민9정심사 결정 건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	년 9월부터 16년

1월까지 난민심사전담 T/F(2명)를 운영한 후, ’16년 7월까지 난민심사 

T/F 연장 운영 후 종료하였습니다.

(질의 5) 왜 15년 1월부터 지침이 바뀌었는지, 누구(혹은 직급, 직책)의 기안과 

누구(혹은 직급, 직책)의 최종 결재로 이같은 변경이 이뤄졌는지 

알려주십시오.

'명백하게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경우'는 면접에 참여한 공무원이 

판단한 것인지, 혹은 이보다 상급자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접에

참여한 통역관이 판단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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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민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경우'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알려주

시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면 사례를 들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난민심사 환경과 적체 요인의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난민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속·집중·일반·정밀의 4단계로 난민신청 건을 분류하고 단계별로 

심사 대상, 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15.1.1.부로 운영하도록 산하

기관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 ‘명백하게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경우’는 1차로 난민전담공무원이 분류

하고, 난민심사관(난민법시행령 제6조)이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난민법 제8조제5항은 난민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

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질의 6) 간이면접이 일반 면접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간이면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출입국관리소에서 몇 차례 이뤄졌는지 알려주

십시오. 월별로 알려주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간이면접의 국적별 

대상자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특정 국가에 집중됐는지, 특정 언어에 

집중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조작된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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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서'를 작성해 난민심사관에게 올렸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 신속심사는 난민법 제8조제5항의 간이심사 대상자 중 법원의 3심 종료 등 

최종 기각판결을 받은 자, 재신청이 협약 상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자,

최초 신청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자 등 남용적 신청이 

명백한 자는 신청 사유 및 박해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인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불인정결정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난민인정심사와 접수번호를 달리하는 등 별도 분류는 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마지막으로 간이면접이라는 건 난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면접

방식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어떤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난민법 제8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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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질의 2와 4에 대한 답변에서 난민심사중이라는 건 결국 누적된 신청

건수라고 보면 될까요. 인정이든 불인정이든 심사결정종료된 것을 

제외하고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합친 것이죠?

(답변)

❍ 앞서 제공한 난민심사 중 현황은 해당 기준월 말일 기준 1차심사와
이의신청을 합한 건수입니다. 따라서 심사종료는 제외되고 신규 
신청은 포함됩니다.

(질의 2) 질의 5에서 누구의 기안과 최종 결재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됐는지는 

안 알려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신속을 제외한 집중 일반

정밀의 경우는 어떤 경우 실시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 기안자와 결재자의 개인신원을 공개할 경우 향후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 집중심사는 내전 등 난민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정 종교

집단 소속 난민신청자이며, 일반심사는 협약상 사유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심사 대상자, 정밀심사는 외교, 국가정황 파악에 장시간 소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 3) 질의 6에서 신속은 간이면접 대상자 중 최종 기각결정을 받은 자,

재신청 중 남용이 명백한 경우 이뤄진다고 했는데 재판서 패소하거나

자체 취소한 케이스 5�건의 경우 모두 최초 신청인데요. 이건 어느 

심사로 이뤄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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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절차적 하자로 국가 패소한 2건을 포함하여 직권취소한 55건은 

난민전담공무원이 신청당시 기재사항과 난민면접 시 진술이 다른 

경우 또는 명백히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건으로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심사 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사유 및 박해 중심으로 면접 실시 및 조서 작성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또 질의 6에서 신속과 집중, 일반, 정밀의 경우 난민법 8조 5항에 따라

정확히 어떤 심사절차를 생략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난민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면접과 사실조사를 사안에 따라 간이하게는 

하고 있으나,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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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부의 자체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시행 약속

법무부는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서 다툰 사례에서 선별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난민신청서와 면접조서를 검토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취소 하
였다고는 하면서도 그 전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
런데 위 2018. 9. 6. 자 한국일보 기사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가패소한 사건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면접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55건에 대해 직권
취소하고 재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그 중 2건 난민인정, 44건 난민불
인정결정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철회 등 7건 포함)을 처리완료 하였음”을 공식적
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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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18. 9. 6.(목) 담당부서  법무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담 당 자  구병모 사무관 02)2110-4161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제하 

기사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무사(가명)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두 번 왔지만 

모두 받지 못했고, 다시 전화를 거니 한국어와 영어만으로 설명

하는 콜센터가 연결되어 전화를 끊은 이후 난민심사가 종료

되었다’는 것과 관련

❍ 난민법 제8조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면접 출석요구(출석요구서 

발급)에 3회 이상 연속 불출석한 경우 난민인정심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17.7월부터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출석요구서를 공시송달한 후 심사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 한편, ‘콜센터’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3�)는 난민심사를 

포함한 출입국‧체류행정 관련 민원상담 및 생활안내 서비스를 

아랍어·영어‧중국어 등 20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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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상담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

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7어

* 무사(가명)의 모국어인 아랍어 상담은 2013년부터 제공 중

  ‘알고 보니 아랍어 통역자 장모씨는 전문통역인은 커녕 

아랍어 전공자도 아니었다’는 것과 관련

❍ 최근 아랍어권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반면, 기존의 난민전문통

역인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통역인은 대학에서 아랍어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하였고, ’13.11월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

기구 한국대표부, 이화여대 통역 번역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난민 법률지원 통역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30시간)하여 

난민통역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랍어를 전혀 전공하

지 않았던 것처럼 보도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17.10월 이집트인 남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가패소한 사건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은 비슷한 시기에 면접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총 55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재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그 중 2건 난민인정, 44건 난민불인정결정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철회 등 7건 포함)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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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판결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면접 시

녹음․녹화 전면실시,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

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확대(연 5~6회), 기존 난민전문통역인

재정비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력증원을 포함하여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난민신청자 B씨는 제출한 이집트 법원 판결문이 위조로 

보인다는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시민단체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본임을 밝혔다’는 것과 관련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이집트인 난민신청자 상당

수가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로 현지 법

원의 판결문을 제출함에 따라 주이집트대사관을 통해 판결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실제로,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한 판결문 중 상당수가 위조임이

판명되어 불회부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18.4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이집트인 2명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에 대해 주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법원직인’이 누락되어 

위조된 문서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 난민면담 과정에서 동인들이 판결문 위조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면담 당일 재차 주

이집트대사관에 판결문 원본을 확보하도록 요청한 바,

-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난민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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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째까지 2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결과가 오지 않아

- 판결문이 직인도 없어 위조로 의심된다는 대사관측의 1차 사

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거짓

서류 제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회부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후 주이집트대사관의 2차 회신을 통해 해당 판결

문이 진정문서임을 열람 확인하였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난

민심사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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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 9월 국가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0580 사건>

 소송 개요

2018. 09. 18.  소장 접수 (피고1 대한민국, 피고2 통역인, 피고3 난민면접 공무원)
2018. 12. 26. 조정회부
2019. 02. 07. 조정기일 (조정불성립)
2019. 06. 11. 1차 변론기일
2019. 07. 16. 2차 변론기일
2019. 09. 10. 3차 변론기일
2020. 04. 21. 4차 변론기일 및 당사자본인신문
2020. 06. 09. 5차 변론기일 및 당사자본인신문
2020. 07. 07. 6차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 (예정)

 
소송 쟁점
 
이 사건 원고인 M은 2016. 6. 진행된 난민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및 의사와 전혀 다
른 허위의 내용이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이후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법
무부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 직권취소를 받은 후 2차 난민면접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았
음.  
 
원고는 2018. 9. 18. 피고들(1. 대한민국, 2. 통역인, 3. 난민면접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청구의 요지는 난민인정절차의 핵심인 난민면접
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허위로 통역, 번역되고, 작출된 난민면접조서로 인하여 난민불
인정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난민면접 공무원과 통역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
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난민인정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원
고를 다시금 박해의 위험에 노출시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이에 대해 피고들은 통역인과 난민면접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고, 
난민면접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면접조서에 서명을 하고 아랍어로 ‘본인은 면담
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내용을 적
었으므로 면접조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함. 구체적으로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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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적체되면서 해소방안으로 아랍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해 신속심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면접시간이 짧고 면접조서가 간단하게 작성된 것뿐이며, 원고가 추가로 난민인
정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음. 현재 당사자본인신
문 진행 중이며, 이후 증인신문 진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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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

2017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고, 2018년 
7월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에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피해사
례 5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고 재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힌 것 외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취소 할 사건을 선별하
였는지도 밝히지 않고, 이 사건에 관여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일체의 징계 등 문
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해당 공무원들은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약 2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권취소가 된 피해자들마저도 직권취소가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일체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불안정한 심사 결
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난민신청자
도 발견 되었다. 한 피해자는 조작된 난민면접조서가 되래 난민반대단체에 의해 난
민반대집회의 자료로 이용되면서, ‘가짜난민’의 오명을 쓰고 혐오 공격의 2차 피해
를 당하기도 하였다.

2019년 세계난민의 날을 앞둔 2019년 6월 18일,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공
개석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당시 한 피해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증언대회에 나올 수 없었고, 한 피해자는 증언을 하였다
는 이유로 난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얼굴과 목소리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증언대회를 1분 앞두고 얼굴을 드러내어 발언하기로 결심하였
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증언대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
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의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경과로 시작하여, 사브
리(Sabry), 무나(Muna, 가명), 라힘(Rahim, 가명), 아미르(Amir, 가명, 대독), 아
담(Adam) 5인의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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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밝혀지지 않은 허위면접조서 사건의 개요

권영실

1. 사건의 발단

2017년 여름 : 아랍어권 난민신청자들로부터 난민면접조서에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M의 난민불인정결정서]

이후 여러 난민관련 단체에서 유사한 사례를 모아보니 난민면접조서가 거의 복사한 

듯 똑같다는 점과 통역인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해당 통역인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절차적 하

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위 사

안에서 법원은 난민면접조사가 당사자의 실제 진술과 달리 그 취지가 왜곡되어 기

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난민면접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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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에 관한 사항조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

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난민면접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문 중]

3.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태도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공무원과 통역인이 위 판결 사안과 비슷한 시기

에 면접을 실시한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위주로 난민

불인정결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였음. 법무부는 2018. 9. 5. 설명자료를 배포하

여 직권취소한 55건에 대해 재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2건 난민인정, 44건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철회 등 7건 포함)을 처리완료 하였다고 밝힘.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역인 전원에 대해 결격사유 및 실제통역지

원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고, 난민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

며,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함.

4. 이후 진행 상황

2018.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사건) 

2018. 7. 18. 피해자 5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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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8. 원고 M이 대한민국, 난민전담 공무원, 통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5. 앞으로 밝혀져야 할 사항

1) 법무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기준, 재면접 대상으로 분류한 판단 근거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총 5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어떠

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취소할 사건을 선별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직권취소 되지 않은 사안 중에서도 면접조서상의 

허위기재가 나타나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 있음

2)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는 면접을 진행한 난민전담공무원 및 통역인이 추가로 

있는지

현재 파악된 바로는 M의 난민면접을 진행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진행한 

난민면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특정 공무원 및 특정 통역인이 진행

한 사례 외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밝혀야 하며, 이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 외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함 

3) 난민신청 건을 분류하여 간이 면접을 진행한 근거, 분류 기준 및 사건 수

법무부에서는 난민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분류하고, 단계별로 심사 대상, 

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난민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함. 난민법은 거짓 서류

를 제출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따라 난민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제8조 제5항). 현재 피해자의 대다수는 입국 직후 

난민사유를 적시하여 최초로 신청한 이들이므로 간이 면접을 진행할 근거가 될 수 

없음. 

4) 난민면접을 진행하는 난민전담 공무원 및 통역인의 업무 범위, 자격 및 교육이수 

내용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면접은 난민심사관이 실시하여야 하는데(난민법 제8조 제4항), 

현재 실무에서는 난민심사관이 아닌 난민업무 전담공무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음. 

난민전담 공무원이 난민면접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업무 관련 교

육을 받았는지, 업무수행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함. 난민전문 통역인 역시 면

접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즉 난민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통역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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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vestigated cas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interview 

fabrication: Outline

by Kwon Yeongsil

1.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Summer 2017: Arab-speaking refugee applicants raised the issue that their 
refugee interview minutes contained what they did not state.

<M’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result>
Resul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fused.
Considering the fact that (1) the applicant stated that he had never been 
persecuted in Egypt and South Korea, (2) that he applied for refugee 
status to work legally in South Korea for a long-period, and (3) that he 
could return to his home country once he earned a lot of money, the 
applicant seemed to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for economic reasons.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refugee”regulated in 
theConvention and theRefugee Act, and therefore not recognized as a 
refugee.

Afterwards, similar cases were collected by various refugee-related organizations. 
We found that the refugee interview minutes were (1) almost identical as if it 
had been copied and pasted, and that (2) the translator's signatures were all the 
same.

    <Photocopies of the RSD interview transcripts submitted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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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ruling on the cancellation.

Seoul Administrative Court’s ruling on October 2017 recognizes, for the first 
time, that there were the procedural defects in the case conducted by the 
interpreter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1) that the RSD interview appeared to not reflect the actual 
testimony and the testimony’s purpose was distorted; (2) that the RSD interview 
was very poorly conducted; (3) that the investigation on the basic facts 
concerning persecution had not been conducted. If so, the interview was 
conductedinappropriate manner that it could not be considered that the interview 
had been properly conducted as it had been executed.

[Excerpt from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ruling]

“(3) Conclusion (partial)
Refugee examiner should disregard his/her own prejudgment and bias and 
conduct RSD process so that the asylum seekers can explain their 
situation sufficiently, which should be the condition that allows useful 
questions and answers to go back and forth. All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should be written accurately and without distortion. These 
procedures should be kept even if there is an actual shortage of time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RSD interview for individual refugee 
applicants with a flood of incoming RSD cases; even if the reasons 
given by most refugee applicants do not constitute a refugee recognition 
cause on their own; and even if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reasons 
for seeking asylum are falsely written. Nevertheless, in this case (1) the 
overall interview process for the plaintiff was poorly conducted in 
general, (2) the questions regarding the threat of persecution that must 
have been asked and the confirmation of RSD content report were either 
omitted or done for show, and (3) even the plaintiff's testimony was 
manipulated and not properly listed in the interview report. Thus, even if 
the plaintiff’s reasons for th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ppear to be 
insufficient as defined by the Refugee Act, the RSD result violates the 
law and should be cancelled as it is based on such (a poorly conducted) 
conducted interview has significant procedural 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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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ttitudes of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since then

Since then,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has conducted an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cases where the relevant officials and interpreters conducted RSD 
interviews during a time frame close to the case dealt in the abovementioned 
ruling. Based on its own authority, Seoul Immigration Office revoked negative 
decisions of asylumclaims, especially those with ongoing lawsuits. On September 
5, 2018, the Ministry of Justice distributed explanatory materials and reported 
that 55 cases that have been revoked. MOJ announced that out of the 55 cases, 
2 cases were given refugee status, 44 cases were unrecognized, and that a total 
of 53 cases (including seven casesof withdrawal) have been dealt with. In 
addition,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cases, all interpreters were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disqualification criteria and their actual ability to support 
interpretation. Also, according to the MOJ, the training for capacity improvement 
of staff for refugee issues was greatly expanded; Mandatory visual and audio 
recordings of RSD interview processes were now in place; and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staff in charge in the future was 
being planned.

4. Subsequent Progress

June 27, 2018. Seoul High Court gave out a similar ruling (Seoul High Court 
2017누47245) 
July 18, 2018. Five victims petition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ptember 18, 2018. Plaintiff “M” filed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 MOJ official in charge of refugee affairs, and interpreter.

5. What needs to be investigated

1) The criteria of the ful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MOJ, and the grounds 
for classifying victims as subject to re-interview or not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it had revoked certain RSD results using MOJ’s 
own authority on 55 cases in total. However, MOJ has yet to reveal under what 
standards it conducted investigations and on what criteria it selected cases where 
the RSD results were revoked. There are more victims coming forwar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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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concerning RSD interview fabrication, even from cases where results 
have not been revoked by MOJ.

2) Are there any additional refugee officials and interpreters who are involved 
in similar cases?
Similar cases (of fabrication) have been found in the RSD interviews conducted 
by other MOJ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different from “M”'s case. In 
addition to the cases conducted by that specific MOJ government official and 
interpret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f there are similar cases. Also, it is 
possible such fabrication has occurred outside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thus 
a nationwide investigation must be conducted. 

3) Evidences, classification criteria, and number of cases where refugee 
application cases were categorized and precise interview was conducted
MOJ has classified the case into different categories and conducted RSD process 
by differentiating the subject, method, and processing period. Part of the 
screening procedure can be omitted under the Refugee Act, only where an 
applicant (1) conceals fact, such as submitting fabricated documents, (2) 
re-applies without a major change of circumstances, and (3) appliesclose to the 
expiration date of their stay after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This clause is not applicable for conducting precise interview with 
those who applied for the first time by specifying the reasons for asylum 
application after their arrival-these people are the majority of the current victims.

4) The scope of work, qualifications, and completion of work-related training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rpreters in charge of RSD interviews
According to the Refugee Act, refugee interviews should be conducted by a 
refugee interviewer (Article 8, Clause 4 of the Refugee Act), but in practice, the 
interview is conducted by a government official in refugee affairs who is not a 
refugee interviewer. It should be revealed whether the refugee affairs government 
official is qualified enough to conduct the refugee interview, and whether s/he 
has received work-related training. Also, the scope of work needs to be 
revealed. It is also necessary to verify that the interpreter specializing in 
refugees has sufficient capacity to conduct interviews (i.e. as qualified as 
provided under Article 14 of the Refugee Act) and has completed relevant 
training on interpretation ethics and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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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1

사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집트에서 온 난민신청자인 모하메드 사브리입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

으며 이집트에서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집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월 25

일 이집트 시민혁명에 참가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고 그 결과 무바라크 정권은 퇴

진했습니다. 혁명 후 저는 무슬림형제단의 정식단원으로 많은 정치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혁명 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겨우 1년후 군부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는 우리의 민

주주의에의 꿈을 박살내고 혁명을 통해 이룬 모든 성취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때부

터 제 인생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이라는 이유로 군부 쿠데타 정권의 수배대상이 되어버렸고 이

는 마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를 이끄는 단체의 일원이었다가 겨우 몇시간 

후 잠에서 깨어나보니 수배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

다. 

2016년 7월, 저는 망명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군부쿠데타 

이후 또다른 고달픈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해진 면접조사 중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심

사관은 저에게 제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

답하자 심사관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정부가 행하

는 정식 면접을 받는 중입니다. 제대로 행동하세요.” 또한 심사관은 면접 도중 저

에게 “입 다물어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관에게 제가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 통역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을 텐데요”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심사관과 통역의 행동 역시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면접은 조작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심사관이 작성한 면접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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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이에 대해 자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집트에서 아무 직업이 없었기에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서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 저에게는 외국에서 일하는,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

지만 저는 쌍둥이로 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 쌍둥이 형제는 당시 수감 중이었습니

다. 

면접이 끝날 때쯤, 심사관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

가십시오. 당신이 제출한 어떤 증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통역인은 저에

게 자신을 동물로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기에 뭐라고 대

답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작으로 인해 제 난민신청이 거부되었지만 좌절에 빠져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일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몇 달 후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

다. 

저는 2017년 7월에 두 번째 난민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한 면접은 8월에 이루어졌습

니다. 그리고 면접 도중 처음으로 조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심사관이 말하

길 제가 첫번째 난민면접 때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

에서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

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

을 바라보며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거짓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긴장과 분노를 느낀 심사관은 저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며 목을 축이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휴식시간 후 나머지 심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심사관

은 저에게 원한다면 시간을 줄 테니 그 동안 제가 가진 다른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

습니다. 두 번째 난민면접의 심사관과 통역 두분 모두 면접 내내 저에게 정말 친절

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두 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두 분

의 앞날이 성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어떤 억압이 다가오더라도 맞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서울

출입국관리소가 행한 조작에 맞서 대항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

권단체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 중 난민인권센터(NANCEN)로부터 답변

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가 행한 조작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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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에 어떤 한국인이 저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며 저를 심하게 공격

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이 사건은 한국

의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중으로 법정에서 다뤄

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로 다시 화제를 돌리자면, 1년이 지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

며, 사건에 관한 조사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제 자신에

게 네가 한국에 온 이유는 박해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제 스스로

에게 결과에 상관없이 저항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행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인권단체들 그 중에서도 이 사건 내내 저를 조력해 준 난

민인권센터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 모두는 정말 훌륭하며 

그들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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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mony 1 

Sabry

Hello everyone.

I’m Mohamad sabry, an Egyptian asylum seeker. I was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arts English department. I was working in an English private language 
center in Egypt. 

I participated in Jan 25th revolution as any Egyptian citizen was dreaming in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 The revolution succeeded to impeach Mubarak’s 
regime in a great achievement. I participated in all the political activities after 
the revolution as an active member in the Muslim Brotherhood movement. The 
Muslim Brotherhood won all the elections after the revolution including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Then came the military coup just one year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kill 
our dream in democracy and destroy all the gains of the revolution. From that 
time my life totally changed. It became like a nightmare as I was wanted for 
the military coup authorities for doing nothing, just for being a member in the 
Muslim Brotherhood. It was really incredible to wake up from your sleep to 
find yourself wanted while few hours ago you were a part of a movement 
ruling Egypt.

On July 2016, I came to South Korea to seek asylum to start another part of 
my miserable life after the military coup.

I was verbally assaulted during my formal interview in Seoul immigration office 
as the interviewer as asked me “Is your hand phone is off?” I answered “yes” 
then Suddenly she told me “Behave yourself, you are in a formal interview with 
the Korean government ”. She also told me “Shut up” during the interview. I 
tried to ask the interviewer to give me a chance to answer her questions but 
the interpreter told me “I told you repeatedly not to talk or move.” The 
situation was not normal at all and the behavior of the interviewer and the 
interpreter was so strange and mysterious.

My interview was fabricated by the interviewer as they wro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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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confessed what I wrote in the application was false.

2- I came to Korea to work as I’ve no job in Egypt.

3- my older brother is working overseas while I’ve no older brother as we are 
twins and my brother was in the prison at that time.

By the end of the interview the investigator told me “Go back to Malaysia. We 
won’t accept any evidence from you. While the interpreter told me “Do you 
think I’m an animal?” It was a meaningless question and I found nothing to say 
to him.

I was rejected due to the falsification and I didn’t appeal because of frustration. 
Few months later I got a departure order before completing a year in South 
Korea.

I applied for the second time on July 2017 and I was interviewed on August. 
During the interview view, I discovered the falsification for the first time when 
the investigator told me you said in the first interview “You came here just to 
work and you have no problem in Egypt.” It was like a bombshell targeted my 
head. I stayed silent for a while looking at the investigator then replied her for 
sure I didn’t say that, it is absolute lies.

The investigator felt that I became nervous and angry little bit. She told me you 
can take a break to drink something. After the break we completed the 
investigations. By the end of the interview she told me you can take the time 
you want to bring all the evidences you have.

The investigator and the interpreter in the second interview were really great 
and so friendly during the interview. From here I want to send my full respect 
and gratitude hoping life full of success to both of them.

As my father taught me that I’ve to face the oppression wherever it comes. I 
decided to fight against the falsification of Seoul immigration office. I sent 
several email to the human righ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I got reply 
from NANCEN. On July 18th, 2018 we filed a case in the 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cusing Seoul immigration office of fal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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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22, I was harshly attacked and assaulted by a Korean who told me go 
back to your country. I documented that and it became later so viral through 
the Korean media and till now the story is going on but in the courts. 

Back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ho didn’t issue anything through one 
year and tried to delay the investigations in my case. During the last months I 
was telling myself you didn’t came here to be persecuted. I was telling myself 
you have to resist regardless the consequences and I’m doing right now. 

Eventually I want to thank all the human rights groups in South Korea specially 
NANCEN who supported me during the crisis. They were really great and their 
efforts are totally appreciated.

Thank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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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bry님의 조작된 난민면접조서 일부 Fabricated interview record of Sab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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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abry님의 조작된 난민면접조서 일부 Fabricated interview record of Sab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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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2

무나 (가명)

제가 난민인정신청을 하러 갔을 때, 저를 처음 상대한 남성 직원은 제가 제 사유를 

설명해 주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우 무신경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여자 직원

이 왔는데 그 여자한테는 제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직원은 아랍인들과 

아랍인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

라 매우 불쾌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들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아 이를 작성하러 간 곳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충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쓰는지 다 볼 수 있었고, 프라이버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출할 준비

가 끝나기 전에 업무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은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

다. 다음 날 제가 갔을 때, 똑같은 직원이 제게 공란을 채워 넣으라고 마찬가지로 

못되고 경멸적인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성 직원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사유를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과 행동은 정상적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나머지 절차

를 빨리, 우호적인 방식으로 끝마쳤습니다.

면접 당시는 똑같은 여성 직원과 다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 13살

짜리 아들에게 혼자 면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되냐고 했는

데, 그들은 거절하고 제 아들과 30분 동안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면접

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고, 한국인 통역인과 

아랍인 통역인 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통역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인 통역인을 신뢰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은 개인

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제게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겠

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저는 제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당시 직원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질

문과 대답은 사실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들어간 뒤에야 직원들은 제

게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다 한 다음 그들은 

제게 면접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기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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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습니다.

면접 도중, 여성 직원은 제게 예/아니오 아니면 2-3 단어 내로 짧게 대답하라고 강

요했습니다. 만약 대답이 길어지고 무슨 설명이 포함되면 직원은 제게 신경질을 내

며 공격적으로 제 말을 잘랐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끝난 뒤, 통역인은 제게 면접 내용을 인쇄해서 설명해 주고 서명하라고 했습

니다, 아니 강요했습니다. 면접 내용은 한국어로 적혀 있어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역인은 제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 개인정보를 읽고, 나머지 부분

은 대충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특정 부분을 짚어서 이 부분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읽고 통역해 주었으나, 그가 읽은 내용은 정확하지 

않고, 제가 대답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단어 한 단어 전부 통역해 주

지 않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것처럼 해놓았으

나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달랐습니다.

1년 뒤, 저는 (난민인정을) 거절당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면접 내용

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면접 도중 제가 대답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

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아예 면접 도중 물어보지 않았

던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여권을 발급 받은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 대한 대답은 “한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예,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돌

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제 여

권과 난민인정신청서에도 적혀있던 내용들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가 정부 일을 하

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조서에는 제가 간호사였다고 되어 있었고, 마

치 제가 직업이 없어 일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제가 4

개월 전에 해고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정부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제 남편이 주유소에서 일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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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박해를 당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였

으나, 그 이유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아니오를 벗어나는 

정보는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아니오, 저는 박해로 고통받

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난민인정신청서에 제가 우

리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무섭고, 한국에 온 이유는 박해가 두려워서 제 목숨을 구하

기 위해서라고 적어 놓았는데 면접조서는 이를 반대로 적어놓았습니다.

이는 결국 마치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주장

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을 조작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남자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제게 남편이 있다는 식으로 모순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날 때쯤 물어본 질문을 면접 초반에 물어본 것처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두

려워하는 박해의 원인이나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거나,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사유에 관한 모든 질문은 수박 겉핥기 식이었습니다. 난민

면접조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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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Muna님의 조작된 난민면접조서 일부 Fabricated interview record of M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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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3

<나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힘 (가명)

저는 이집트에서 온 26세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인권 운동가입니다. 저는 2012년부

터 이집트를 떠나던 날까지 이집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권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속한 인권 단체는 사법정의를 비롯한 강제 실종, 경제적, 사회적 권리 등에 대

한 수많은 캠페인을 벌였고 저는 이집트의 인권 상황에 관한 십여 편의 다큐멘터리

와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또 아랍의 봄 혁명을 주도한 단체들 중의 하나로 2008년 봄에 결성된 4.6 청년

운동의 주도자였습니다. 2011년 1월 31일 청년 운동은 그 다음 날 2월 1일에 있을 

거리 행진에 최소 백 만 명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운동

은 호스니 무바라크, 최고군사위원회, 무슬림형제단 및 압둘파타흐 시시 체제에 대

항하는 수백 회의 시위와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청년 운동은 2014년 4월 

28일 불법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5월 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제 아내도 정치 운동가입니다. 

저희는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 

해 왔던 일들과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따로 접수했습니다. 저는 저의 신청서에 

위에 언급했던 일들과 제가 참여한 정치 활동 등에 관해 더 자세하게 모두 적었습

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제가 어디서 시위를 했고 어떻게 이 일들을 조직

했으며 시위 중이나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만들 때 몇 번이나 체포되었고 어떻게 

군인이 내 카메라를 발로 부수고 내 다리까지 부러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 

보안 당국에게 쫓겨 다녔는지 등에 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난민 신청서를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번역자가 아랍어

를 잘 못해 소통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신청서에 적은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했

습니다. 번역을 끝낸 뒤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묻자 출입국 직원은 받기

를 거부했고 제게 자료를 알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한 시간이 채 안 걸렸는데 그녀는 제게 간단히 답하라고 요구하며 

여러 차례 자세히 대답하려는 것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제출

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심사관은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정보가 필요하면 이집트 

정부에 직접 문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사관은 결혼일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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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와 같은 제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주로 했습니다. 

저의 난민 인정 신청이 처음 거부당한 후 제 변호사가 저의 면접 진술서에 어떤 내

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진술서에 모두 거짓 정보

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여권에 있는 정보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고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라고 심사관은 적어 놓았습

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제가 말하고 적은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국제 난민 협약 규정에 준하는 공정하고 편

견 없는 조사를 받기 위한 저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후에 저의 난민 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약 10시간에 걸친 면접을 거쳐 처음 출입국 관리소 측이 받기를 거부했던 모든 자

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뒤 저는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지금은 사진기자 및 영

화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멈춰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처음부터 보호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법무부가 얼마나 불공평한 정책과 제도 속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대하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고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

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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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mony 3

<I will never give up on my rights>

Rahim (pseudonym)

I’m from Egypt 26 years old. I’m a documentary filmmaker and human rights 
campaigner. 

I used to work at one of the most popular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Egypt 
from 2012 until the day I fled from Egypt. Through my organization we 
published many campaigns about criminal justice, forced disappearance, economic 
and social rights, and I made tens of documentaries and reports about human 
rights in Egypt.

Also I was a leader at April 6 Youth Movement, an Egyptian activist group 
established in Spring 2008 and one of the groups they launched the Arab Spring 
Revolution. On 31 January 2011, the movement promoted participation of at 
least a million in a march on 1 February 2011. Start from 2008 until now the 
movement held hundreds of protest and activities against Hosni Mubarak regime, 
SCAF (The 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Muslim Brotherhood and 
Abdel Fattah el-Sisi regime as well. As a result of these activities the movement 
was banned on 28 April 2014.

I arrived in Korea on May 2016 with my wife. She is a political activist also. 
We applied for refugee at Seoul refugee office with two appli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activities and different cases. In my application I wrote down all 
the information about my work and my political activities like what I mentioned 
above with more details and I tried to say it during the first interview, where I 
held and managed these activities, how many times I got arrested for protesting 
or taking photos or shooting movies, and how military officer destroy my 
camera with his shoes and broke my leg too. And how I was chased by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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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 I had to translate the application from Arabic to Korean, the translator 
was not good enough and it was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him and it was 
hard for him to understand many words in my application. After we finished I 
asked to submit evidences but the counter officer refused to take it and she told 
me I have to translate it to Korean on my own. 

The first interview was less than one hour and I was told by the officer that I 
have to answer shortly and she stopped me many times not to answer in details. 
I asked again to submit documents but the officer said they don't need it and if 
they want any information they will ask the Egyptian government about it. The 
officer focused on questions not related to what I wrote in my application like 
Date of marriage, how much money I have, what my family do in Egypt.

Later after my rejection, my lawyer helped me to find out what was written in 
my interview script. We were shocked because all the script contained false 
information and answers I never said, eve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my 
passport.  For example, she wrote “I came here for making money and I never 
faced any danger or discrimination in Egypt and I worked in construction field.” 
We focused more and we found that everything was different from what I said 
and what I wrote.

So we decided to struggle for our rights in a fair and impartial investigation 
tha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standards. 

After a long struggle at the court I had the right to reopen my case again and 
I had another interview around 10 hours duration and we submitted all the 
documents which they refused at the first round.  After that I got my status as 
a recognized refugee and now I'm working as a photojournalist and filmmaker.

But that doesn't mean I have to stop! I got my right and I had to get it from 
the beginning so we should continue and show how MOJ(Ministry of Justice) 
have unfair policies towards asylum seekers and a systematic way to deal with 
us. And we have to struggle to end this and to be sure this won't happen again 
to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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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ahim님의 조작된 난민면접조서 일부 Fabricated interview record of Ra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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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4

아미르 (가명)

자비로우신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신의 자비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동생이 왜 고향을 떠나 안

전과 박애, 국제적인 인권에 따라 인간적으로 살 권리를 찾아 한국에 올 수밖에 없

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제 동생과 수단의 많은 사람

들처럼 그것은 그의 의무지만, 원래 복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전역할 수 없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그 이상으로 그들은 다르푸르 학살과 전쟁에 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수단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진짜 고

통은 2013년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고, 그는 보안당국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가짜 사고를 당하였고, 이 때문에 오래 정신을 잃었습니

다. 그는 카르툼의 알-아말 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하였고, 의사는 그가 기억을 잃

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 가족이 수단의 마지막 정당성 있는 수상인 사딕 알

-마흐디씨의 국가통합당에 소속된 안사르 커뮤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수단에는 무슬림형제단 테러리스트 정권이 들어왔고, 결국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이

후 아직도 수단인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마르는 체포와 고문이 기다리는 어두운 미래를 피해 이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서울 난민 사무실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을 때 고통을 받았

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첫 면접 당시 그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의 말

을 제대로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거절당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는 그 곳에 자신이 한 말이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면접 기록

을 달라고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전에 공항에서도 그들은 내용을 말해

주지도 않고서 그에게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여러 차

례 자신이 기억 문제를 앓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억 문제 때문에 그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초청장을 보내준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판사님 앞에 섰는데, 판사님은 그를 믿고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이 문서 때문에 지금 제 동생은 출입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이

며, 수단으로 쫓겨날 두려움 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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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mony 4

 Amir (pseudonym)

In the name of God, the Merciful

Peace, mercy and blessings of God be upon you. at the beginning, I will talk 
about the circumstances and causes that forced my brother to emigrate to Korea, 
leaving his homeland and his people to seek security, safety, compassion and 
humanity. And his right to live in dignity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lot of innocent people were been forced to join military service, like my 
brother and most of the people In Sudan, it was his duty, but to be forced to 
continue after the scheduled period, it was a violation and more than that, they 
told him that he has to participate in the war and the genocide in Darfur, and 
the guilty was the president of Suda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real suffering began since 2013, where he tried to get away from this situation, 
and the struggle started, when they tried to kill him and he was subjected to 
arrest and torture by the security forces.

He was subjected to a fabricated accident in order to get rid of him and during 
that time he lost consciousness for a long time. He was at Al-Amal Hospital in 
Khartoum, where he stayed for around 2 months. And the doctor told us that 
the injury was in memory, and he is suffering from it. 

This is all because he belongs to a family who belongs to the community of 
Ansar, by the National Unity Party headed by Mr. Sadiq al-Mahdi, the last 
legitimate Prime Minister of Sudan. After it came the regime of the Muslim 
Brotherhood, terrorist and overturned by a military coup suffered by all the 
people of Sudan to this day.

Omar came to Korea to escape the dark future of arrests and torture promising 
his family to have a better life in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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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n Korea, as he told me, I was not there, he suffered when he applied for 
asylum in Seoul refugee office. In the first interview, they did not give a lot of 
chance, and they did not translate his words in the correct way. He only 
discovered this when found out about the first refusal. And he didn’t find what 
he said written and he asked for the interview record and the court accepted 
that. And before that at the airport, they asked him to sign some documents 
without telling him the content, and he told them more than once that he 
suffering from memory issue. 

Because of the memory issue, he faced a problem here, when he was asked to 
say the name of the man who sent him the invitation letter and he could not 
remember 

He was transferred to the judge who believed him and did not penalize and 
forgave him. 

For this reason and these papers, now my brother is detained by the 
immigration authorities and the fear to be deported to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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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mir님의 조작된 난민면접조서 일부 Fabricated interview record of 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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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5

아담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모하메드 아담 아흐메드 야신입니다. 저는 SPLM-N(수단 

인민해방운동-북부) 동아시아지부장입니다. 저희 당원들은 수단 정부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정당은 수단 정부가 국민을 학살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기각당하였고, 이후 법원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제가 아는 한, 저와 그리고 7명의 SPLM-N 당원들이 있으며, 저는 그

들 중 두 명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명을 보시면 그들이 수단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

은 아직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출입국 사람들은 그들의 난민

면접조서를 조작하여 불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지만 출입국 사람

들은 그들이 일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것

입니다. 

제 난민면접 당시에도 면접관은 저를 불공정하게 대하였습니다. 저는 제 사유에 관

하여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들은 이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중간

에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이 4-5시

간 씩이나 걸렸는데도 말입니다. 통역인은 아랍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단인들은 보호받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일하러 오지 않았습

니다. 우리 중에는 수단에서 당한 일의 트라우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만약 내일 수단이 안전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당장 돌아갈 것입니

다. 우리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저를 보호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

다. 저는 한국 정부가 수단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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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 SPLM-N 당원의 조작된 난민면접조서 일부 Fabricated interview record 

of a party member of SPL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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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
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
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
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
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
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
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접조서의 조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면접조서에는 거의 찍어낸 수준으로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적혀있었다.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
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
은 것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아니요 사실이 아닙
니다.”, “신청인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
습니다.”,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된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은 “한국에
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국어로 
적힌 난민불인정결정서를 받았다.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장기간의 무의미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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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 이들 중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난 아주 소수의 피해자만이 본인의 면접
조서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이 수
면 위에 올라왔다. 여전히 조력자를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난민지위 인정이 거부된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난민면접이 형해화 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
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약 1년째 이 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판결 결과가 예상되는 소송에 대하여 선별적으
로 직권취소 등을 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한 기사에 대한 설
명자료를 통해 피해사례 5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고 재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힌 이후에는 계속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아직까
지도 어떠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취소 할 사건을 선별하였
는지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협조하
지 않는 등 이 심각한 사건을 묵인하고,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 조작사건에 관여된 공
무원들에 대하여도 일체의 징계 등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해당 공무원들은 출입
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약 2년이 흘렀지만 대부분
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심사 결과를 기
다리고 있거나, 여전히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조작된 난민면
접조서가 난민반대세력들에 의해 악용되어 ‘가짜난민’의 오명을 쓰고 혐오 공격의 2차 피
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이 사건이 한 공무원 또는 한 통역인 개인의 잘못인 것 마냥 
밝히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사례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취
재 등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전담공무원이 
한 명이 아닌 3명이고, 법무부가 직권취소한 55건은 모두 법무부가 2015년 초부터 심사
적체 해소 T/F를 운영하여 신속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사례들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심
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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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짜 난민’ ‘남용적 난민신청자’를 법무부가 직접 만들어 내고 있
는 것이다.
 오늘의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	 첫째, 난민심사과정에서 가해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둘째, 난민면접조작 사건에 있어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례에 대한 선별적인 
직권취소가 아닌 전면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	 셋째,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를 제공하여 피해를 회복하라.

●	 넷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밝혀 처벌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
식적으로 사과하라.

●	 다섯째,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난민심사절차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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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Feature] Asylum seekers decry falsehoods, abuse in refugee screening-프린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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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lum-seekers and refugees speak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Tuesday.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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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해 ‘가짜 난민’ 만들고 있다”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9-06-19 14:55:21  수정 2019-06-19 14:55:21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
렸다.ⓒ민중의소리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했다. 본국에서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없다. 돈을 많이 벌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을 받은 아랍권 난

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에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적혀있었다. 면접에서 난민신청자 스스로 ‘가짜

난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면접 조서만 보면 법무부가 우려한 ‘난민 신청의

남용’ 상황이 맞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들은 “면접 조서가 조작됐다”라고 폭로했다. 본인이 진술하

지도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해가 두려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난민 신청했다’라는 진술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며 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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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난민 신청했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권운동가는 일용

직 노동자가 돼 있었다.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난민

인권센터 주최로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피해

자들은 “법무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가짜 난민’을 법무부가 직접 만들어내고 있

었다”라며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했다.

조서 ‘조작’하려고 부실 면접했나

피해자들은 난민 면접이 매우 부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면접 과정

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만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민 신청 사유 질문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접 시간은 20~30분 내외였고, 답변 시간

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실 면접에서 조서는 조작됐다.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신청서와 면접에서 박

해를 호소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서에 적힌 난민 신청 사

유는 ‘경제적 목적’이었다. 다큐멘터리 PD, 정부 관계자, 인권운동가 등 본국에

서의 직업이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허위 기재됐다. 심지어 여성이 남성으로 적

히는 등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았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은 면접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작성됐는지 알지 못

한 채 서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통역인이 조서 내용을 대략 설명했으나, 전

부 확인시켜준 게 아니고 인적사항만 재확인했다는 사례가 다수였다.

권영실 변호사는 조작된 난민 면접 조서 아래에서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발견

됐다고 말했다. 특정 통역인과 특정 공무원이 참여해 작성된 다수 난민 면접 조

서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확인됐

다.

해당 통역인이 진행한 난민 면접의 위법성은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2017년 10

월 서울행정법원은 “면접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조서의 확인 절차 등이 빠지거나 형식적

으로 이뤄졌다. 신청인의 진술조차 왜곡돼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라

고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고법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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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하는 법무부

‘가짜 난민 만들기’ 조직적 개입 의심돼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내부 조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위주로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직권 취소

한 55건에 대해 재면접 조사해 그중 2건은 난민 인정, 44건은 난민 불인정 결정

을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조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면접 조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면접을 간단하게 한 것

이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난민인권센터 등은 “법무부는 사안을 공론화하고 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

게 적절한 징계를 하기는커녕 판결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 일부 문제 되는 사안

만 직권 취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

다.

이들은 “최소 40명, 많게는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난민신청자

가 한국 정부의 주도 내지 방관 아래 소위 ‘가짜 난민’으로 치부됐다”라고 꼬집

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한 공무원 또는 한 통역인의 잘못인 것처럼 ‘꼬리 자르

기’를 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출입국외국

인청 소속 난민전담공무원은 한 명이 아닌 3명이고, 법무부가 직권취소한 55건

은 모두 법무부가 2015년 초부터 심사적체 해소 TF를 운영하며 신속심사 대상

자로 분류한 사례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가해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 ▲난민 면접 조서 조작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

▲면접 조서가 조작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

를 할 것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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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서류 허위 작성...난민 심사 탈락"
Posted : 2019-06-18 22:37

[앵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면접 서류를 허위

작성해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은 오는 20일 '난민의 날'을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던 이집트인 사브리 씨.

면접 심사에서 신청 이유를 질문받고는 대정부 투쟁으로 인한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조서에는 '돈 벌러 왔다'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사브리 / 2016년 난민 신청자 : 제 면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작됐습니다. 제가 한

국에 온 게 이집트에서 아무 직업이 없어 일자리 찾으려고 왔다고 적혀 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집트인 A 씨도 뒤늦게 자신의 면접 조서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고국에서 박해받은 적 없다'는 하지도 않은 말들이 버젓이 적혀 있던 겁니다.

[A 씨 / 2016년 난민 신청자 : 진술서에 거짓 정보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적혀 있

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해, 난민 심사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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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 신청 과정서 억울함을 겪은 피해자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열

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면접 조서는 사실이 아닌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 '돈 벌려고 온 거다' '내 진술이 거짓이다.' 등등 하나

같이 난민 인정에 불리한 내용입니다.

[권영실 / 변호사 : 난민면접조서가 거의 복사하듯 똑같은 내용이 있었고, 통역인 서명

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난민 심사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

여 일부 면접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5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과 인권 단체는 법무부 자체 조사 역시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전

수 조사와 피해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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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 진술한 내용을 바꾼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는 난민면접과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015년~2017년 사례 943건을 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진행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6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피해를 본 난민신청자들이 증언을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입력 2019.07.23 16:09

“쿠테타 위협에 탈출”을 “돈 벌기 위해”로…
난민 면접 서류 조작한 직원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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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수단 출신 30대 남성은 “본국에서 군

부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해 탈출했다”고 적었지만 담당 직원이

조서에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바꾼 식이다.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

은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 위협을 느껴 탈출했

다”고진술했지만 “한국에 일하기 위해 난민을 신청했다”는 식으로 바꿨다

고 한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

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통역 오류를 파악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한국어로 바뀌었는지 품질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는 난민전

문가를 채용하고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유엔난

민기구(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도 운영하고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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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15년 예멘에서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을 찾은 A씨는 입국 

후난민신청을 했다. A씨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과 

통역관을 만났고 15∼20분가량 심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인쇄 닫기

난민인권센터 "정부, 난민면접 전수조사·조작
피해자 보상해야"

2019-06-18 15:00송고시간

박의래 기자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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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사유를 알기 위해 A씨의 면접 조서를 확인해 보니 조서에는 A씨가 하지 않은 말들뿐이

었다.

면접 조서에는 심사 담당관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A씨가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고 나왔다.

또 담당관이 '신청인이 거짓 사연을 쓰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A

씨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해 와서 난민신청을 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신청인이 본국에 귀국할 경우 신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는 '본국에 돌아

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

A씨는 2017년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소

송 중간에 법무부가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증

언대회'를 열고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허위 내용으로 난민면접 조서가 

작성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심사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A씨처럼 거짓으로 면접 과정에서 조작 피해를 본 사례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면접을 조사해 총 55건

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어떤 사건을 골라 조사했고 어떤 기준으로 직권 취소했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당시 조작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문책이 이뤄지지 않

아 여전히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

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보상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는 책임자를 밝혀 처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난민심사

과정에서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인 난민심사절차 개선책을 마

련하라"고 촉구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6/18 15:00 송고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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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운동가가�위장취업자로…조작된�법무부의�‘난민�면접’

등록�:2019-06-18�17:45 수정�:2019-06-18�20:40

법무부�난민면접�조작사건�피해자�증언대회

면접서류�복사한듯�동일…성별도�뒤바껴

“외부감독�없이�밀폐된�곳서�면접”�지적도

이집트�인권운동가�라힘(가명)은�이집트�정부의�위협을�피해�2016년�5월�아내와�함께�한국에�왔다.�라힘은�2008년�봄

4·6청년운동을�주도하며�이집트�독재정권�호스티�무바라크�등에�대항하는�시위를�벌였는데,�이집트�정부는�2014년�4월

라힘이�속한�단체를�불법�단체로�지정했다.�한국에�온�라힘은�그해�6월�난민�신청을�했다.�난민�인정을�위해�면접을�본�라

힘은�인터뷰�내내�당혹감을�감출�수�없었다.�“그동안�어디서�시위를�했고�몇�번이나�체포됐으며,�군인이�어떻게�다리를�부

러뜨렸는지�등을�말하려�했는데�면접�심사관은�간단히�답하라며�자료�제출도�요구하지�않았어요.�돈이�얼마나�있는지�등

신청서에�적힌�내용과�관련�없는�질문만�해댔죠”�법무부는�라힘의�난민�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이후�난민�불인정�이

유를�알아보던�라힘은�진술서에�자신이�하지�않은�말이�적힌�사실을�알게됐다.�서류에는�라힘이�‘거짓으로�난민�신청을

했으며,�한국에서�돈을�많이�벌면�이집트로�돌아갈�수�있다’고�적혀�있었다.�라힘은�결국�‘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냈고,�오랜�법정�다툼�끝에�지난해�난민�인정을�받았다.

18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법무부�난민면접�조작사건�피해자�증언대회’가�열렸다.�증언대회에�참석한�5명

의�난민�신청자들은�‘한국에서�일을�하기�위해’�난민을�신청한다고�출입국사무소�면접�서류가�잘못�적혀�있었다고�입을�모

았다.�아랍인�무나(가명)는�“난민�인정을�거절�당하고�행정소송을�진행하기�위해�찾아간�법원에서�내�성별이�여자가�아닌

남자로�기재돼�있다는�걸�알게됐다”고�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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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들의�행정�소송을�대리했던�권영실�변호사는�출입국사무소의�난민�면접조서가�복사해�붙여�넣은�것처럼�동일했

다고�지적했다.�권변호사는�“난민�허위면접�조서�사건과�관련해�유사�사례를�모아보니�면접조서가�거의�복사한�듯�똑같았고,�

통역인의�서명도�동일했다”고�설명했다.� 이날� 증언대회를� 주최한�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면접을�담당하는�

난민심사관은�전권을�가질�정도로�난민�신청�결정에�중요하고�유일한�역할을�한다”며�“그럼에도�난민�면접�조사가�밀폐된�공간

에서� 외부� 관리감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인권센터는난민심사�과정에서�난민심사관과�아랍어�통역인에�

의한�면접조서가�허위로 작성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한편, 면접조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법무부는 “2016년 서울과 양주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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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 심사’

법무부 직원들이 ��명 허위 작성… “돈벌러 왔다” 기재해 난민 불인정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조서

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허위 작성 면접조서가 영향을 미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가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2명과 경기 양주출입국·외

국인사무소 직원 1명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조서에 적었다. 심지어 신청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수단 출신 30대 남성 A 씨는 2016년 5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면접에서 “군부 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한 뒤 본국을 탈출했다”고 난민신청서에 썼다. 하지만 면접 담당 직원은 조서에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군부 세력의 총살 위협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A 씨의 진술은 ‘돈을

많이 벌면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면접조서에 기재됐다. 석 달 뒤 같은 곳에서 면접을 본 이집

트 출신 30대 남성 B 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B 씨는 “군사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에 위

협을 느껴 본국을 탈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접조서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다. 본국으로 가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됐다. A 씨와 B 씨는 이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면접조서 허위 기재

로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신청자는 최소 5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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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인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지난 해에만 만 6천여 명의 난민 신청자가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공무원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사실이 드러

나면서, 피해자들이 오늘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 사연을 들었습니다.

[리포트]

아담은 7년 전 수단을 떠났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수단 정부에 맞서 싸우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담 : "20년 넘게 수단 정부의 독재에 맞서싸워왔습니다. 비무장한 시민을들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
요."]

하지만 이같은 아담의 이야기가 난민 면접 조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담의 사연을 일부 적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아담은 난민 면접 조서 허위 기재가 인정돼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거쳐 지난2017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담 : "내가 한 말을 받아적지 않거나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적었어요."]

아담과 같이 난민면접 조서가 조작된 난민 신청자가 최소한 57명인 것으로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확인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변호사 동석 등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등 면접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숙/난민인권센터 활동가 : "공무원들이 (난민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를 받을수 있

도록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반드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서를 조작한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상황.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공무원이 난민 면접 조작”

입력 2019.06.18 (19:16)
수정 2019.06.18 (22:1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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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은 후, 내일신문, 동아일보 등의 후속 취재와 보도도 이어졌
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7월 8일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관하여 대한
변협 인권위원장, 인권이사 등 인권위원 8명을 방문단으로 구성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하면서,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
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 및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증언대회 직후 2019. 7. 23. 법무부는 기관 소식을 통하여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가담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내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난민신
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
도록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고, 난민전문가(전문임기제)와 난민전문통역
인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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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법원에서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

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8일(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인권이사 등 인권위원 8명을 

방문단으로 구성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하고, ▶ 재발방지 관

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 

및 ▶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 난민인정심사 단계

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요청했다. 

자

료

문

의

공 보 이 사

수석대변인

대  변  인 

대  변  인  

양소영(010-5398-5078) 

허  윤(010-4968-6484) 

김영미(010-5710-0210)  

이충윤(010-3790-2195)

보도자료
(제50-24호, 2019. 7. 11.)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담당팀 ❙인권팀 변혜연

(02-2087-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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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해당 사건의 조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 

중인바 감찰 결과에 대해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 및 변협 난민 관

련 실무자 TF 구성 등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변협이 난민 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외국인보호소 등을 시찰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한변협

은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 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난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9. 7.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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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

조사도 생략

본보, 난민법 위반 내부문건 입수 2015년 4월 “심사적체 해소” 공문…

자격 없는 공익법무관 면접 투입 9월엔 “간이 면접으로 신속심사”…

공무원 1인 담당件 2.8배로 늘려 면접조서 조작 등 부실심사 초래… 법

무부 관계자 “허위작성 더 있어”

2015년 9월 작성된 법무부의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 문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면

접을 간략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난민) 신속심사 대상은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한다”, “공익법무관을 선발해 난민 면

접에 투입한다”. 법무부가 2015년 작성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이런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이 서울출입

국관리사무소(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로 내려온 시기는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조서가 신청자

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기재된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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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입수한 법무부 내부 문건 내용을 보면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무리한 ‘신속심사’를 지시한

것이 결국 면접조서 허위 기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을 난민 면접에 투입해 난

민법을 어기기도 했다. 허위 작성된 면접조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9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심사’를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일반심사 기간은 6개월이지만

신속심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신속심사 대상을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것이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심사를 받는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특히 낮다. 이 시

기에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심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더 빠르고 간략하게 난

민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2015년 9월 7일부터 2016년 1월까지 5개월간 10명을 TF에 배정했다. 이

중 4명은 ‘신속심사’를 맡았다. 심사 처리 목표치는 월 280건으로, 신속심사를 맡은 공무원은 1인당 월 40

건, 일반심사는 1인당 월 20건의 난민심사를 해야 했다. 신속심사는 2013년 11월부터 진행됐다. 2014년 7

월부터 10월까지 신속심사를 맡은 공무원은 1인당 매달 14건의 심사를 처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본부 지시를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 사정을 잘 아

는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면접조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거쳐

밝힌 것(3명)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는 신속심사 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사실조사 과정을 생략할 것도 지시했다. 사실조사는 난민 신청자

가 본국에서 겪은 박해와 관련 증거, 증언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절차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법 제8조 제5항(사실조사 생략)에 해당하는 자를 보다 폭넓게 적

용하라”며 “신속심사 대상은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지시로 2016년 8월 진행된 한 난민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면접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난민 신청자의 진술조차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해당 신청자를

난민 심사에서 떨어뜨린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4명을 난민 면접에 투입하기도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난민면접을 진

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난민법 시행령은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2015년 4월 공익법무관들에게 8일간 난민

심사 관련 교육을 한 뒤 면접에 투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난민 신청이 폭증했는데 처리 실적이 낮아 심사 적체가 심각했다”며 “면접조서 허

위 기재와 관련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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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국가기관 | ②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허위조서, 최소 5건 더 있다”

법무부 사실 은폐 의혹

난민인권센터 추가 밝혀

2019-07-19 13:54:46 게재

“법무부의 난민면접조서 조작이 최소 5건 더 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지적이

다. 난민인권센터가 밝힌 5건은 기존 피해유형과 유사하다. 이집트인 A씨 난민면접조서에

는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었지만, 정작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파악된 5건 모두 면접조서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쓰여 있었고, 통

역인은 장 모씨였다”며 “이 5건은 법무부가 직권취소 후 재면접을 실시한 55건에 포함되

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2017년과 2018년 잇달아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판결을 했다. 면접조서조작 피해자들이 법무부를 비판하고, 언론보도가 잇따르

자 법무부는 6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2015년~2016년 면접부실이 의심되는 943건

을 전수 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 후 재조사해 2건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권취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드러나 법무부의 자체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법무부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요구한 직권취소 기준 공개와 외부인

사 참여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거절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

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이날 법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다수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명백하

다”며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확인이 내부적으로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법

원 결정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점 △법무부가 임의로 일부 난민신청 사건을 간이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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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분류했고 그 사건에서 면접조서 허위 작성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변협은 △법무부가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사과나 징계조치 없이 담당 과장과 면접 담당자를 난민 업무가

아닌 곳으로 전보하는 데 그쳤다.

난민심사가 부실하다보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행정소송

1심 2만1743건 중 난민 관련 사건이 3893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상고심 4731건 중

1660건으로 전체 사건의 35.1%에 달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어처구

니가 없다”면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접조서 허위기재’ 추가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장병호 김형선 안성열 기자 bhjang@naeil.com

㈜내일신문 | 대표 장명국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1953 등록일자 : 2018.12.06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13층(순화동, KG Tower) ☎ 02-2287-2300

웹사이트    운영대행사 : (주)내일이비즈 01-86-52538    Copy right © All rights  reserved.

153



2020. 6. 30.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37552

기관 소식

2019.07.23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법무부

[법무부 설명]

1) 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찰조사 후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 법무부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년~2017년*)을 조사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 ̀19.6.19일자 설명자료 중 조사기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존 2015년~2016년 → 수정 2015년~2017년)

※ 재면접 결과: 자진철회 10명, 난민인정 2명, 난민불인정 43명(17명 제소, 국가패소건 없음)

○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지난 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1̀9.10)*하여 충실하고 체계적인 난민면접

을 수행하겠습니다.

* 기존 난민업무 관련 법령, 지침, 편람 등을 보완/편집하여 세부 심사매뉴얼 제작

○ 난민전문가를 채용(̀19.4~)*하고,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18.1~)*하는 한편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19.4)하여 난민

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19.4 난민전문가(전문임기제) 8명 채용, 이외 7명 추가채용 예정

3) 오류없이 정확한 난민통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난민신청자 본인의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18.7~) 있으며, 주기적으로 통역오류 유무 및 통역품질을 평가(̀19.4~8, 통역검증 연

구용역 중)**하여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등

**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

○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18.4)*하고 전문통역인을 추가 채용(̀19.4)**하는 한편, 난민통역 교육수강을 의무화(̀18.4)하는 등 난민통역의 품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 ̀19.6 기준, 24개 언어 173명 위촉

** ̀19.4 불어 1명, 아랍어 1명 채용, 이외 3명 추가채용 예정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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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2월 법무부 재심사 방침 시행과 경과

2019. 6. 18.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한 피해자의 폭로이후, 전수조사의 대안으로 법
무부는 특정시기에 아랍어로 면접이 진행된 난민신청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특정시기는 2015년 9월
부터 2018년 6월까지 면접이 1회 이상 진행된 경우로, 시작 시점인 2015년 9월은 
앞서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던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생략을 요
구한 지침을 시행한 시점이다. 한편 종기인 2018년 6월은 면접이 허위로 또는 부
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면접조사가 녹음∙녹화 되어 있지 않아 의심이 
있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면접조사 녹음∙녹화를 전면적으로 의무화 한 시
점인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그 직전까지를 적용범위로 정하였다.

아울러 다시 신청을 받는 형식은 재신청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앞선 난민면접에 오
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면접조사를 진
행하기로 하여 최초신청과 동일하게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회복하고, 취업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신청 이전에 미등록체류와 미허가취업 사실이 있
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사범처리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
은 재심사 방침은 2020년 2월(2월 11일 경으로 추정)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재신청에 대한 접수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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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단독]�‘난민면접�조작’�피해자�수천명�재심�기회�얻었다

등록�:2020-04-21�05:00 수정�:2020-04-21�07:21

법무부,�허위�조서�작성�인정하고�아랍어�탈락자�재신청�받아�

외국인�등록증�즉시�발급�배려도

법무부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공무원들의�면접조서�조작으로�부당하게�난민�심사에서�탈락한�수

천명의�난민신청자에게�재신청�기회를�주기로�했다.�난민�면접에�신속심사�절차가�도입된�2015년�이후�3년�동안�벌어진 

‘면접조서�조작사건’의�피해자�구제에�나선�것이다.

20일�<한겨레>�취재�내용을�종합하면�법무부는�2015년�9월4일부터�2018년�7월1일�사이에�아랍어로�면접을�보고�탈락

해�난민�인정을�받지�못한�사람들에게서�난민심사�재신청을�받기로�했다.�일선�출입국�사무소는�법무부로부터�이런�방침

을�전달받고�지난�2월3일부터�탈락자들의�재신청을�받고�있다.

재신청 대상자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아랍어가 모국어인  이집트  난민신청자만  2천명이  넘고  이

들의 난민인정률이0.75%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집트 쪽 재신청 대상자만 1500명이 넘을것으로 추산된다. 모로코, 리비

아, 수단 등에서 온 난민까지 포함하면 재신청 대상자는 2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의면접조서

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은 2018년 7월 난민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난민인권단체가 조사한 19건의 피해사례를 보면,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면접조서에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문장이 똑같이 적혀 있었다. 정치적·종교적 탄압을 피해 망명했다는 이들의 면접조서에 '돈

을 벌러 왔다’는 거짓  답변을  적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2018년 9월 탈락한 

신청사례 중 55건만 직권취소한 뒤 재면접을 실시했다.

2019년�6월18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법무부�난민면접�조작사건�피해자�증언대회가�열렸다.�박종식�기자

anaki@hani.co.kr

156

⑬

⑬ 관련 뉴스기사



www.hani.co.kr/arti/PRINT/941316.html 2/2

그러나�법무부가�55건을�선정한�기준이�모호한데다�추가�피해가�잇따라�확인되자�난민인권단체들은�지난해�6월�‘피해자

증언대회’를�열어�피해보상과�책임자�처벌을�요구했다.�그�뒤�법무부는�면접조서를�조작한�공무원�3명을�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형사고발은�하지�않아�‘제�식구�감싸기’라는�지적을�받았다.

법무부는�면접조서�조작으로�탈락한�난민신청자가�외국인등록증을�신청하면�곧바로�발급해주기로�했다.�이는�출국명령

이�내려져�미등록�체류로�살아가는�이들이�많은�점을�고려한�조처다.�외국인등록증�없이�불법으로�일하다�단속에�걸린�기

록도�모두�지워주기로�했다.�보통�난민신청자들은�한국에�입국하고�6개월�뒤부터�일할�수�있지만�재신청자는�곧바로�취

업할�수�있다.

유엔난민기구�쪽은�법무부의�조처와�관련해�<한겨레>에�“투명한�난민심사�및�한국의�보호가�필요한�난민신청자에게�재

심의�기회를�제공한�것을�환영한다.�한국의�난민심사와�보호절차를�강화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이재호�기자�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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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사회부 기자

시스템 문제에는 눈감은 법무부[현장에서/박상준]

“그게 정말인가요? 법무부는 전화든 문자메시지든 이메일이든 안내를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0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 외국인 남성 A 씨는

“난민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알려주자 깜짝 놀란 표정

을 지었다. 그는 2018년 초 아랍어로 난민 면접을 봤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

지 못했다.

A 씨가 난민 심사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6월 법무부 직원들이 난

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

문이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

에’ ‘아랍어 통역인’을 통해 난민 면접을 받은 외국인은 심사를 재신청할 수 있

도록 했다. 2000여 명이 해당된다.

그런데 정작 대상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A 씨처럼 법무부가

해당 외국인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가

많아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았다. 난민 지원 단체들에는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이들에게 재심사는 어쩌면 생사가 걸린 문제다. 난민 신청자는 모국

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이가 많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외국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런 이들에

게 재심사를 받을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동아줄이다. 실제로 허위 작성 면접조서로 피해를 입었던 B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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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재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가 이 면접조서 허위 작성 사건을 아랍어 통역인의 잘못으로 축소한 점도 개운치 않다. 난민 심사 절

차의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한 담당자의 과실로 책임을 한정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수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접조서 허위 작성 사건은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신속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난민 심사의 적체 현

상을 해소하려고 무리하게 신속 심사를 지시한 게 면접조서 허위 기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2015년 9월 ‘난민 심사 적체 해소 방안’ 문건을 보면 “(난민) 신속 심사 대상

은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한다”고 적혀 있다. 면접과 사실조사는 난민 인정 여부를 결

정하는 데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일반적 심사 기간은 6개월이지만, 신속 심사는 7일 이내로 끝내야 한다.

당시 난민을 면접했던 한 공무원은 “회의 때마다 심사를 빨리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도 허술한 신속 심사 과정이 문제였을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작성한 ‘(난민 심

사) 재신청 처리 방안’ 문건에는 이번에 재심사 허용 기간을 설정한 배경이 “신속 심사 확대 지시(2015년

9월 4일)∼면접 녹화 전면 실시(2018년 7월 1일)”라고 돼 있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으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 공무원은 1명이라고 밝혔다. 이 1명을 제외하

고 모든 책임이 아랍어 통역인 한 사람에게만 돌아갔다. 

　박상준 사회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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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년 6월 라힘(가명) 인터뷰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는 벌써 5년 가까이 지났고, 문제제기가 처음 된 시점
으로부터도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미 일부 피해자
들은 한국을 떠나기도 하였고,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전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리고,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던 피해자들은 많이 지치고, 문제제기 과정에서 2차의 피해를 겪
기도 하였다. 법무부 내부 전수조사 진행, 책임자 징계요구, 아랍어로 면접을 진행
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 기회 부여, 난민면접 녹음녹화 전면실시, 
난민공무원 및 통역인 인력 확충,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등 일부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한가에 있어서는 아직 시작에 불
과한 상황이다.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는데 
계속 앞장서 온 라힘(가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사실 재심사 기회를 전면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은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너무 늦어졌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정책을 시
행하면서도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 미등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미등록 체류에 대해
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체류를 회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금의 두려움
으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
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에서 재심사 기회를 부
여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
다. 

나는 난민소송을 통해 다투어서 권리를 회복했지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처럼 조작된 면접으로 인해 불인정되었으
나,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또는 재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받았던 사람에 대
한 피해 보상, 피해회복 역시 부재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지만, 여전히 상
대방인 출입국은 법정 안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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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
로 권리회복이 어렵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서만 그들이 침해 받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라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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