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난민관련 예산/결산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 산출근거

합계 1,272,000 1,236,000 97.2

합계 884,742 949,210

합계 362,321 276,000 76.2

합계 402,198 402,000 100.0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11,324
15,000 97.7

난민위원회운영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28,800 29,000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142,000

난민심사 통역비 953,000 953,000 100.0

서울사무소 에디터 채용-서울출입국 난민과 배치* 54,396 18,000

난민소송

송달료 2,250

44,000 99.9패소비용 17,500

소송위임비용 24,300

난민소송출장비 34,800 35,000

난민생활지원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21,000 210

난민신청자 생계비 792,607 792,000 99.9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5,135 131,000

의료비 26,000 26,000 100.0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57,000 99.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난민어울림행사 5,000

난민인정신청서식 1,165

안내물 4,000

현수막 400

보호경비 21,216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106,000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113,000 56.7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회의참석,
스위스,2명,5일)

3,700

19,000 97.9

308

1,144

595

330

재정착난민 현지 면접
(말레이시아,2명,5일)

1,560

308

925

446

330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및 인솔
(말레이시아,3명,5일)

3,121

1,232

2,957

1,782

660

재정착난민수용 IOM위탁 100,000 100,000 100.0

국내정착교육비 국내정착교육비 126,000 126,000 100.0

주택보조
재정착난민주택임차 76,800

157,000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80,000

이민국 난민심판원 연수 (덴마크, 7일, 3명) 12,348 8,000 64.8

100.7

100.3

100.6

290.2

100.4

100.1

8명*100,000원*36회

59명*200,000원*12월

15건*150,000원

7건*2,500,000원

9건*2,700,000원

435건*2회(20,000원*2명)

3,500명*6000원

433,000원*523명*3.5월

7,676원*3식*7일*280명

30,000원*2일*20일*12월

250건*45,000원

2,500,000원*2회

1000원*4,000부

100,000*2개*2회

136명*13,000원*12월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30,000원*2인*4시간*240회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50,000원*2인*2시간*240회

70명*2,600원*3식*365일 (2018년기준과 동일)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명*12개월*700,000원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8세대*800,000원*12월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8세대*10,000,000원

건강검진, 사전교육, 입국비용 (항공료,의류,교통비,식비) 포함

33.1

1.0

107.3



연수/회의참석

국제난민법연수(초급) (이탈리아,7일 2명) 6,231 4,000 64.2

국제난민법연수(고급) (이탈리아 7일,2명) 5,038 4,000 79.4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7일, 2명) 11,075 9,000 81.3

* 위 자료의 예산 출처는 <2019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결산은 난민인권센터에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 난민과 관련한 관리비, 시설비, 그 외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산 집행률이 100%를 넘은 항목을 으로, 집행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항목을 으로 표시했습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에디터 채용 예산은 2020년 이후에는 사업명이 ‘난민 통번역원’으로 변경되어 책정 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예산상 구료비는 출입국항난민신청자 구료비와 난민지원센터 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산합니다. 난민인권센터 표의 분류상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는
290%집행, 난민지원센터 구료비는 56% 집행으로 표기되었지만, 이 두 항목의 합산 구료비는 집행률 100%로 집행되었습니다.

1) 항공료 2명*195,700=4,391천원
2) 일비 $30*7일*1명 (4-5급)
            $26*7일*1명 (6급이하)=443천원
3) 숙박비 $137*6일*1명 (4-5급)
               $123*6일*1명=1,763천원
4) 식비 $59*7일*1명 (4-5급)
            $49*7일*1명 (6급이하)= 855천원
5) 준비금 $150*2명=339천원

1) 항공료 1명*2,043,700=2,044천원
) 일비 명 $ 천원1) 항공료 1명*2,043,700=2,044천원
) 일비 명 $ 천원

합계 34,692 25,000 72.1

합계 2,955,953 2,888,210 97.7

빨간색 파란색

* 인용 시 난민인권센터 제작 자료임을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