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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도의 현황과 해외의 보도사례 

 

변수현, 난민네트워크 활동가 

 

 

1. 문제제기 및 조사목적 

언론은 난민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면서 상이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토론을 준비하며, 

사회 주변부에 위치하거나 소외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한 사회 내의 인식이 우리사회 언론들의 보도 

경향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보도, 탈북자, 이주 노동자, 여성에 

대한 그간의 언론보도 연구1에서도 잘 드러나는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난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들은 종종 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subject)적인 입장보다는 어떠한 사건의 대상으로서 객체(object)화되어 표현된다. 갈등이나 

대립관계의 양상을 보일 경우, 주변화되거나 객체화된 집단들은 갈등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며, 사회 

내의 비난과 우려의 대상으로, 또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된다 2 . 혹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주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소수자를 주체적이지 못한 자선과 감동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제주 예멘 난민의 입국과 난민신청과정을 다루는 언론보도는 위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난민의 

날(6/20)을 맞아 예멘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방송 보도 대부분이 예멘 내전 발생 

배경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난민신청자 본인이 처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난민사태를 다룬 제목에 ‘이슬람 난민 점령’, ’난민 쇼크’ ‘뜨거운 감자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대체적으로 난민 수용과 반대 입장의 찬반 논쟁으로 갈등의 국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짜 난민’, ‘불법난민’, ‘위장난민’, ‘불법체류자’, ‘기획난민’을 비롯한 난민 당사자를 

묘사하는 비하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으며,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거나, 통계자료를 맥락적 분석 없이 인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언론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현실 구성론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한다.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는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언론보도가 주어진 

사회관계 속에서 현실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기능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3.  

                                           

1 백선기 (2006). 한국 언론의 ‘소수자ㆍ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종수 (2017).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 종교문화연구 

홍성수 (2015). 일반논단 :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이강철 (2012). 방송 현장에서 장애인 관련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곽정래, 이준웅(2009).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3권 6호 

2 백선기 (2006). 한국 언론의 ‘소수자ㆍ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 (Gans, 1979; Epstein, 1974; Tuchman, 1978). (Berger & Luckman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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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사태를 지켜보며, 난민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가 단순히 상이한 인식과 

태도를 다루는 사건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규정을 통해 ‘난민’을 정의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한다. 본 보고서는 2018.05.-2018.08.09 의 3 개월간 예멘 난민을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사태를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언론윤리지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의 

난민 관련 언론 가이드라인과 보도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2. 분류 기준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 

2018.05.-2018.08.09 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언론기관은 전국신문과 방송사, 지역신문, 타블로이드/인

터넷 신문을 포함하여 총 36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언론기관의 정의는 언론중재법 2조 1

항4에 의거하여,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에 제공되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단체로 한정

했다. 

분석방법은 신문의 경우 각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였고, 지면기사의 경우 

인터넷 기사와 지면 기사를 같이 확인하여 보도 이후 수정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방송의 경우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뉴스 다시보기’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 신문과 방송 모두 분석단위는 기사 수로 하

였다. 또한 신문기사 사설의 경우 매체의 입장보다는 기고한 사람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니터링 분석유형 분류기준 

이 연구의 목적은 예멘 난민 사태 보도과정에서의 뉴스미디어 보도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세가지의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1)예멘 난민 보도과정에서 각 언론사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2)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사실확인된 정보제공 여부(오보사례), 3)보도 과정에서의 취재원에 대한 신변보

호 여부.  

                                           

4 한국에서 언론 개념을 법률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

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

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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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멘 난민 보도과정에서 각 언론사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2011년 9월 23일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비판과 감시를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언론이 보도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무의식 또는 고정관념이

나 편견 등에서 비롯된 반인권적이거나 차별적인 보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준칙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강제력도 없으며, 사회적 소

수자 중 장애인,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아동에 대한 인권보도지침은 마련

해 놓고 있으나 난민신청자/난민에 대한 인권 보도준칙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포괄적으로 ‘난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을 기준점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추가로, 예멘 난민을 묘사하며 ‘가짜 난민’, ‘불법체류자’, ‘위장난민’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난민 지위의 특수성에 기인한 난민 비하용어5로 판단하였

                                           

5 참고가 된 것은 2011년 제정된 언론보도준칙에서 예로 든 장애인 비하용어와 올바른 용례이다. 해당 준칙에 따르면, 앉

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의 정의를 사용했는가 

- ‘난민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ex: 가짜난민’, ’위장난민’, ’기획난민’ 등) 

-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난민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ex: 홍역, 재앙수준의 괴물) 

- 난민의 체류상태와 입국 목적을 편향되게 묘사하고 있는가?  

   (ex: 난민 신청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 

- 사회의 이질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ex: 정체조차 불분명한 난민, 가짜난민에 의한 사회문제) 

 

나. 인권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가 

-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ex: 조혼풍습, 타하루시) 

- 한국의 관점/기준으로 평가하여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가치를 강요하고 있

는가?  

  (ex: 일하다가도 기도해야...제주 예멘 난민 취업현장 갈등) 

-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ex: 난민들의 출신 종교와 국가를 보았을 때 여권이 낮으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

성) 

-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루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가? 

-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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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보도내용에 ‘난민 지위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예멘 난민과 관련된 범죄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6/26

일부터 논란이 시작된 ‘'Yema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 페이지’로 인한 난민 브로커의 연

관성, 7/3일 발생한 제주 난민신청자 폭행사건, 7/12 마약 소지로 인한 예멘인 불구속 입건, 

7/25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의 공개수서 전환으로 인한 용의자 의혹이 그것이다. 범죄 사건과 

관련되어서,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였고, 또한 소문의 출처와 사실확인된 정보인지를 검토하였다.  

 

2)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사실확인된 정보제공 여부 (오보: false report, incorrect report) 

 

가짜뉴스는 용어만으로 보면 저널리즘 현상 같지만, 실제로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일컫는다.  

문제는 예멘 난민 사태를 다룸에 있어 일부 언론사의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주장아래, 

인터넷 커뮤니티의 내용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사실확인 작업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행위에

서 기인한다. 뉴스를 소비하는 것은 ‘주목(attention)’행위로, 높은 인지적인 관여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선택의 과정에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은뱅이, 절뚝발이, 곱추 등의 올바른 방송표현으로 ‘지체장애인’을, 문둥이, 나병환자의 올바른 표현으로 ‘한센인’ 등을 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강철 (2012), 방송 현장에서 장애인 관련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장애인정책모니터

링센터, 12쪽 참조 

다. 난민에 대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 보도 내용이 사실확인 되지 않은 정보(ex: 인터넷 루머)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인가? 

- 보도 내용과 관련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보도 대상자에 대한 추측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가? 

(ex: 난민신청 브로커 대행 변호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에 예멘 난민신청자 언급,  

제주 예멘난민 사태를 보도하면서 외국인 범죄율 통계 언급) 

- 원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여 편집하고 있는가?  

  (ex: 디스패치, 인사이트의 알자지라 방송 왜곡보도) 

 

라. 추후 정정보도 되거나, 예멘 난민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여부를 다룬 보도 

- 정정보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한 보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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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6. 예를 들어 음모론의 경우 정보의 원천이 나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

적인 정보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믿음을 낳 고, 한번 고착화되면 잘 고쳐

지지 않는데, 이런 악순환이 집단 극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유의미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가짜뉴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풍자, 해학, 

루머까지 가짜뉴스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매

체는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사회관계 속에서 현실을 규정하고, 구성

한다는 현실 구성론적 언론의 기능에 입각하여, 보도내용이 ‘오보(false report, incorrect report)’

의 개념에 해당7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오보’란, 보도내용이 다루는 사실이 의도/비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으로서 행위의 주체가 언론사이며, 보도기사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허위 및 날조, 과장보도, 불공정 보도, 인쇄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령상으로 오보는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해석된다. 언론중재법 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 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 우는 정

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16조에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내용의 진실여

부와 관계없이 반박내용을 게재하는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보와 오

보의 정정보도 여부 또한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3) 보도 과정에서의 취재원에 대한 신변보호 여부. 

난민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면서 일부 언론사에서 신청인의 사진, 이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부정적 내용을 담은 기사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고 있어 당사자의 동의여부가 불확실하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난민/난민신청자는 본국의 정부기관, 비국가단체 혹은 범죄조직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뷰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제 미디어의 영향과 방송 

출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난민 사건을 보도할 때, 박해 사유로 인해 언제든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난민의 특수

                                           

6 Zhu, B., Chen, C., Loftus, E. F., Lin, C., He, Q., Chen, C., … Dong, Q.(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false memory from 

misinformation: cognitive factors. Memory, 18(5), 543–555  

7 황용석, 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 론과 

법.  

마. 보도과정에서 취재원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난민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이름 등 개인 신원정보*를 노출하고 있는가 

* 본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이름, 나이, 성별, 거주지, 직장, 개인을 식별 가능할 정도의 상세

한 난민신청사유, 가족에 대한 정보 등, 사안이 공개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기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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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터뷰 당사자의 가족이 아직 본국에 머물고 있거나, 해외에 있

을 경우, 인터뷰 발언이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미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예멘 난민 관련 보도유형별 비교 

 

위에 서술한 예멘 난민 보도과정에서 각 언론사의 1)각 언론사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2) 객관적 정

보에 기반한 사실확인된 정보제공 여부(오보사례), 3)보도 과정에서의 취재원에 대한 신변보호 여부의 기

준을 토대로, 5/01 ~ 08/09 기간 동안 172건의 기사를 보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보도유형은 각 언론

사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의 원 출처가 무엇인지 따라 유형별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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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는 분석한 172건의 보도기사를 토대로 예멘 난민의 보도유형별 월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예멘 난민의 출도제한 조치는 4/30일 내려졌으나, 보도기사는 두 달 후인 6/20일 난민의 날을 전후하

여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모니터링한 172건 중 135건이 6월 16-30일, 7월 01-15일에 보

도되었다.  

 

 

1) 난민실태/통계 인용 (99건) 

총 172건 중 절반이 넘는 99건이 이에 해당했는데, 난민신청절차,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 

과정 등을 통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었다. 난민실태를 다룬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보도 대상자를 묘사하면서 보도 내용과 관련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보도 대상자에 대한 추

측성 정의를 내리거나 (99건 중 49건), 동시에 출신국/종교/문화/지위로 인한 인권차별적인 요

소를 언급하고 있는(99건 중 47건), 보도가 다수 발견되었다.  

예멘 난민사태를 언급하며 이슬람 난민 ‘점령’, ‘난민 폭탄’ 등 감정적인 단어들을 기사 제목 또

는 소제목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랍권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문화 절대주의

적 시각 이 기사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확인 되지 않은 루머성 정보와 더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론이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1-1) 6/18 예멘 난민 어업 취업설명회 이후: 가짜난민, 불법취업이 목적 

정부의 취업설명회 이후 ‘난민’과 ‘경제적 이주민’, ‘가짜난민’을 동일시하는 기사 내용이 지속적

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또한,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난민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무사증제도를 함께 소개하며 ‘가짜/허위난민’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상

당수의 난민 신청자는 불법취업이 목적’, 등의 문장과 더불어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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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20, 제주 예멘 난민 길에 나앉기 시작했다, 종합 1면 보도 

1-2) 인권 차별적 묘사: 예멘 난민을 노숙자, 사회 부적응자로 표현 

위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도 정부의 출도제한 조치와, 무사증 입국 폐지, 취업설명회에 대한 배

경을 언급하며 예멘 난민 사태를 언급하고 있다. 기사는 취업설명회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

과 비교하면 135명(35.3%)이 줄었다.’ 고 전한 뒤 취업한 예멘인과 고용주간의 갈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업주간의 갈등은, 돼지고기 섭취강요, 무슬림 기도 관습 등 종교/문화적 요

소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18일 예멘 난민의 취업설명회에 모여든 예멘 난민들의 사진을 기재하며 동시에 ‘노숙 시

도’ ‘주민들과 갈등 우려’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다루면서 '일자리 갈등' 

‘노숙’ ‘사회 불안’ 등에 주목한 이같은 보도는 난민 혐오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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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20, 제주 예멘 난민 길에 나앉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재 사진  

1-3) 난민신청자 신원노출 

두번째로, 사진의 기재 방식이다. 중앙일보의 뉴스는 제주 예멘인 커뮤니티인 ‘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에 포스팅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제보자는 예멘 난민을 노숙자로 

표현하고 있는 보도 내용에, 난민신청자들의 개별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그대로 보도

하여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신원은 노출하면서, 거리를 주민들

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단순 실수가 아닌 사업적 보도를 위한 의도적인 신원노출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 예멘 난민들도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으로 수정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도 사진의 수정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종이신문의 특성상 인터

넷 기사의 사진을 수정해도 여전히 ‘종합 1면 지면보기’를 통해 난민의 신원노출된 자료를 확

인할 수 있었다.  

 

1-4) 7/2 예멘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 사회문제 발생의 주요원인 

예멘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로펌 변호사 브로커 행위 적발 사건이 있었건 7월 초 난민은 ‘사회

문제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 시기 언론에서는 예멘 난민을 ‘복지 난민’, ‘난

민 홍역’, ‘재앙수준의 괴물’, ‘허위난민’, ‘가짜난민’, ‘가짜 난민신청’,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의 통로’, ‘입국사유는 취업목적’,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

능’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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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pick, 6/18, 예멘 난민숙소로 변한 제주도?... 반대 여론에 ‘케냐 젓가락 살인사건’ 재조명 (왼쪽) 

중앙일보, 7/2,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끼리 폭행, 경찰, 입건 (오른쪽) 

7/2 예멘 난민신청자간의 첫 폭행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모니터

링 집계한 것을 토대로 총 23건의 기사가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 중 7/2일자로 6건, 

7/3일자로 17건이 보도되었으며, 경찰 관계자가 설거지 당번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이 싸움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1-5) 사건과 관련없는 정보/사진 

제주 예멘 난민간 벌어진 싸움에 폭발적으로 보도량이 증가한 원인은 본인이 ‘난민에게 아버지

를 살해당한 유족’임을 밝히고 있는 6/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기인한다. SBS의 ‘예멘 난

민숙소로 변한 제주도?... 반대 여론에 ‘케냐 젓가락 살인사건’, 디스패치, 6/25 무슬림에 강도 

살인당한 아버지…난민은 위험하다 (청와대 청원) 의 경우도 이 시점에 작성된 보도기사다. 국

민청원 보도 당시, 예멘 난민이 저지른 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SBS는 청원글을 언

급하며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는 관계없는 외국인 범죄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는 예멘 난민 

신청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한 것과 다름없다.  

 

디스패치, 6/25 무슬림에 강도 살인당한 아버지…난민은 위험하다 (청와대 청원) 

그리고 난민신청자 간의 폭행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 청원글에 대한 예멘 난민의 범죄가능

성을 언급하는 것을 떠나 직접적으로 ‘예멘 난민’의 범죄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사건과 



15 

 

관련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예멘 난민신청자의 사진을 흉기를 들고 있는 남

성의 실루엣 일러스트와 동일선상에 기재하여, 일부의 사건을 모든 예멘 난민신청자의 문

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1-6) 7/4 로펌 변호사 브로커 행위 적발 : 사건과 관련없는 정보/사진  

 

디스패치, 6/27 제주도 입국 도와주는 예멘 난민 브로커가 발견됐다 (왼쪽) 

제주의 소리, 7/4 종교박해 당했다고 써라…가짜 난민신청 변호사 적발 (오른쪽) 

 

7.4 로펌 대표변호사와 법무부의 소송사건을 보도하면서 제주의 소리를 비롯한 6건의 보도가 

소송내용과 관계없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사진을 기재하거나, 예멘 난민신청사건을 언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의 예멘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계없는 사건임에도 예멘 난민이 언급되고 있

는 것은 루머성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Rithu Joe’ 라는 예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6/6일 페이스북 페이지 ‘Job in overseas countries’에 제주 예멘인 구인 글을 

올렸다. 뒤이어, 제주 예멘인 커뮤니티인 ‘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 페이지가 브로커

들의 정보 교환의 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사전에 

제주 입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등을 근거로 ‘가짜’난민에 대한 언급 횟수가 증가했

다.  

제주 예멘 브로커 논란은 정정보도와 정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무관함이 밝혀진 상태이다. 

하지만, 브로커 관련 기사에 계속해서 예멘 난민신청자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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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정책 발표 (10건) 

 

조선일보, 6/29, 난민심사 8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인다…법무부, 난민대책 발표 

정부 관계자의 발언내용이 바탕이 된 사건보도가 중심이다. 6/18일 제주 출입국사무소 시행 예멘 

난민 취업 설명회, 6/29일 김오수차관 제주 예멘난민 법무부 대책 발표, 8/3일 청와대 청원에 따

른 답변, 8/1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공개수사와 범인이 예멘인이라는 루머에 대한 경찰 관계

자의 해명 등이 해당된다.  

제주 예멘 관련 설명자료 

6/15-7/15 기간 동안 제주 예멘난민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됨에 따라, 대중의 제주 예멘난

민 관심도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 관련 설명자료를 2차례 배포하였는데, 각 7/5일, 

7/24일 배포하였다.  

-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데,  

-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 제주도에 예멘 난민 노숙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 독일이 난민을 받은 후 범죄가 10%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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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예멘 난민 관련된 뉴스 오보와 정부 정책 해명자료가 주를 이룬다. 다

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정부의 예멘 난민에 대한 해명은 6/20일 예

멘인 난민 신청 현황과 관련 대책 외에 언론에 보도된 바 없다.  

이후에도 예멘 난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7/11일 김진태 의원의 국민토론회에

서 “난민이 우리 딸 빼앗아 간다”라는 발언, 7/12일 마약 카트(Khat)소지로 한 예멘인이 불구속 입

건되는 사건이 ‘예멘을 망친 환각제’로 보도되면서, 예멘과 예멘 난민에 대한 문화절대주의적 시각

은 이전과 변함이 없었다. 뒤이어 8월 초 커뮤니티에서 제주 여성 실종사건에 예멘 난민이 용의자

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정부 설명자료가 몇 달간 지속된 난민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엔 부족한 

탓도 있다. 

 

3) 시민단체의 발언/여론 (24건) 

원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주장과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3) 시민단체의 발언/여

론, 4) 국회의원 법안 발의 항목이 그러하다. 시민단체/여론의 발언은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려고 

노력하였다.  

 ‘제주맘’ 카페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로서, 예멘 난민과 관련된 있음직한 사실을 

입소문이나 소셜 네트 워크 등을 통해 전파하는 소문 또는 루머(rumor)의 주요 발원지이다.  

 

News1, 6/20, 제주도민들 ‘예멘 난민 혐오 아니라 가짜 난민 불안한 것’ 

News1 의 6/20 일자 보도 제주도민들 "예멘 난민 혐오 아니라 가짜 난민 불안한 것"은, 

온라인 카페 ‘제주맘’ 회원들의 예멘 난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보도 

내용 또한 “제주도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 만명을 넘어 출입국청에서도 제대로 손쓸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난민 인정률이 3%밖에 되지 않던데 나머지는 가짜 난민 

인 것 아니냐. 이들에 대한 책임까진 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등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회원들의 주장을 통해 직접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맘 카페’의 예멘 난민 우려가 내용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언론이 루머의 확산자이자 

증폭자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의 발언/여론’함목에서 집계한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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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루머가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고,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실체를 

가지며,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에 의해 인용되고 확산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예멘 난민 보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3-1) 오보와 정정보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국내에서 여성 가입자가 많은 페미니즘 카페나 맘 카페에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루머 또한 퍼지고 있다. 시민단체/여론을 근거로 한 주장 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사실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진위확인 없이 다룬 보도는 11 건이었다. 반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는 9 건으로 확인되었다. 

정정보도내용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에는 소수민족이 필요없다는 발언’, ‘제주 여성 변사 사건

에 예멘 난민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138만원’ ‘강간놀이(타

하루시)’, ‘난민신청자와 범죄율과의 연관성’ 등이다.  

 
조선일보, 7/3 [난민쇼크]②성범죄 위험 높다? 여성들 더 민감한 '난민 루머'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정정보도는 50 건으로, 오보 82 건과 1:1.6 로 비례한다. 지면상 전부 

소개할 수는 없어, 7/3 조선일보에 기재된 기사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맘카페를 통해 확산된 

예멘 난민에 대한 5 대 괴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1. 예멘 난민들은 시아파 무장반군들이다 

-예멘 인구의 41%가 시아파지만 '시아파=시아파 반군'은 아님. 예멘 난민들은 “그런 반군 

집단을 피해왔다”고 입을 모음. 예멘 난민 압달라(20)씨는 “많은 예멘인이 총알과 포탄, 

강제징집을 피하고자 예멘을 탈출했다”고 발언 

 

2. 이슬람 교도는 성폭력 주범이다 

-국내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는 13 만명.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 년 5 대 강력범죄 758 건 

중 이슬람권 국가 출신 범죄자가 저지른 강간·유사강간 건수는 4 건으로 0.5%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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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 취직 지원해줬더니 금방 그만두더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4 일 특별취업 허가가 내려진 예멘 난민 257 명 중 

78 명이 어선 선원으로 채용됐지만, 이 중 20 여 명이 일을 도중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4. 미성년 자녀 있으면 불법체류자도 추방 못한다 

-법무부는 2013 년 9 월부터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불법체류 아동을 단속하거나 강제출국 시키는 것을 유예함. 법무부는 불법체류 중 적발된 

학생의 부모는 출국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시적 체류를 허용.8 

 

4) 국회의원 법안 발의 (7) 

‘2) 정부정책 발표’ 항목과 구분하여, 실행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정치인의 

발언과 그에 따른 법안 발의의 경우, 난민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발의된 

법안이 개정되기까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단계별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총 4 건의 난민/이주민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의원 발언이 있었다. 

6/20 박주민 의원의 이주민 장기구금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법안9 발표, 7/1 권칠승 의원 

난민법 개정 발의, 7/2 조경태 의원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법안, 7/11 일 김진태 의원의 

난민대책 국민 토론회가 그것이다. 

 

5) 난민 인터뷰 (30) 

예멘 난민의 발언이 포함된 보도의 경우 난민 일부의 발언만을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용하였으며, ‘취업에 대한 불평’,’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이나 이슬람 문화의 악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예멘 난민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난민 인터뷰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보도의 

주요 내용과 출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본 ‘난민 인터뷰’의 항목은 예멘 난민 당사자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보도한 기사를 일컫는다.  

5-1) 난민신청자의 신원노출 

예멘 난민신청자의 인터뷰 내용과 주장을 문맥적 설명과 함께 종합하여 기재한 보도는 30 

건이다. 이 중 16 건이 취재원의 신원을 노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원노출여부를 

취재원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보도기사에 명시해두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표기한 기사를 제외하고 난민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이름 등 개인 

신원정보10를 노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8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Fact Check에서 참고함. http://factcheck.snu.ac.kr/v2/facts/847 

9 해당 법안의 경우,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은 아니며, 보호처분된 미등록이주민의 장기구금문제 해결을 위

한 입법안이다. 다만, 본 법안 발의를 다루면서 예멘난민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일부 보도사례가 있었으므로, 조사대

상에 포함하였다.  

10 본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이름, 나이, 성별, 거주지, 직장, 개인을 식별 가능할 정도의 상세한 난민신청사유, 가족에 

대한 정보 등, 사안이 공개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기타 요소 

http://factcheck.snu.ac.kr/v2/facts/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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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이 신원이 노출된 16 건 중 2 건이 정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 건은 다수의 예멘 

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도하였지만, 난민의 얼굴, 이름, 근무지, 

난민신청사유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어, 2018.07.11 원 동영상이 삭제되었다, 2018.07.02 

보도된 다른 한 건은 인터뷰 당사자의 입을 통해 난민 브로커에 대한 오해와 종교적 오해를 

해명하고 있으나, 2018.07.10 함께 실린 본인의 얼굴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다. 

 
미디어오늘, 7/9, 알자지라 제주 예멘난민 얼굴 그대로 보도11 

7/18 보도된 알자지라의 예멘 난민 인터뷰 영상은 두가지의 관점에서 이슈가 되었다. 첫째는 

취재원에 대한 신원보호이며, 둘째 해당 보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

르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유포된 것이다. 인사이트와 디스패치는 악의적 편집본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확산되었다.  

7/9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해당 리포트엔 예멘인 총 9명의 얼굴이 그대로 방영됐다. 이 가

운데 2명이 얼굴 비공개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지만, 방송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1명

은 방송사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취재원 중 한 명은 “가족이 지금 예

멘에서 지내고 있다. 후티 반군이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를 볼 수 있고, 그러면 내 가족들이 위

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난민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할 수 없는 난민의 특성상, 신원확인이 가능한 난민신청자

의 경우 본국의 정부기관, 비국가단체 혹은 범죄조직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나 정책 기관과는 달리 뉴스 매체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가 난민일 경우, 난민 스스로 난민법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자

                                           

11 7/18 보도된 알자지라의 예멘 난민 인터뷰 영상은 7/11일자로 원본 동영상이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삭제 전 동영상

을 편집하여 인터넷에 포스팅된 것이 이미 존재하므로, 모자이크 처리된 것을 올려도 크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나, 취재

원이 신원노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모자이크되어 보도된 사진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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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분적 위치나 보안문제를 언급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의 영향과 방송 출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언론 통제가 심한 국가일 수록 뉴스가 미치는 사회적 영

향이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12 예멘의 경우 내전 발생국으로 2015년 이후 언론인의 임

의 체포, 구금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모든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13해당 국가 출신의 경

우 사회적 여론과 그 파급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본 영상을 삭제한다 해도 2 차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한다. 알자지라의 영상을 

검색했을 때, 삭제된 원본 동영상의 링크를 그대로 가져와 포스팅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보도영상 삭제 전 편집하여 올린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어 취재에 응한 난민의 신원조회가 여전히 가능하다.  

5-2) 사건 당사자의 해명 

모니터링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예멘 난민 사건에 있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사자들을 

접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난민들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은 개개인의 난민을 소개하기보다 특정 국가(예멘)의 종교적 신념(무슬림)을 가진 

이주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집단적인 묘사에서 난민들은 ‘예멘인’ ‘가짜난민’ ‘경제적 이주민’ ‘무슬림’ 등의 

익명의 타자화된 그룹으로 묘사된다. 이는 사회적 여론을 그대로 투영한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였으며, 사회적 분위기-언론기관-정책입안자의 발언이 상호작용하여 난민과 이주 

위기에서 다뤄져야 할 명확한 판단 근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겨레, 7/2 기자 출신 난민, 한국사회의 질문에 답하다 

이에 반해, 사건의 당사자로서 예멘 난민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회문제의 주범, 도피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여부에 등 대해 오해를 풀려고 시도한 보도들이 있었다. SBS 의 경우 

8 시뉴스, 취재파일 등을 통해 영상 보도되었으며, 허프포스트의 경우 예멘 난민 인터뷰 

기획기사로 5 건을 연재하였다.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부부, 선한 행동, 직업 등 인터뷰 대상자 

                                           

12 UNHCR, Reporting on refugees : Guidance by and for Journalists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Tom law, The Ethics of reporting on the refugee crisis, Ethical Journalism Network 

http://www.rai.it/dl/siti/html/The-Ethics-Of-Reporting-On-The-Refugee-Crisis-f8371972-281b-41f3-aa9f-6bf035c338d1.htm  

13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8 - Yemen, 1 March 2018, http://www.refworld.org/docid/5a9ea68e26.html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http://www.rai.it/dl/siti/html/The-Ethics-Of-Reporting-On-The-Refugee-Crisis-f8371972-281b-41f3-aa9f-6bf035c338d1.htm
http://www.refworld.org/docid/5a9ea68e26.html


22 

 

개개인의 특징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눈에 띄었다. 7/2 일자 보도 ‘기자 출신 난민, 한국사회의 

질문에 답하다’는 인터뷰 당사자가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 한국사회의 난민수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하고 있다. 

 

 

4. 소결: 난민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난민보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난민은 갈등의 주범, 사회 내의 비난과 우려의 대상, 또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심사

가 종료되지 않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무슬림이고, 20-3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폭력범, 범

죄자, 불법체류자, 경제적 이주민과 동일시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18일 정부 취업설명회 

이후에는 예멘 난민신청자와 경제적 이주민과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또한, ‘가짜 난민’, ‘불법난민’, ‘위장

난민’, ‘불법체류자’, ‘기획난민’을 비롯한 난민 당사자를 묘사하는 비하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 172건 중 99건이 난민신청절차, 외국인범죄율, 난민인정비율, 난민신청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 등을 

정부 통계를 인용하여 예멘 난민실태와 함께 보도하고 있었다. 41건은 보도의 원 출처로 정부 관료 및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의 발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 보도에서, 발언내용을 원인분석과 배

경 파악 없이 기사에 인용한 보도는 24건, 사건과 관련 없는 통계자료나 해외사례를 언급한 보도는 52

건, 통계자료와 외신보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보도는 4건으로 집계되었다.  

- 예멘 내전 발생 배경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난민신청자 본인이 처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 명확

히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난민 수용과 반대 입장의 찬반 논쟁으로 갈등의 국면을 집중적으

로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난민사태를 다룬 제목에 ‘이슬람 난민 점령’, ’난민 쇼크’ ‘뜨거운 감자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 인터뷰 발언을 일부 인용하거나, 전체 요약한 보도 중 35건에 난민 당사자의 사진, 이름, 거주지 등 

신원정보가 노출되었다. 당사자 동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 정정보도는 50건으로, 문화차별적 요소 (타하루시(집단 강간놀이)문화, 조혼풍습), 정부 통계자료 (정

부지원금 138만원, 외국인 범죄율)에 대한 것이 많았다. 이 중 난민 당사자를 통해 세간의 루머에 대해 

정정하려 했던 보도는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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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사태는 2015년 시리아 아일란 쿠르디 건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관심

을 받은 난민이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기간 동안 난민과 예멘 난민의 대중 관심도 변

화14를 살펴보았다. 특히 6/20일 난민의 날을 기점으로 6/17-6/23 동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보도된 예멘 난민 기사와도 관련이 있다. 6/18 제주 출입국 사무소의 예멘 난민 취업설명회,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26일 'Yeman Refugees in Jeju' 페이스북 페이지 존재가 알려지면서 시작된 브

로커 개입 논란, 2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예멘 난민 대책발표, 30일 1차 난민반대 집회 사건이 연달

아 벌어지면서, 언론 또한 예멘 난민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8/3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7/25일 경찰에서 공개수사로 전

환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공개수사 전환 후 사건이 보도되면서 예멘 난민을 용의자로 의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본 모니터링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가장 관심이 높은 기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보

도되는 난민관련 뉴스의 경향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약자로 대변되는 난민과 

관련되어 특정 사건이 벌어질 경우 언론이 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대상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짜뉴스/오보의 경우 아직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정 타인의 인

격권을 침해하는 뉴스는 실정법으로도 규율 가능하지만,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15. 한국 언론의 보도윤리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는 사안, 예컨대 프라이버시, 청소년 보

호, 범죄사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유한 언론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

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5월에서 8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되어 사회분위기-언론기관-정책입안자의 발언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이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언론보도의 경향이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스가 사회현실

                                           
14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다. 값은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 해당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

우 0으로 나타난다.  

15 박아란. 2017.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Fake News(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집.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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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멘 

난민 사태는 앞으로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현실을 파악함에 있어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할 경우, 뉴스보도에 있어 최대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사건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보되는 기

사가 없도록 진실성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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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보도 현황 (부록) 

2002년 이라크 사태로 한 해에 84,150명이라는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인원이 영국에 난민신청하게 

된다16. 가짜난민, Fake refugee에 대한 보도가 시작된 것은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난민의 언론 보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룬 보고서는 2002년 이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의 보도를 모니터링한 연구자

료를 보면 한국의 예멘 난민사태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6 곽윤경, 정기선. 2015. 영국의 난민정책과 통합지원서비스.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2015-02. IOM이민정책연

구원. 대한민국. 고양시 

2002년 10-12월 3개월 동안 모니터링한 6개 신문(the Guardian, the Daily Telegraph, the Daily 

Mail, the Sun, the Daily Express and the Daily Mirror)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 ‘불법난민’, ‘허위 난민신청’ ('illegal refugee' and 'asylum cheat') 등 무의미하고 잘못된 어휘를 포

함하여, 망명신청자를 지칭하고 있는 51개의 다른 어휘 

- 망명신청자와 경제적 이주민과의 구별이 모호함.  

- 정부 관료 및 정치인 뿐 만 아니라 Migration Watch UK(반 이민법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의 

발언을 뉴스기사 인용문의 주된 출처로 사용함.  

- 여성 난민의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82건 중 4건) 

- 남성 망명신청자의 얼굴을 ‘영국 침략(breaking into Britain)’ 문구로 가린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 

- 출처가 불명확한 난민통계의 계속된 인용과 공식 정부 통계에 대한 문맥적 설명 부족  

(특히, Daily Mail, the Daily Express and the Sun 언론사에서) 

Sara Buchanan, B. G. (2003). What’s the story? Reporting. Forced Migration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fmreview.org/es/node/4631.html    

http://www.fmreview.org/es/node/46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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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송매체는 BSC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라디오 협회(Radio Authority)에서 독립적으로 규제되며, 윤리 및 기태 행동준칙을 설

멍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신문사의 경우 자체 규제를 받는데, 신문매체는 Press Complaints Commission (PCC)에서 행동강령을 

만들고 감독한다. 또한 The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NUJ), the Chartered Institute of 

Journalists (CIoJ), British Association of Journalists(ABA)도 자체 행동강령을 준수한다.17 

2003년부터 미디어의 행동강령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유

럽 또한 보도준칙에 있어 언론 및 전문 단체가 만든 여러 미디어의 행동강령, 헌장 등이 존재한다. 난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영국 웨일즈의 Ethical Journalism 

Network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5가지 원칙(진실과 정확성, 독립성, 공정성과 공평성, 인

류애, 책임감)18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7 Finney, N. (2003) The challenge of reporting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CAR report on regional media events 

organised by the Presswise RAM project. ICAR and RAM. Retrieved from http://www.mediawise.org.uk/wp-

content/uploads/2011/03/Challenge-of-reporting.pdf 

18 The 5 Principles of Ethical Journalism, Ethical Journalism Network,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who-we-are/5-principles-of-journalism  

[…] 이 사건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영국 언론이 난민과 망명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우려는 현지 언론매체와,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와 그 조력자들에 의해 제

기되었다. 또한 여러 세기 동안 다른 이민자 집단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영국인’과 ‘영국사회’에서 이질적인 취급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 특히 망명신청자들에 다룰 때 미디어들은 대다수의 주민들과 이들이 속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망명신청자들이 사회 분위기 변화에 대한 ‘희생양’

이 되었으며,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 감정적, 염세적인 표현의 사용은 언론사의 주요한 문

제였다. 지역 언론사는 종종 주요 매체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달리 ‘경제적 이주민’, ‘불법이민자’, 

‘가짜난민’ 등 적대적인 어휘를 사용했다. 

Finney, N. (2003) The challenge of reporting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CAR report on regional media events 

organised by the Presswise RAM project. ICAR and RAM. Retrieved from [3. KEY ISSUES RAISED BY MEDIA EVENTS 

-15p참고] 

http://www.mediawise.org.uk/wp-content/uploads/2011/03/Challenge-of-reporting.pdf  

http://www.mediawise.org.uk/wp-content/uploads/2011/03/Challenge-of-reporting.pdf
http://www.mediawise.org.uk/wp-content/uploads/2011/03/Challenge-of-reporting.pdf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who-we-are/5-principles-of-journalism
http://www.mediawise.org.uk/wp-content/uploads/2011/03/Challenge-of-report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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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J(The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행동강령은 1936년 만들어져 영국과 아일랜드의 보도원칙을 

제시한다. 해당 규범은 조합 규칙의 일부이다. NUJ 가입을 원하는 모든 언론인은 이 원칙에 동의할 것

을 서명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9 

                                           

19 NUJ race reporting guidelines, (4 September 2014), https://www.nuj.org.uk/news/updated-nuj-race-reporting-guidelines/  

전국기자협회 인종차별 보도 가이드라인: 2014년 9월 4일 마지막 업데이트됨 

NUJ race reporting guidelines: updated 4 September 2014 (발췌번역) 

 

NUJ는 다음 사실을 따른다:  

- 인종주의자들의 행동과 극우 정당의 성장은 민주주의,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 언론의 자유

와 인종 간 평등에 위협이 된다.  

- NUJ회원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막을 책임이 있다.  

- 언론의 자유는 윤리 지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출판 매체와 방송사는 NUJ 규정 집 및 행동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조장하는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고용사가 인종주의적 선전을 대변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심

에 따라 파업할 권리가 주어진다.  

- 편집자는 인종 관련 이슈가 균형 잡힌 사회 윤리적 맥락 안에서 다루어 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  

- “이주민(immigrant)”용어는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영국 출생자를 일컬을 때도 종종 오용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인가, 난민인가, 혹은 경제적 이주민인가?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난민신청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모국을 떠나 타국에서 난민을 신청한 자들이다. 경

제적 이주민은 노동을 하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자들이다. 영국에서의 체류는 일시적이거

나 장기적일 수 있다.  

- 정치인/공무원의 발언 인용 시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맥락 이해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명망있는 사람(reputable source)에게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

다. 망명신청자에 대한 많은 주장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가짜난민(bogus)”, “불법난민(illegal)”, “실패한 난민(failed asylum seeker: 난민신청절차를 전

부 소비한 난민을 일컬음)”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 시 망명신청이 “거절”된 난민

("refused" asylum seeker) 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비자기한을 넘긴 사람에게 사용되는 

보다 적절한 용어는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이나 “비정규적 이주민(irregular)”이다.  

- 이민 “홍수(floods)” 와 같은 감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에 

충실하라. 

https://www.nuj.org.uk/news/updated-nuj-race-reporting-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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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Carta di Roma는 2011년 설립되어 이탈리아 언론에 대한 행동강령 적용 및 이행을 감독

하며, 언론연구와 교육 활동을 시행하는 단체이다. 또한 협회는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과 함께 언론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보고서와 가이드라인20을 발표하고 있다.  

협회의 핵심 요소는 주 신문사와 방송사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와 대학생 청년기자들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이다. Carta di Roma에 대한 교육은 이탈리아의 저널리즘과 함께하는 학교 의무교육의 하나가 되

었다. Carta di Roma는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용어를 바로잡도록 만들었다. 일례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몇 년 전까지 사용했던 clandestino (밀항자, 불법체류자; 이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

로 사용된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20  Carta di Roma, Code of Conduct regarding asylum seekers, refugees, victims of trafficking and migrants (2014)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Carta di Roma, 난민신청자, 난민, 인신매매피해자와 이주민에 대한 행동강령 

a.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독자

와 시청자에게 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국내/국제법상 통용되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b. 망명신청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및 이주민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고, 단순화되거나 왜

곡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전국 기자 협의회 (Consiglio Nazionale dell’Ordine dei 

Giornalisti, CNOG), 이탈리아 기자 연맹(Federazione Nazionale della Stampa Italiana, FNSI)

는 모든 언론인 동료들에게 -특히 편집 책임자들에게 -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표면적인 

보도(Superficial behavior)나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미디어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표면적인 보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뉴스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연관 

짓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부러 일으킬 수 있다.  

c. 망명 신청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신

원과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망명신청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본국의 정부기관, 비국가단체 혹은 범죄조직의 보복

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인터뷰 대

상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제 미디어의 영향과 방송 출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d. 가능하다면,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과 기관에 자문을 구해 대중에게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하

다.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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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이자 기자로서 바라본 한국 언론 보도  

 

이스마일, 예멘 난민 당사자 

 

In the name of humanity 

As you all know, media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at affect all areas 

of life. Media plays an important role within every society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our contemporary life to obtain information and news. 

I always ask myself: What is the media if it’s not a case? What is the media if it does 

not support people and humanity in all cases related to people and humanity? 

Media is now the only means of affecting the formation of public thought and the 

victory of public opinion in all events and issues in various fields in the TV, radio, 

newspapers and social media. 

Media has two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having the same effect. The first way is to 

serve the public, the recipients and the education, while the second way is to 

communicate the voice of the people to those concerned and specialists. 

The main aim of the media is public opinion, whether it news, commercial or other 

media.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determines the identity of the media is the public 

opinion debate. 

We are here today because of an issue in the media and the Korean reality, the issue 

of Yemeni refugees after a long search and many questions that dominated my head 

got certain information such as: 

Despite the fact that the first Yemeni refugees who entered the island was on the 18th 

of last April, but the first news about the Yemeni refugees was in a local newspaper on 

the second of last May and then the issue of Yemeni refugees disappeared from the 

Korean media for more than a month until the fourteenth of last July and you all know 

what's happened in last July. 

The issue of the Yemeni refugees returned to light and resulted in a lot of Koreans 

against their presence on Korean land and called them fake refugees. 

In a full month where was the Korean media? I do not care what I care about is what 

happened after shedding light on the issue of Yemeni refugees from differen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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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ly looking for a good report or get media action. 

I will never cancel the important and prominent role played by the Korean media so 

far in transmitting the stories of the Yemeni refugees to Korean public opinion, whether 

by humanitarian treatment or media dealings. 

We are a humanitarian issue and not a media material. So does the Korean media know 

that Yemen is a signatory to human rights? Yemen has been a regional center for Africa 

and has received over a million African refugees from several African countries in 

decades, yet we also have experience with refugees from Palestine, Iraq and Syria 

before the war in yemen. 

Yemen, has not closed its door in font of anyone most of the world closed it’s doors to 

Yemeni refugees from the start of the war until now in Yemen .. It was very fair that 

the doors of this island opened to almost 500 Yemeni refugees. 

I am not the only journalist on this island from Yemenis. We are three, but the others 

don’t speak English. They are more experienced than me. All the companies in which 

we worked in Yemen closed because of the war. 

When I asked my friends about their opinion, they said, "We do not know, we do not 

follow, we do not have a language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around us, but they 

have important points, such as: the Korean media should treat us as a humanitarian 

issue and our Korean media colleagues should not lose sight of our voices in the media. 

They mus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our issues and society's acceptance of us. 

I return to the media pressure that took place after the Emigration office's decision to 

allow the Yemenis to work and what happened next. Every morning I was surprised by 

the presence of a number of media people in front of the Emigration office but later 

disappeared, so that only a few journalists remained. 

What we really want from the Korean media and the Korean media brothers is to study 

the situation well in Yemen and the situation of the Yemeni refugees here. As I 

remember once, I was translating for another refugee an interview like a newspaper 

interview with a Korean man. 

The Yemeni refugee spoke about the Houthis. When I translated the Korean journalist 

asked: who are the Houthis?. I had to stop the interview and the Korean apologized. It 

seems that he did not study anything about the situation in Yemen, but he came to 

make interview with Yemeni refugees. 

Is not that strange? What is stranger is that he wrote me two days later to ask me what 

you are calling yourselves? I was so surprised that I think that man is dealing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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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gang, not a humanitarian issue. I replied calmly: We are not a gang, there is nothing 

like that. 

Also, do not forget what a Korean newspaper recently did when it published an old 

picture of Yemeni refugees and said in its report: Yemeni refugees sleep in the streets 

and the old picture was in front of the Emigration office. 

We must not forget what one of the famous Arab channels did when the Korean media 

quoted a report on the refugees and revealed their faces. We refuse to meet any Arab 

channel because of our fears, but we were deceived because the interviewer was a 

Korean journalist. 

Finally, I hope that everyone will study the situation well in Yemen and here and deal 

with us as a humanitarian issue no more than that and I hope that the Korean media 

will not repeat the method of investigation and sympathy also without result, as 

happened with the case of Korean secondary students who drowned in 2014. 

I hope you will push our cause to find solutions and fair results for all and tell the public 

that humanity is above all else. 

Thank you 

 

 

인류의 이름 아래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언론은 이제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언론은 모

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보와 뉴스를 얻기 위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언론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과 인류를 돕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대체 

무엇일까?  

언론은 이제 TV,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모든 사건과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표

현하고 여론의 승리를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다. 언론은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대중, 수령인, 교육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련자

와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언론의 주된 목적은 여론이다. 언론이 뉴스든, 상업적이든 아니면 다른 미디어이든, 언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것은 여론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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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멘 피난민들이 지난 4월 18일 이 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첫 번째 뉴스는 작

년 5월 2일 지방 신문에 났고, 그 후 7월까지는 예멘 난민들의 문제가 언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예멘 난민 문제

가 다시 부각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땅에 체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불렀다.  

한 달 내내 한국 언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난민 문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다른 각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

여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주로 좋은 보고서나 미디어를 찾는다. 언론의 인도주의적 목적이든 언론플레이

의 목적이든, 나는 한국 언론이 예멘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여론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멘 난민이슈는 인도주의의 문제이지 언론의 도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예멘이 인권 서명자 라는 것

을 알고 있을까? 예멘은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지였고,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100만 명 이상의 아프

리카 난민을 받아왔다. 물론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또한 받아들였다. 예멘은 누구 앞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의 대부분은 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멘의 난민들에게 문을 닫았다. 제주도가

500명의 예멘난민들에게 개방된 것은 매우 정당했다.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 중에 나를 제외 하고도 2명의 기자가 더 있다. 하지만 다른 두명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 

그들은 나보다 기자 경험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예멘에서 일했던 회사들은 전쟁 때문에 문을 닫았다.  

기자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자, 그들은 "우리는 잘 모른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한국 언론은 우리를 인도주의적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그들은 언론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들의 문제를 수용하고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

일수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   

나는 예멘인들이 일을 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이민국의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있을 언론의 압박을 보러 이민국에 

갔다. 매일 아침 나는 이민국 앞에 많은 언론인들이 있는 것에 놀랐지만 나중에 사라져서 단지 몇 명의 언론인들 

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멘의 난민은 Houthis에 대해 말했다. 내가 한국 기자에게 번역했을 때, 그 기자는 나에게 물었다. "Houthis가 

누구인가?" 나는 인터뷰를 중단해야 했고 한국인은 사과했다. 그는 예멘의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예멘 난민들과 인터뷰를 하러 왔다.  

이상하지 않은가? 더더욱 이상한 점은 이틀 후에 그 기자가 저희 예멘 난민집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다. 나

는 너무 놀라서 그 기자가 우리를 인도적인 문제가 아닌 폭력조직으로 대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

다: 우리는 갱단이 아니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한국 신문이 예멘 피난민들을 어떻게 대우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예멘 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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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진을 신문에 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썼다: 예멘 난민들은 거리에서 잔다.  

이 도용된 옛날 사진은 출입국사무소 앞에 붙어 있었다. 우리는 유명한 아랍채널에서 한국 언론이 난민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우리들의 얼굴을 폭로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아랍 채널도 

만나는 것을 거부 했지만 인터뷰 진행자가 한국 기자였기 때문에 결국엔 속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멘과 제주도의 상황을 잘 연구해서 인도주의적 이슈로 다루기를 바란다. 그 

이상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2014년 한국 중학생이 숨졌을 때의 경우처럼 한국언론이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

았을때 조사와 동정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해결책을 찾고 공정한 결과를 얻기 바라며, 대중들에게 인류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

선이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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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도 가이드라인 제안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

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

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

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때입니다. 이에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난민

보도에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I.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

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21 

 

II.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도에 대한 일반 준칙22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

                                           
21 난민협약 및 난민법 

22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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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

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

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

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

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

는다. 

 

III. 난민의 특수성 

1. 박해의 위험성 

난민은 기존의 사회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며, 언론은 그 이야기와 사실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23 그러나 난민은 박해의 위험을 피해 타국에 비호를 신청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박

해의 위험은 난민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 

했다는 것은 곧바로 난민으로서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명 중 1명이 난민 인정받는 한국의 현

실24에서,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불인정 받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

니다. 이 때 타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귀환시의 본인뿐만 아니라,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게도 박해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난민법 제17조 및 제47조에서는 난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난민 당사자의 동의 없는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그 밖에 난민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동의는 당사자가 언론보도의 내용, 방향, 배포 범위를 

명확히 설명받은 상태의 명시적 동의에만 한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적 언론보도와 달리 개인의 

신원보호를 엄격히 하는 난민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은 제9장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을 다루며, “본인과 가족

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한국에 난민보도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은 없었지만, 난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규정에서 난민의 박해 

위험성에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24 출처:난민인권센터, 2017년기준 난민인정률 1.5%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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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사회의 난민에 대한 오해 

난민은 타국에 비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내 난민이 이슈로 떠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외의 부정적인 시선은 언론을 통해 그대로 수

입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동정이든 두려움이든 배척이든, 언론이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아주 손쉽게 

심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 일반화의 위험성 

난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 난민신청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도하지 마십시오. 사회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그가 속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

는 시각이 필요합니다.25 

 

4.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의 필요성 

난민은 한국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 곳

곳의 상황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난민들의 희망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한국사회에서 함

께 더불어 살아야 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 14조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 제 13조는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를 떠

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가 가진 권리

이고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보도는 지금 잠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보도가 아닌, 장기적이

고 성숙한 관점, 난민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IV. 가이드라인 

1. 당사자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

무는 당사자의 난민신청단계와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26 

여기서 당사자의 동의는 소극적인 수준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난민이 해당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언

론이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은, 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제 미디어

                                           
25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북한이탈주민 분야 참조 

26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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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과 방송 출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27 이에 당사자의 

동의는 적극적인 수준의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수준의 동의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포함합니다. 

1) 보도의 목적과 주제, 해당 인터뷰의 위치와 역할 고지. 

2) 보도의 배포방식(주간지, 일간지, 지역언론, TV방송)과 예상되는 독자/시청자의 규모에 대

한 고지 

3) 최근 관련 보도에 대한 여론과 해당 보도가 나갈 경우에 예상되는 대중의 반응에 대한 고

지. 

4) 사진의 게재 방식과 신원 공개의 범위에 대해 설명, 동의.  

 

2. 사진촬영 

원칙적으로 난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원과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취하십시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합니다.28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게재할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사진 설명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사진 

사용이 망설여지는 경우 본 사진이 TV노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는지 관련자들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난

민은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합

니다. 당사자의 난민신청 지위로 인해 부당한 차별과 적개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29 

3. 관련자들의 발언 인용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의 경우, 한 단체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정부의 의견을 인용할 

때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범위를 위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발언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4. 용어 사용 유의 

언론은 난민에 대해 보도할 때,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

이나 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적인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항목들을 근거로 증오 또

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 또한 삼가야 합니다.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독자와 시청자에게 

                                           
27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28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북한이탈주민 분야에서 발췌 

29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http://www.unhcr.org/publications/brochures/58e1ed994/reporting-on-refugees-guidelines-by-and-for-journali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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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국내/국제법상 통용되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합니다.30 

“가짜난민”, “불법난민”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난민불인정자 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

십시오. 마찬가지로 체류비자기한을 넘긴 사람에게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

(undocumented)”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 “홍수(floods)”, “난민으로 몸살” 와 같은 감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실에 충실하십시오.31 

 

5. 오보에 대한 대처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표면적인 보도(Superficial behavior)나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미디어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적인 보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뉴스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연

관짓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32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습니다.33 특히 난민

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30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31 https://www.nuj.org.uk/news/updated-nuj-race-reporting-guidelines/  

32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33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https://www.nuj.org.uk/news/updated-nuj-race-reporting-guidelines/
https://www.cartadiroma.org/wp-content/uploads/2014/10/CODE-AND-GLOSSARY-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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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보도를 위한 언론의 역할  

홍창빈, 헤드라인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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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보도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감현주 사무관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

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

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9월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전문이다. 언론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발굴 보도

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에 빛을 비추기도 하고, 인권 현안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

가 제시하는 인권수준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언론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있어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대중적인 이미지를 생산해 그 문제를 보도할 때 파급효과는 극대화된다. 다만 보도의 

시점이나 총량 못지않게 언론인의 관점과 어떤 기준에서의 보도인지가 중요한데, 인권문제 보도 시에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형성과 문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언론이 인권관련 보도 시 적용할 기본 준칙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특히 언

론인의 무의식 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서 비롯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보도 가능성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했다.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과 한국기자협회가 총 6개월에 걸쳐 위원회를 구성,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 각종 

차별 및 인권 가이드라인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초안을 마련하고 검토와 수정 보완을 거쳐 탄

생한 것이 인권보도준칙이다.  

 

인권보도준칙은 총 10개의 총강을 두고 있다.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44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

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

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아울러 8개 분야의 요강으로 구성, 2014년 사생활 등 <인격권> 강화와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아동인권을 어린이와 청소년인권으로 명확히 하고, 표현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총 9개 분야 요강으로 

개정했다. 인권보도준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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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

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

뤄지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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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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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

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

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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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

개하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

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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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

다.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난민인권보도를 위해서는...  

 

1.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대되는 인권의 범주를 고려하고 이를 보도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실천 강령을 통해 언론인이 능동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도

강령이 명령이나 규제가 마련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때문에 

인권의 문제를 윤리학으로 특화시키는 방법, 즉 보도강령(준칙)을 통해 언론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율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난민 보도 가이

드라인이 인권보도준칙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하반기 인권보도준칙 개정

을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난민기구와 난민보도가이드라인 등과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 지금의 언론환경 상 훈련되지 않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 당황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취재과정은 단순한 현상의 묘사나 재현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전

체를 관조할 수 있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의식이다. 현상을 인지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삶에 부정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 언론보도로 인해 취재 및 보도대상자들

이 2차 피해를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는 사회부 기자 워크숍 및 언론진흥재단, 개별언론사 교육을 통해 

언론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보도를 지양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난민인권보도

를 위한 주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3. 무엇보다 난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현재 거대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SNS 등에서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SNS 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여론이 모이는 SNS, 혹은 대중적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접촉해 국민의식

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 제작 기획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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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진정) 인권위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및 

반론청구 신청을 통해 개별 구제가 가능하겠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비판적이고 바람직한 대안들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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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권보도준칙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준칙>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

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인종차별적 언어 표현 

△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고생 4명으로, 시간을 쪼개 검은 대륙 어

린이들에게 보낼 동화책을 손수 만들었다.”<에티오피아 어린이들에게 전하

는 '508호의 기적'>(○○신문, 2013.9.4.)  

△ “특히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분을 살색으로 표현해....”<김연아, 지젤 의

상 공개 ‘어깨 과감 노출’ 성숙미 강조>(○○신문, 2011.4.29.) 

△ “짧은 치마에 살색스타킹, 저도 입고 싶지만...”<맨다리로 다니는 계절, 

하지정맥류 보일라!>(○○신문, 2011. 4. 18.) 

△ <‘흑진주’ 월리엄스, 코트 복귀 채비>(○○신문, 2011.4.13.) 

* 유독 흑인에게만 별명을 붙이는 표현 자제 필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잘못

된 표현 

△ <‘부진한 용병투수들’ 양승호 감독. “교체해 말어”>(○○신문, 2011.5. 1.) 

△ <두산, 새 용병 페르난도 영입>(○○통신,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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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가 프로야구 사상 첫 대만 용병 수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SK, 대만 

투수 판웨이룬 영입에 10억 베팅할까>(○○신문, 2010.12. 5.) 

* ‘용병’은 ‘외국인’으로 대체 가능 

이주노동자의 노동강도 등

은 언급하지 않고 내국인

과 단순 비교한 사례  

△ <외국인 노동자 ‘귀한 몸’...구인경쟁 치열하다>(○○방송, 2011. 6.25.) 

 

<준칙>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구분 사례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

자로 표현한 사례 

△ “이주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

한 기준이 적용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는 면제된다.”<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 출동 

의무화>(○○신문, 2013.6.29.)  

△ <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 사전적응 돕는 예비학교>(○○신

문, 2013.9.14.) 

성급하게 이주 노동자를 부

정적으로 묘사한 보도 

△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안산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워낙 많고 사건도 

자주 일어나 시민들이 가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며 "직장인들이 대체지역으

로 고잔동을 찾는데 외국인 노동자 등이 다시 유입될 경우 이곳도 기피지

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신길 보금자리 방치한 채 고잔에 행복주

택?>(○○신문, 2013.6.6.) 

△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대

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원인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안산

에서 고교생 결핵 집단 발병>(○○방송, 2011.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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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파악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한우에서도 구제역 

발생‘비상’...확산 방지 ‘총력’>(○○방송, 2010.11.30.) 

△ “경북 군위의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연천의 

돼지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경북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감염매개 의심“ 이창범 축산정책관 일문일답>(○

○신문, 2010.12.16.) 

△ <법무부, 구제역 차단 위해 외국인노동자 이동 자제 당부>(○○방송, 

2011.1.28.)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 

△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가정을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요. 선진국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동

남아와 중앙아시아 배우자가 있으면 다문화가정이라고들 하죠. 국민 의식

부터 바뀌어야 합니다."<소외·차별받는 다문화 가정 따뜻하게 안아 줄 준비 

해야죠>(○○신문, 2013.6.13.) 

재중동포를 잠재적 범죄자

로 보도한 사례 

<보수단체 간부 모친 살해용의자 조선족인 듯>(○○통신, 2011.3. 22.) 

<보수단체 간부 어머니 피살사건...40대 조선족이 용의자>(○○신문, 

2011.3.23.) 

이주 노동자를 교도소 수감

자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수감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중소업체들의 결단도 한몫 했

다. 안양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

을 했다. 오씨는 “출소자에게 물류창고 키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

다”고 했다. 하지만 식자재 창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구인난

에 시달리던 오씨는 결국 수감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오씨는 행사장에서 7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안양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신문,2011.5.3.) 

외국인 범죄를 확대해석한 

보도사례 
<유학생 경쟁적 유치 외국인 범죄 양산>(○○신문, 2010.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