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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소병천 부회장님, 법원행정처의 김소영 처장님,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
협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국제법학회와 사법정
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하는 「난민의 인권과 사법」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연구를 통하여 법과 정의에 기초한 국제관계 수립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술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권위 있는
단체로서, 국내외 다양한 학술행사는 물론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법학회논총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제법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
통합적 결합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외국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 확대를 위하여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40여권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십 회의 학술대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사법 관련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온 두 기관이 오늘 뜻을 모아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국제 사회는 ‘난민’이라는 실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난민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온 문제였습니다. 전쟁과 기근,
학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난민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대규모 난민이 유럽 대륙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흑시대라고 일컫는 중세도 아니고, 문화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21
세기 대명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의 난민 숫자는 무려 2,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UN 정상회의는 2016년 9월 난민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책임을 분담하자는 내용의 ‘뉴욕 선언’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난민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
하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난민법의 권위자인 해서웨이(James C. Hathaway)는 ‘난민법은 가장 강력한 국제 인권 메커
니즘’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국가의 박해로 인해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난민구제제도는 국제 인권에서 실로 중대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제도를 받아들인 후,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함
으로써 난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지 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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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금, 난민신청자의 수는 2014년 2,896명에서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난민 관련 사건도 무려 3,161건에 이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 난민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지극히 낯선
존재이고, 법원 재판을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실제 사례 역시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난민문제에 관하여 행정청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가
발표한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들(Principles on the Role of Judges and Lawyers in relation
to Refugees and Migrants)’에 나타나듯이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청의 난민인정
심사 및 이의신청 단계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난민재판의 현황까지 함께 고려하여야만 비로소 난민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 난민 인정에는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등 여러 법률을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 검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속한 국가의 정황과 박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역시 필수적이므로, 다른 어떠한 법적
분쟁보다도 다양하고 폭 넓은 학제적 연구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에 관한 재판 절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도라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는 실제 법무부 및 법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직접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난민심사와 난민 정책, 난민재판과 난민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자신의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난민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모두 난민 문제에 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난민 인정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룹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우리나라에 정주하게 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물론 행정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우리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각기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외국학자 연구지원 단체인 훔볼트재단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에서는 2016년부터 나치스 때 외국으로 도피해서 학문연구를 계속한 유태인 학자의 이름을 딴
Philipp Schwartz-Initiative라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독일에 들어온 난민 중 대학교수 등 학자들에게 고향에서 하던 연구를
독일 대학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매년 30~40명에게 장학금 지원과 정착 지원 등 온갖 배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그 단체의 존재 의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사회,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분들,
특히 좌담회의 좌장을 흔쾌히 맡아주신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난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꺼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2.
사법정책연구원장

호 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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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책을 읽기 좋다는 이른바 등화가친(燈火可親)의 시기에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호문혁 원장님에게
학회차원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원하여 주신 유엔난민기구와 축사를 맡아주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난민인정과 관련 재판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난민인정 및
난민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는 이 자리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생각
합니다.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유럽에서 제1, 2차 세계대전의
와중으로 전쟁으로 고국을 떠나 타국에 온 피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당시 난민
문제는 이들에게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며,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난민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일시적으로 인도적 차원에
필요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박해를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타국을 찾는 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
보는 시선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게 미칠 좋지 않을 영향 때문인지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피부색, 상이한 종교 그리고 이들의 신념에 대한 낯설음과 불안감은 더욱
난민들을 어려운 처지에 놓고 있습니다.
2003년 저서, 「차이의 존중」(Dignity of Difference)을 통해 그동안 문명의 충돌이라는 국제
사회의 우려에 ‘서로 다름에 대한 소극적 관용’을 넘어 ‘서로 다름에 대한 적극적 존중’을 강조한
영국의 조너선 색스(Jonathan Sacks)는 난민문제에 대해 ‘Love the stranger because you
were once strangers’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200여명의 리비아 탈출난민들이
보트 전복으로 사망한 사건과 터키 해변에 쓰러져 있었던 3살 중동 어린이 사진이 전 세계
가슴을 아프게 한 즈음이고 조너선 색스가 10여년 이상 chief rabbi를 역임한 유대교 랍비라는
점에서 더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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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난민 문제를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외국 국민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이 피난민이라는 용어이고 우리 역시 한국동란 등 전쟁의 참화에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난민의 문제를 수용국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남과 북이 아닌 제3국 인도를 선택, 타고르호에 오르는 주인공 역시 법적으로는 난민일 것입니다.
국제법이 과거 협력의 법에서 공존의 법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가장 부각되는 법원칙은 인권보호 및 국제연대입니다. 인권보호와
국제연대라는 교차점에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주제인 난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인류애에 근거한 세계
시민(Global Citizen) 양성이 우리나라 국제화교육의 목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다음 세대의 국제적 소양에 부합하는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가 난민인정과 재판과정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폭넓게 논의
하고 난민재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님이시자 한국법학원장님이신 권오곤 전 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님 등 오늘 사회와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실무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9. 12.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소 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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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님,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님,
최재형 사법연수원장님, 구연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법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학술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오늘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난 2015년 터키 해변에 떠내려 온 시리아의 3살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이 담긴 사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인종과 국적을 떠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또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아 자신의 국가를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난민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보호할 것인지는 현재 국제 인권법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난민에
관한 제도의 운영 현황은 해당 국가의 국제 인권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왔고, 특히 2013년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의 지위에
오르기도 하여,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난민 보호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난민이라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과 재판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심도 있게
진행하는 등, 사법부는 난민 제도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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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비교적 낮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난민 신청의 급증에 따라 난민 제도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 내지 남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등 난민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난민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이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과 난민재판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행정·사법 등 우리나라 난민 관련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난민법의 시행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난민 정책과 난민재판을 모색하려는 오늘의 세미나는 무척이나 소중하고 뜻 깊은 시도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직접 겪으신 경험담을 들려주실 예정일
뿐만 아니라, 난민재판을 담당하는 법관과 난민소송을 수차례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재판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좌담회 형식을 통하여 난민 제도에 관한 실무가 및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난민 제도에
관하여 깊고도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난민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굳건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및 유엔난민기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발표·토론 및 사회를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9. 12.
법원행정처장

김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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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님,
그리고 각 세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민의 인권과 사법」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5년부터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받아들여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얼마 전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독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적이고
바르게 처신했다”고 말하며 난민포용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고수한 총리의 발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고, 1967년 이에 따른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에 관한 국제법인 동협약과 의정서에 가입
했습니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법이고 단일법인 「난민법」을 시행하여 외형상 난민인권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3.9%에 불과하여 주요선진국
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난민인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민인정요건
심사 역시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난민법을 만들고도 난민을 외면하는 한국’,
‘난민을 거절하기 위한 난민법’이라는 통렬한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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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꾸준히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같은 취지로 홍일표 의원은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난민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9. 12.
대한변호사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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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와 난민 정책

사 회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욤비 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 론

> > > session 01. 난민심사와 난민 정책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PROFILE

사회

조정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욤비 토나 │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

발표

채현영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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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토론

하용국 │ 법무부 난민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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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UGEES’ HUMAN RIGHTS IN KOREA:

Is South Korea a Refugees protector country
or a transit country or an open prison?

욤비 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REFUGEES’ HUMAN RIGHTS IN KOREA:
Is South Korea a Refugees protector country or a transit country
or an open prison?

By Yiombi Thona
Professor: Gwangju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air: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UN: Stakeholder Steering Committe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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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책
욤비 토나(YIOMBI THONA)는 1967년
10월 15일, 콩고민주공화국 반둔두 주
키토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배고플 땐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외로
울 땐 동물들 뒤를 쫓으며 그게 세상
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대학을 가
는 게 특권인 나라에서 킨샤사 국립대
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콩고비밀정
보국(ANR)에서 일했다. 2002년, 정보
국 작전을 수행하다가 조셉 카빌라 정
권의 비리를 알아채고 이 정보를 최대
야당인 《민주사회진보연합》에 전달
하려다 발각돼 체포됐다. 국가 기밀
유출죄로 비밀 감옥에 수감돼 갖은 옥
고를 치르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핚국에 들어왔고 난민 신청을 했다.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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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 Among the fourth richest countries in natural
resources: Blood Coltan

80% of the world coltan reserve
located in Congo: Columbitetantalite — coltan for short

Asylum application Process
Accommodation

Medical rights

Article 31
of the
Refugees
Convention,
states
that it is
legal to
enter a
country
for the
purposes
of seeking
asylum.

Asylum with G1 visa: Legal
or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not illegal to seek asylum. Article 14(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vid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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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lum application Process
• First interview
• Language of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Korean
language?

English?

French?

• Culture clash: Seating for interview behavior.

As a Refugee
Recognized refugees hold a F2 visa, to renew automatically every three years

Article 31 (Social Security)
Notwithstanding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other
provisions, an alien who is recognized
as a refugee and stays in the country
shall be
provided social security at the same
level as that of Korean 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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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ay social security?
System rejection seen as discrimination
Refugee females

Korean males

6102145

781016-104583
F-2

VS

Korean females

781016-204582

Refugee males

650218-5123386

F-2

Refugee law implementation: Few immigration officers understand refugees
documents

• Even though the country passed the refugee
law, more than 90% of Korean not aware of
this law. What is this?
INVESTIGATION
ROOM

Where did
you get this?
When and
why did you
come to
Korea?

Then, you are escorted to
investigation room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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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 government and tax refund

Pay your 2008 car’s tax or no visa and go back to
Congo: 210,042 won

956,000 won

Refugee children and integration: Is the societ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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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line and Immigration

1. From Korea to New York,
Sydney and Geneva
2. From Economic class to First
class
3. Quarantine is a must or you
will be sent back to Congo

Refugee banking

Send
and
receive

This is a Traveling document, not a
refugee’s traveling document. SORRY, WE
CAN’T HELP YOU.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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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g Insurance compensation

For one year since:
1. Your parents IDs
2. One of Your Parents Passport
3. Victim passport
4. Congo passport
5. One of your grand parents
passport

Police:

26

Can the police protect refugees? Immigration control act or
refugee law?

> > > session 01. 난민심사와 난민 정책

Korean parliament

Immigration officers or Criminal police?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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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arliament

With Taiwan Parliamen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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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The refugee law should be implemented
• Make different between Immigration control act and refugee law
• A national training on refugee is recommended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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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난민신청 및 인정
절차의 개선 방향

채 현 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I. 도입
본 발제문의 주요 목표는 1951년 난민협약 체약국1)으로서 난민법 시행 4주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국제적 보호 신청 및 부여 절차2)(이하 ‘난민신청절차’ 또는 ‘난민인정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고, 각 단계별 및 관련 분야의 개선점의 모색을 통해 향후 더욱 통합
된 난민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의의 범주는 행정청 단계의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 즉 출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의 난민인정심
사, 그리고 난민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에 국한된다. 발제문의 주요 내용 및 의견은
‘2009년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UNHCR의 의견’(2009)(이하 ‘유엔
난민기구 난민법안 의견서’)3) 및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UNHCR의 의견’(2013)4)(이하 ‘유엔난민기구 시행령안 의견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두
의견서는 유엔난민기구의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발간물에 근거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
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 난민협약이 발효됨.
2) 국제 보호의 범주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
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보충적 보호 및 기타 인도적 보호까지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난민’ 인정절차로 국한
하는 것은 다소 좁은 범주이나, 논의의 편의상 ‘난민신청절차’ 또는 ‘난민인정절차’로 표현함.
3) 유엔난민기구, ”2009년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UNHCR의 의견”, 2009., http://
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4&searchSelect=&keyWord=&cu
rrentPage=1&menuID=001006004&finishIsYN=&boardID=5725&boardCategory=&mode=detail.
4)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UNHCR의 의견”, 2013. 3. 26, http://
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4&searchSelect=&keyWord=&cur
rentPage=1&menuID=001006004&finishIsYN=&boardID=5726&boardCategory=&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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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엔난민기구는 지방출입국사무소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에서 개별 난민 및 회부심사, 그리고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께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점 등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본 발제문의 취지는 개별 심사관 및 담당 직원에게 맡겨진 임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난민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II. 국내 난민 신청 및 인정절차 개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행정 단계 난민인정절차는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회
부 심사,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의 1차 난민인정심사, 그리고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난민법 시행 이전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가 없
었으나, 시행 이후 동법 제6조에 근거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정식으로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난민신청
자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이 요
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심사 회부 결정을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5)
불회부 결정을 받고 송환을 앞두고 있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이들은 행정소송
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기간동안 출입국항에서 머물게 된다.6)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난민신청 누계는 27,643건이며, 이중 2017년 1월
에서 7월 사이의 신청 건수가 4,851건으로, 2017년 말에는 2016년의 연간 신청 숫자인
7,54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2016. 8. 25., 제3쪽, http://
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2&searchSelect=&keyWord=&cur
rentPage=1&menuID=001006003006&finishIsYN=&boardID=8113&boardCategory=&mode=detail.
한편, 2011년 법제사법위원회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는 난민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관해 “공항, 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
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6)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난민
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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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도별 난민 현황 (2017년 7월 말 기준)

7)

신청

철회

심사결정종료

27,643

3,251

17,581

2,492

494

1,665

2010

423

62

248

2011

1,011

90

339

2012

1,143

187

649

2013

1,574

331

586

2014

2,896

363

2,377

2015

5,711

280

2,134

2016

7,542

731

5,394

4,851

713

4,189

총계

’94 – ’09

2017. 1 – 7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후 회부되어 국내에 입국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위
의 국내난민인정심사 절차 통계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불회부되어 송환된 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들에 관한 동일 시점 기준의 공
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으나,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들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2> 출입국항 난민신청 통계 (2013. 7. 1. ~ 2015. 12.31.)8)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2013년
(7.1.~)

25

15

10

0

2014년

71

26

45

0

70

26

44

0

2015년 393 284

109

0

6

2

4

0

1

1

1

0

0

1

0

0

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7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116.67.117.203:8888/HP
/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33&strAnsNo=A&strOrgGbnCd
=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해당 통계에는
재신청자가 중복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어, 난민신청자로 표시하지 않고 난민신청 ‘건수’로 표시함.
8)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출입국항 실태조사 보고서”), 제13쪽, http://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
D=22&searchSelect=&keyWord=&currentPage=1&menuID=001006003006&finishIsYN=&boardID=7
229&boardCategory=&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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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일 기간의 불회부 결정 비율은 2013년~2015년 3년간 평균 33.9%이며, 2016년
4월말 기준 51.9%이다.9)
한편,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재 및 체류 중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면접 및 심사는 거점 사무소로 지정된 출입국사무소에
서 지역 관할에 따라 진행된다.10) 1차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으면 난민인정증명서와 F-2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나, 불인정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의 심의는 난민법 제25조에 근거한 난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난민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3개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지역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였다.11)

9)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2016년 8월 25일, http://unhcr.
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2&searchSelect=&keyWord=&currentPage=1
&menuID=001006003006&finishIsYN=&boardID=8113&boardCategory=&mode=detail. 또한,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집 참조: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 Friends of UNHCR,
국회인권포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법 시행 1주년의 검토 및 향후 발전 방향”, 2014.11.28.,
http://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2&searchSelect=&keyWord=&c
urrentPage=1&menuID=001006003006&finishIsYN=&boardID=4988&boardCategory=&mode=detail.
10) 서울, 인천, 인천공항,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여수 출입국사무소 및 화성, 청주 외국인보호소.
11)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 평화’ 학술 포럼 자료집, 20
17. 6. 19, 174-175쪽, http://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
2&searchSelect=&keyWord=&currentPage=1&menuID=001006003006&finishIsYN=&boardID=929
6&boardCategory=&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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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난민인정심사 절차(입국 후)12)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난민인정
신청접수

면접 실시

난민인정 심사결정
관계기관 및
UNHCR 의견조회

난민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발급 및
체류허가(F-2)

난민불인정

난민인정 통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30일 이내)
난민위원회

이유 있음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가(G-1)

이유 없음
(난민불인정)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

출국

12)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출입국/신청, 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
RefugeeStatus_po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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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또는 그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
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의 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
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도 난민 지위의 불인정이
통보되기 때문에, 불복하는 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난민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III. 개선방향
a.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회부심사)13)
난민법의 이행과 함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가 설치된 핵심적인 이유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 즉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라도 보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들의 비호로의 접근권을 충실히 존중하여
그 어떤 이도 난민협약 제33조에 명시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하여 송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함이다. 이러한 취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법개정 또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인의 정의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 정의에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이들은 포함되지 않
는다. 이들의 지위에 대한 정의 규정의 부재로 인해 출입국항에서의 처우 및 구금 등에 관한 규
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회부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들도 명시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소송을 통한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이 출입국항에서의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는 신청자들의 경우 기본적 처우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근거한 인력 및 예산의 부재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이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조
항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표명한 모든 비호신청자들을 포함하는 폭
넓은 용어를 난민신청자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의미하는
난민법 제2조 제4호의 “난민신청자”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비호신청자들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로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3)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한 개괄적인 검토 및 실태에 관하여는 각주8의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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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신청 장소, 안내, 심사 및 관리 인력의 확충)
현행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
으며,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
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 중에는 입국심사대에서 난
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한 채 1차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으며, 이러
한 경우 입국이 불허되어 송환(출국)대기실로 보내진 이후 뒤늦게 난민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
다. “출입국항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국심사대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조사대상자는 매우 소수였으며, 발제자 역시 최근 몇차례의 인천공항을 통한 출
입국 과정에서 이와 같은 안내문을 접하지 못하였다.
입국심사대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장소에 제한을 두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의 의무 준
수라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강제송환의 금지 의무는 특정 국가의 국경 및 공해를
포함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 어디에서든지 적용되며, 이는 공항 내의 환승구역이나 출국
대기실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출입국항의 어느 곳에서나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
과, 그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대상을 항공사 직원, 세관 공무원 및 모든 출입국 공무원 등
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14)
또한, 7일의 기간 내에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면담 및 회부 여부 결정까지의 과정을 종
료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예, 심사관 인력 부족, 모국
어 통역인의 부재) 이로 인해 이미 구두로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
정심사를 위한 대기실로 옮겨지지 않고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난민 회부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난민신청자 대기실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되지 않아, 회부 결정을 내리는 심사관들에게 의식주 및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
리 업무의 부담까지 가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심사 인력 및 처우 등을 위한 관리인력의 분리 및 젠더
를 고려한 인력의 확충이 필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부 및 불회부된 이
들에게 향후의 입국 및 이의신청 안내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특히
아동을 동반한 여성, 성소수자, 성 및 젠더에 근거한 박해 경험자 등 난민신청자들의 특수한 상
황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1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의사 표명에 관한 해외 사례로는 유럽의 비호신청절차지침(Asylum Procedures
Directive) 제2조 및 뉴질랜드의 이민성 지침 (Operational Manual) 8.1 Claims for refugee or protection
status at ports of entry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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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사유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의 절차는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어15) 신청권 남용인지 여부
를 평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난민인정신청은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대부분의 불회부 사유들16)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신원확인, 거짓서류 또는 거짓 진술, 배제조항, 재신청과
관련된 경우들을 포함한다. 동일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출입국항 절차에 관한 2016년
권고안에서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요건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닌 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17)
먼저, 제1호의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동 조항은 난민협약의 제33조 제2항과 유사한 추방에 관한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협약의 해당 규정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유엔난민기구는 해당 신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
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우선 난민인정심사를 통하여 난민정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한다. 난민협약의 동 조항 해당 여부는
먼저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해
당 출신국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난민인정
심사로의 회부 여부만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 현행 출입국항에서의 신청 절차 내에서는 이와같
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 이는, 또한 제6호의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호의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난민인
정심사로의 접근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청인들의 언어 능력, 교육 수준, 통역, 나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제약과 이들이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예, 인신매매 피해자, 젠더 폭력)이
15)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위인정 절차표준에 따르면 명백하게 근거없는 신청은 분명히 사기성을 지녔거나 난민
정의의 범주에서 명백하게 벗어나는 신청을 의미하며, 유엔난민기구는 그러한 신청을 일반적인 난민지위결
정절차에서 처리한다. 명백하게 근거없는 신청 및 신청권 남용의 문제와 그러한 건으로 의심되는 신청에 대
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1983년에 채택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 제30호(XXXIV) 참조.
16)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
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17)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제1쪽,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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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국내에서의 거주지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구금에 관한 규정(아래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의견 참
조)에 근거하여 거주지 등의 제한을 임시적으로 두거나 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호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를 불회
부 사유로 둔 것은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로 인한 처벌의 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1조와
배치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면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거짓 서류를 이용하여 입국한 이들에게도 차별없이 비호절차로
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난민협약 동 규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절차 단
계가 아닌 회부절차에서 불회부 사유로 이를 둔 것은 모든 거짓 서류를 이용하여 입국을 시도
하는 이들을 절차를 남용하는 이들로 암묵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많은 비호신청자들이 본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이용하고
있고, 과거 경험 등을 이유로 정부당국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입국시도
시점에서부터 거짓 서류 이용 여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제4호에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불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전한 제3국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는 안전한 제3국 개념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비호신청자에게 비호 절차로의 접근과 입국을 모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한 출신국” 개념을 국내 난민인정심사 절차에서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부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특히 안전한 국가의 지정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특정 신
청인이 안전한 제3국을 거쳐서 입국했더라도, 모든 비호신청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위해 비호신청 절차로의 접근이 제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비호신청자에게 공정한 심사가 보
장될 수 없는 국가로의 송환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제5호의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
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 혹은 요소
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심
사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실시되는 회부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을 감안해야 한다.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
백히 이유 없는 경우”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의 의미가 충분히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며, 특히 난민신청 사유가 있는
신청자인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를 함께 동반하는 입국사유를 밝힐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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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절차상으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난민위원회
의 심사는 난민 불회부 처분이 아닌 난민 불인정 처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
고자 하는 불회부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18) 그러나, 법원의 심리 기간은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동안 신청자들이 머무는 장소나 의식주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단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출입국항에서의 보호 기간이 훨씬 장기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는 신청자 본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를 위한 국내 절차를 관할하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에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여 이
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난민 위원회의 상설화
또는 독립적인 재판소/심판원의 설립과 함께 그 심사 범주에 불회부 결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중인 신청자의 입국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들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위에 언급된 권고안
에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
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
정”할 것을 권고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19)
처우 및 구금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고 회부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
거나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을 출
입국항에서 구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난민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자는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적인 제약으로 인해 – 예, 난민신청자 대기실의 공간 문제,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통역인

의 부재, 또는 심사관 숫자의 부족 등 - 신청 의사를 밝힌 난민신청자들은 이보다 더 긴 기간동
안 구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대부분 난민신청자 대기실이 아닌
송환대기실 또는 그밖의 구금 시설에서 기나긴 소송기간 동안 장기로 구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으나, 그 기간동안의 의식주, 입국 및 체재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난민신청자를
출입국항의 대기장소에 장기간 머무르게 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구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신청
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접수를 증명하는 문서가 발행되면 영토 내로 입국할 수 있도

18) “출입국항 실태조사 보고서” 제28쪽, 표4에 따르면 2016년 4월 18일 기준, 출입국항에서의 신청자 561명
중 198명이 불회부되었으며, 이들 중 45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19)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제2쪽,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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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것을 권고한다.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최종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대기하는 장소 및 그 관할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20)

b. 난민인정심사 절차: 1차 심사
최근 난민신청자의 급증에 따른 지방출입국사무소의 업무 과중 해소 및 난민인정심사의 효
율성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법무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이 집중되고 있
는 서울출입국사무소 및 매우 적은 인원으로 접수, 인정심사 및 소송까지 담당하고 있는 지방 거
점 사무소들의 경우 그 인력의 운용이 현실적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민인정절차 운영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이는 바로 ‘난민의 보
호’에 그 핵심이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의 방향은 전반적인 난민 보호 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통
합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절차의 공정성 강화에 기초한 질적 향상을 통하여 그 효율성까지도 증
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난민기구와의 상담 등에서 난민신청서의 작성의 어려움 및 접수 단계에서 의사소통 문
제를 토로하는 신청자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 난민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출입
국 데이타 베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보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접수시의 면담
및 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면담시 모국어 또는 이해가능한 언어의 통역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10여쪽에 달하는 난민신청서 양식의 간소화를 통하여 접수 단계
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난
민신청서와 면담 내용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에 드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은 이의신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21) 이러한 안내를 위해서는 통역인 풀의
확대 및 교육,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역인 풀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출입
국사무소를 제외한 지방사무소 대부분은 접수 단계에서 통역인의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서의 접수 여부 조차도 본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체류 자격을
연장하지 못한 신청인들도 종종 발생한다. 체류 자격을 제때에 연장하지 못하는 이들은 난민신청
중이라고 해도 구금 및 송환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련의 논의는 체류기간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이들의 신청 및 이미 대법
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청하는 이들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제
기한다. 재신청의 제한에 있어서, 유엔난민기구는 원칙적으로 난민 사유가 없는 반복된 재신청에

2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권고안에서도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 처우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출국대기
실 설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1) 유엔난민기구 난민법안 의견서,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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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두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신청 사유에 새로운 요소가 있거나, 첫번째 심사 과
정에서 심각한 오류 또는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신청이더라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전 상황의 악화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본인의 신변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이 그러하다.22) 최근 유엔난민기구에
상담을 요청한 재신청자들 중에는 해당 국가의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재신청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용적’ 신청자로 간주되어 체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많이 있다. 난민신청자
들에게 어떤 처우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난민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신청자와
재신청자의 체류 자격 등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선진 비호국들 중에도 반복적
인 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으로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
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 1차 및 2차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독립성 및 절차의 공정성
을 보장하는 견고한 시스템의 구축을 동시에 이루었음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사 기
간의 장기화 및 적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의 노력에 걸쳐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한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인력 및 예산의 보충을 넘어선 구조적인 난민인정
심사 절차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난민신청 양식의 간소화,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인력의
확충 및 보직 강화, 국가정황정보 수집 등을 조력하는 조사관 인원 확충 및 조사 부서 신설, 양질
의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통역인 풀의 확대 및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충 등이다.

c. 난민인정심사 절차: 이의신청 (난민위원회)
현행 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난민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
로 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 변호사, 법률학 교수 및 지역전문
가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난민신청
의 증가와 함께 심사대기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분과위원회는 3개로 확대되었고, 분과위원회를
기존 연 4회에서 매월 개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으며, 난민위원회의 개최 횟수도 기존 4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난민 위원 1인당의 심사 건수 부담은 과중되고 있는 현
실이다.

22)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주최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
서 본 한국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토론회’ 자료집, 제61쪽,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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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심사현황23)
개최월
심사인원
(명)

3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

2015년

306

-

462

658

-

590

2016년

777

563

459

501

896

1,151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또한 상임직위가 아닌 비상임직위여
서 상시적인 이의신청 심의에는 한계가 있다.24) 또한, 국가정황정보의 조사를 담당할 조사인력
및 이의신청자의 면접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는 법무부 난민과에서 심사를 위한 조사 및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구
두진술권의 보장과 객관적인 국가정황자료 수집을 어렵게 하여,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인 이의
신청 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행정적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난민인정심사는 그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원회 형태의 상설
기구화 또는 국제적 보호를 다루는 재판소/심판원의 설치 등 단기적/중,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는 국제적 보호에 관
한 전문가 (혹은 전문적 교육을 받은 심사관)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적인 부분과 법적
인 문제 모두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은 독립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위원회 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안을 찾는다면 가능하다면 모든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황정보의 수집을 위
한 조사관 및 면담 등을 위한 지원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역시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위원회에서 난민신청의 인정 여부의 심사 뿐만 아니라 출입국항에서의 불회
부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함께 심사하여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이들의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절
차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심사의 단기화로 처우와 구금에 관한 문제점 역시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관하여 유엔난민기구 난민법안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23)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유엔난민기구 공동 주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평화 학술포럼’ 자
료집, 제17쪽, 2016. 6. 19, http://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22&
searchSelect=&keyWord=&currentPage=1&menuID=001006003006&finishIsYN=&boardID=9296&
boardCategory=&mode=detail.
24)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평화 학술포럼” 자료집, 제176-177쪽. 해외의 난민인정 전문기관 운영
사례는 동 자료집 제32-51쪽 참조.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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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한다. 1.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하여 난민지위신청이 불허된 자의 이의신청 2. 난민지위나
인도적 지위가 (…) 종료된 자의 이의신청 3. 난민지위나 인도적 지위가 취소 또는 철회된 자의 이의신
청 4. 국경이나 항만,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근거없거나 남용적이라고 판정받은 자의 이의신
청”25) [강조추가]

d. 인도적 체류 자격
현재 국제적 보호의 일환으로서의 인도적 체류자격의 부여는 기본적으로 난민법 제2조 제
3호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26) 그러나 해당 규정
은 재량적 규정이어서, 그 자격을 신청하거나 불인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적
으로 불가능하며, 처우면에서도 취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인도적 체
류자는 불완전한 임시적 체류 상태에 놓여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지위가 거부되었을 경우
인도적 체류 자격이 고려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적 지위의 개념에서 인도
적 체류 자격을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보충적 보호의 기본 원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
으로 관련 법 및 정책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협약상 난민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충적 보호가 아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협약상 난민의 요건이 해석되어야 한다.
- 보충적 보호의 부여는 국제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보충적 보호를 부여받은 이들은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와 다르지 않다. 따
라서, 보충적 지위의 부여에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의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 보충적 지위의 부여를 위해 향후 난민인정심사 체계의 개편 과정
에서 보충적 보호 자격의 범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과, 그 신청 절차 및 기준, 이의신청 절
차, 그리고 수반되는 체류자격 및 권리까지도 함께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 난민신청자의 보호(구금)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구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최종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
나, 난민법 초안에서는 난민신청자 구금의 사유 및 기간에 상한선을 두어 본국으로의 송환이 불

25) 유엔난민기구 난민법안 의견서, 제23쪽.
26) 난민법 제2조 제3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
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
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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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난민신청자들을 강제송환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물리적 구금 시설의 이용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27)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시아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난민법에 추가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 개정으로 출입
국항을 포함하여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의 난민신청자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최소한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또한, 구금 기산의 상한선이 명시되어야 하며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난민신청 및 인정 심사 과정에서 개별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들이 토로하는 답답함
과 자괴감들은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난민심사관으로서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 보호의 부여를 위한 공정하고 독
립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백을 개별 심사관과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로 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면, 심사관 양성 및 보충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 고려와 함께 체계적인 국제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
의 중심에는 전문적이며 공정한 국제 보호 심사 시스템 수립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현행 난민법 제29조28)는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는
27) 난민법 초안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용이하게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
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자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신원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
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그 보호를 10일(의) 한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28) 난민법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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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루어진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의 각 과정에서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견고히 유지해온 법무부와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
를 더욱 강화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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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용 국 법무부 난민과장

Ⅰ. 서론
● 난민인정절차의 근본적인 목표가 ‘난민보호’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
감함
●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더 선진적이고 실현
가능한 난민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회부심사)
1.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표명한 모든 비호신청자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용어
를 난민신청자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 관련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대다수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신청하지 않고 입국불허된 후
에 비로소 난민신청하는 자들로서, 입국불허자들의 귀국지연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
음을 고려해야 함
⇒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만 표명하면 난민신청자에 포함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허위 난
민신청이 폭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편승한 국익위해자의 국내 잠입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난민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예산상
부담 증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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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출입국
항의 어느 곳에서나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대상을 항공사 직원, 세관 공무원 및 모든 출입국 공무원 등으로 명시적으
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 관련
⇒ 출입국항에서 환승과정 중에 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신
청도 이미 받아 주고 있음. 하지만 이는 혹시 입국심사과정에서 난민의사를 밝힐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가정한 인도적 고려임
⇒ 출입국항의 어느 곳에서나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령에 명시할 경우, 혹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일반화되어

입국불허되더라도 귀국하기 싫으면 난민신

청하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만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3국에서 범법행위로 강제
퇴거되어 본국으로 송환과정에 환승하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공항에서의 절차는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어 신청권 남용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난민인정신청은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회부되
어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 관련
⇒ 현행 난민법령상의 난민심사 불회부 사유는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으려거나 명백히 이유 없
는 경우 등 당연히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임
⇒ 회부심사 기준을 난민신청만 하면 입국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
으로는 국내 입국이 어려운 자들이 난민신청 제도를 국내 입국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국경
관리체계를 무용화 시킬 우려가 있음
⇒ 최근 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상급심 법원에서도 행정청의 여과기능을 인정하여 원고기각
판결*하고 있는 경향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난민비호 결정은 국가 주권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청의 여과기능을 인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수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가승소 판결

4. “향후에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또는 독립적인 재판소의
설립과 함께 그 심사 범주에 불회부결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안” 관련
⇒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공항만에 머무르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해
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행이 전제되어야 함
⇒ 향후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상설 난민심판원을 구성․운영하여 출입국항 이의신
청절차를 전담하도록 하는 제안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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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고 회부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불
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
을 출입국항에서 구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관련
⇒ 출국대기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입실을 허용하며, 입실후에도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퇴
실할 수 있고, 또한 입실한 상태에서 환승구역으로 출입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금이라 보기가 어려움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접수를
증명하는 문서가 발행되면 영토 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관련
⇒ 불법취업 기도자, 위변조여권을 소지한 신분이상자 등을 비롯하여 국익위해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국내 입국을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안전한 국경관리 운영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구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대기하는 장소 및 그 관할 기관에 대한 구체
적인 명시 규정이 포함될 것을 권고” 관련
⇒ 출국대기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출국대기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한편, 출국대기실 법적 근거 관련 의원입법(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 의견임

Ⅲ. 난민인정심사 절차
● “10여 쪽에 달하는 난민신청서 양식의 간소화를 통하여 접수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접수 과정에
서 난민신청자들은 이의신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관련
⇒ 난민신청서 양식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 한편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한국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뱅골어, 우루드어 등 7개국 언어로 제작)을 배포하여 안내하고 있음
⇒ 참고로, 캐나다 등 선진국의 난민신청서 역시 10여 쪽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박해관련 진
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로 난민신청서 양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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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적 체류자격
● “보충적 보호를 부여받은 이들은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와 다르지 않
다. 따라서, 보충적 지위의 부여에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의 보장이 수반되어
야 한다.” 관련
⇒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를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어느정도의 수준과 방식
으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지에 관해 방안을 강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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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규 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엔난민기구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UNHCR Global Trends 2016)에 따르면 보
호대상자인 전 세계의 난민의 수가 22,500,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데다가 IS의 대두로 국내분쟁이 계속되는 시리아에서는 국내 피난민을 포
함 다수의 시리아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과 주변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난
민을 자국으로 받아들이는데 비하여 한국 정부는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의 인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의 세미나에서의 숙고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욤비 토나 교수는 한국에서의 난민의 인권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한국이 난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망명신청절차에서의 숙박이나 의료권의 문제, 인터뷰에서의 언어 문제, 난민으로서의 사회
보장 문제, 난민법에 대한 의식 부족, 난민아동의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하면서 출입국 관리정책과 난민정책의 분리와 전문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은 한국의 난민 신청과 인정절차를 실무적으로 개관하고 구
체적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서부터 난민인정심사절차, 인도적 체류 자격,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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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구금 등의 구체적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
민정책의 개선방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분 모두의 발제문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부적인 질문보다는 우리
가 난민정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발표에 첨
언하는 형식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거쳐 2013년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게 되
면서 난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정된 1993년 ‘출입국관리법’의 시행 이
후 난민신청자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0년까지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대부분
신청자들의 신청은 거부되어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일부는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기
도 하였다. 난민신청을 하기 시작한 이후 2017년 7월말까지 총 27,643건의 난민인정 신청
에 대하여 17,581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종료되었다. 이중 난민지위가 부여된 경우
는 732건으로 총 신청건수의 약 2.64%에 불과하고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경우는 1,391건
으로 총 신청건수의 약 5.03%에 불과하다.
난민정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난민은 보호의 대상이고 그 근거는 인
권과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인권’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사회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
리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고, 회원국들은 여기서 규정
한 인권을 존중하여 각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각국의 헌법을 통해서 자국민
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존중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기준으로 1948
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 결의로 선언되었다. 이 선언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
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 걸친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각국 정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52

> > > session 01. 난민심사와 난민 정책

한편,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
유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그리고 1989년 12월 15
일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 번째 선택 의
정서’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대부분의 권리를 승
인하여 이 권리들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선언에 없는 약간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이고 체결국은 규약에 규정한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거나 그 완
전한 실시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세계인권선언과
는 다르다.
난민정책에서의 전제인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냉전이 종식되고 기존의 국제관
계의 틀이 크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널리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94년 유엔개발계획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주장되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냉전시대 또는 그 이전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란 밖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국가영토를
지킨다는 ‘국가안보’가 중심이었다. 여기에는 국가를 지킴으로써 국민을 지킨다는 전제가 있
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부터는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종교나 민족에서 비롯된 갈
등과 분쟁이 발발하거나 테러나 폭력 등 여러 나라에 걸친 사건과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한계가 드러나고 이 개념의 수정이 시급해지게 되었
다. 결국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안보’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으로 이해하여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안전보장으로부터 개개인의 인간을 존중하고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통
하여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사회 만들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과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두 개념은 모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바탕은
‘인간의 존엄’, 즉 인간에게 내재하는 가치를 말하지만, 이 두 개념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는 인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인간의 안전보장이 있어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어야 인
간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난민문제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난민을 없애기 위해서 난민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
생한 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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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국가, 민족, 종교의 충돌이나 주장이 얽히고설킨 문제이
기 때문에 다양한 복수의 주체가 국제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비해 발생한 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이지만 난민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비해 개별적인 국가의 대처가
문제해결에 큰 기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 신청과 인정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
응은 인권과 인간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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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필 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출발점
- 한국의 경우 비록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보호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경제력,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
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인
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비호신청자가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금이 정당한 목적에 필요하
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추진하겠음.
-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접근권과 의료 조치를 받을 권리, 인도적인 구금환경을
보장할 것을 추진하겠음.
- 유엔난민기구(UNHCR)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
인 책임분담 시스템에 동참할 것을 추진하겠음.
-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추진하겠음.1)
-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의 합의이고, 한국의 결단이고 법적인 의무임.
- 최근 난민신청자 수 변동과 무관하게 한국의 난민 보호의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 국가적 위상과 전혀 동떨어져있음.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2017. 4. 20), p.7.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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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은 난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헌법 전문)을 이어받았고, 2) 한
국전쟁 당시 유엔 공식 난민지원기구인 유엔한국재건기구(UHKRA : 1950년-1960
년)가 한국의 존립을 도왔고, 3) 국제적인 보호를 받은 난민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한국을 이끌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은 국제적 난민 보호의 혜택
을 가장 많이 누려온 국가라고 볼 수도 있음.

2. 무한반복의 남용론 : ‘남용적’ 공포에서 시스템 부재의 합리화까지, 그리고 인종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와의 타협까지
“대부분이 취업을 하기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신청자의 70%가 불법체류 중 신청하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
지가 많으며,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회비나 찬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난민절차를 밟게 하는 중개조직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2)
"난민제도 남용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정의와 범위, 난민인정절차
등 개별 조상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난민신청자에게 서류 등의 열람․복사권을 인정하는 … (것)에 대해서는 심사 중에 관련 자
료를 공개했을 경우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3)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 수가 7,542명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가운데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2016년 난민신청자 중
… 불법체류 중 신청자는 … 39%를 차지하고 있다.)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은 여전히 찬
반양론이 공존하고 있다.“4)
“원고들은 … 불법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
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5)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277 판결)
2)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 추진상황”, 국회인권포럼, 『한국의 난
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2005. 6. 16), pp.29-30.
3)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진술요지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2010. 11. 24), pp.23, 26.
4)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2017년 난민포럼 종합토론문”,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UNHCR 한국대표
부,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포럼』(2017. 6. 19), p.174.
5)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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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그 어떠한 행정작용 관련 논의도 난민과 같이 무한반복의 남용론을 전면에 내
세우는 경우는 없음. 특히 정부 입장에서 남용론을 내세운다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거나 변명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음.
- 행정절차의 대원칙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신속성 등의 기준에 입각해 평가를 하
고 개선방안을 내오는 방식의 논의가 아니라 남용론을 내세워 남용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신속성 등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절차 지연
의 책임을 난민신청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논의구조를 가져가고 있음.
- 최근에는 점증하는 국내 인종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하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대야 할 ‘여론’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 법무부의 결정문과 법원의 판결문도 이러한 남용론에 근거해 난민신청자를 낙인찍는
문헌을 생산해오고 있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이러한 ‘남용적’ 무한반복의 남용론은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국익
에도 철저하게 반하기 때문에 논의들과 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실체적인 면에서도 법무부가 난민 심사과 관련 객관의무를 지닌다는 점, “불분명할 때
에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라는 특이한 증거법칙이 적용된다는 점, 난민 요건의 핵
심인 박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가능성까지는 포함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훈령보다 못한 하지만 헌법보다 우위인 소위 ‘지침’들 : 법무부의 법치주의를 ‘法無
部’의 ‘法痴主義’로 만드는 관행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비(非)난민이므로 절차진입을 막으려고, 점차 진입장벽을 높
여 난민신청 혹은 이의신청이나 소송단계로의 진입을 단절시키려는 방향으로 다양한 행
정적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비자발급단계> 난민신청이 예상되는 특정 국가들에 대
해 비자발급의 사실상 중단, Protection 목적의 비자 발급 거부, 일부국가들의 환승구
역에서의 난민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Transit 비자 운용, 탑승전사전확인제도의 운용,
<입국단계>에서의 난민신청자 진입방지를 위한 입국심사의 강화 및 공항회부심사 기준
의 상향운용 및 구금, <난민신청접수단계>에서의 서류제출로의 접수금지, 관할거점사무
소외의 접수금지, 미등록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발령하여 위헌적 소지가 매우 큰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장기 구금상태에서 난민인
정절차 진행, <체류자격부여단계>에서의 입국 후 1년 이후의 난민신청자 등 일정한 형

토론문

57

> > >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식적 기준을 설정하여 당해 난민을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자동적으로 분류하여 외국인등
록난민인정심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체류자격을 부여
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하여 생계비를 잘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이다.”6)

-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심지어는 훈령에도 근거하지 않고 새로운 요건에 근거하여 난민
시청자들을 구금하는 사례가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는 명백하게 법치주의에
반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함.

4. 난민심사 법제 및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회부심사)
- 1)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자도 난민법 제2조 제4호의 “난민신청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2) 출입국항 어디에서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에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심사 인력 및 처우 등을 위한 관리인력의 분리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3) 회부심사는 형식 심사로서 명백히 근거가 없는 혹은 주
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에만 불회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불회부 사유는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4) 불회부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절차 등이 마련되고, 이의신청/소송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예외적 구
금의 경우에도 그 처우, 장소, 책임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 발
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에티오피아인 난민신청자는 안전한 제3국인 수단, 지부티에서 왔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다. 야
당활동을 의심받아 구타당하는 등 박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전혀 구체적인 내용
을 진술하지 못했다. 불회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난민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난민
요건도 심사한다.”
(2013년 10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에티오피아인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7)
6) 이일, “국제인권규범과 난민보호를 위한 개정방향”,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닌민기구 한
국대표부,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난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2017. 8.24), pp.13-14
7) 황필규, “난민 정책․법령․제도”, 법무부, UNHCR, 국회 Friends of UNHCR, 『난민법 시행 1년, 앞으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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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허가 뿐
만 아니라 주거제한, 보증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입국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
함으로써 난민신청절차의 진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는바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8)

(2) 난민인정심사 절차 : 1차 심사
- 1) 난민인정절차 운영의 근본적인 목표는 ‘난민의 보호’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난민 보호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당장에는 신청의 접
수 및 심사 인력의 확충 및 보직 강화, 국가정황정보 수집 등을 조력하는 조사관 인원
확충, 양질의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통역인 풀의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 등
이 필요하다는 점, 2) 난민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접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에
게 이의신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3) 원칙적으로 난민 사유가 없는 반복된 재신청에 제한
을 두되, 재신청 사유에 새로운 요소가 있거나, 첫 번째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
또는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신청이더라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 1) 난민인정이 대부분 직접적인 물증보다는 신청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역/번역의 문제는 난민신청자 진술의 일관성, 신뢰성, 구체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과 같은 성(性)을 가진 경우 통역
을 하여야 하고, 박해자 집단에 속한 통역인의 경우 그 특정 신청자와 관련된 통역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함. 2) 난민신청자에게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비단 면접과정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전반에 걸쳐 언어상의 제약으로 난민신청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9)
- 1)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초기 제정안에 포함되었던 국선변호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조력인의 선임권을 1차심사인 난민신청서 작성단계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심사관의 면접과정의 녹화, 녹음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본
인의 향후 절차 보장은 물론 처분서의 설득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민정책 100년』(2014. 7. 1), p.68.
8) 황필규, “난민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
로”, 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9) 황필규, “난민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
로”, 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한 의견 : 총칙과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일부 조항을 중심으
공청회』(2013. 3. 20), p.21.
대한 의견 : 총칙과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일부 조항을 중심으
공청회』(2013. 3. 2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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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통번역 또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10)
- 난민신청자에 대한 유례없는 장기구금의 문제가 심각함. 전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의
구금상한의 미규정, 정기적 사법심사의 미존재 문제를 풀어야 하나, 우선 난민법에서
는 난민신청자의 비호신청권을 보장하고, 집행할 수도 없는 강제퇴거명령을 위해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난민신청자의 비구금 원칙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구금의 상한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11)

(3) 난민인정심사 절차 : 이의신청 (난민위원회)
- 1)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는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 (혹은 전문적 교육을 받은
심사관)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결정은 독립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2) 난민위원회의 경우 가능하다면 모든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고, 국
가정황정보의 수집을 위한 조사관 및 면담 등을 위한 지원인력이 확보되어 대면조사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는 점, 3) 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위가 불허된 자의 이의신청,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함께 심사하여 한다는 점 등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 1) 1차 심사 단계의 난민심사관보다 이의 신청 단계의 난민조사관이 더 중요한 역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지위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난민법 제27조)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을 제출된 자료 일체가
아닌 법무부 차원에서 걸러진 내용이 난민위원회에 제출되는 기이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난민
신청자의 청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1차 심사 단계에서 권리로서 주어
진 청문권을 이의신청단계에서 박탈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난
민위원회의 재량사항이 아닌 권리로서의 청문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난민위원은
‘난민 관련 업무 담당’이나 ‘난민에 관한 전문성’(난민법 제26조 제1항)이 아닌 난민인
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기준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 방첩단장(난
민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제2항)이 난민위원으로 난민요건을 심사하는 구조는 즉각적
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12)
10) 이일, “국제인권규범과 난민보호를 위한 개정방향”,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닌민기구
한국대표부,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난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2017. 8.24), pp.17-18.
11) 이일, “국제인권규범과 난민보호를 위한 개정방향”,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닌민기구
한국대표부,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난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2017. 8.2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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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적 체류 자격
- 1) 보충적 보호를 부여받은 이들은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의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2) 보충적 지위의
개념에서 인도적 체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보충적 지위의 부여를 위해 보충적 보호
자격의 범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그 신청권, 신청 절차 및 기준,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수반되는 체류자격 및 권리까지도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 발표자
의 의견에 동의함.

(5) 난민신청자의 구금
-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난민법에 추가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 개정으로 출입국항을 포함하여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의 난민신청자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최소한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구금 기간의 상한선이
명시되어야 하며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다는 점 등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6)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 난민법 제29조는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의 각 과정에서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가 협력
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시
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등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12) 황필규, “난민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총칙과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일부 조항을 중심으
로”, 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2013. 3. 20),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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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난민재판 개선의 3가지 방향
난민보호를 위해 난민재판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할 때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
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 실체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난민재판 혹은 난민절차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현재
의 제도 하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구조
를 바꿀 수 있을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아래에서는 절차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에 관
한 논의를 간단히 한 후에 어떻게 실체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하려고 한다.

2. 난민재판의 절차적인 문제 개선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는 1) 난민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의신청단계에서도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본인신문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2) 난민이슈를 잘 아는 (특히 영어 이외의 언어에 능숙한) 전문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
으로) 중립적인 통역인이 부족한 문제, 3)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
는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대리하는 사건인지,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소송당사자가 구
금되어있는지, 여성이라서 취약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까
지 원칙적으로 거부되는 문제, 4) 이미 1차 내지 이의신청 단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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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시도했어야 하는 재외공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이 (1차 심사에 대한 절차 통제
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사실조회 할 것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 5) 판결문이 소송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혹은 최소
한 영어로라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 6)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삭
제한 뒤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사건 판결문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문제, 7)
이와는 반대로 난민재판이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문제
등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3. 난민재판의 구조적인 개선 논의에 대한 우려와 전제
구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난민재판 심급 간소화 등에 관한 논
의를 다양한 단위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데,
1) 하나는 외국의 제도를 가져올 때에는 그 제도가 가진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
나다의 난민제도 중에 우리보다 진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난민
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 제도만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다. 2) 다른 하나는 다른 난민인정절차
에서 어떻게 난민보호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난민재판만 심급 간소화 논
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재판의 심급에 관한 논의는 ㄱ) (독립적인 난민심사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포함하는) 1차 난민인정심사의 실질화, ㄴ) 공적자금이 투자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리서처들로 구성된 (정부나 민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출신국정보 리서치 센터의
구축, ㄷ) (난민법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난민법 시행령을 제
정할 때 난민신청자에게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으로 적시가 된 그러
나 거의 이행이 되지 않은) 이의신청절차에서의 청문기회 보장 뿐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보
장을 포함한 난민법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의 준사법기관화 등에 관한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4.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난민재판 개선>출입국 난민인정절차의 통제의 필요성
세번째 실체적으로 난민재판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려
고 하는데, 우선 난민재판을 통해 출입국의 난민인정절차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이 난민협약을 비준한지 25년이 되었고, 난민재판을 시작한지도 15년이 되었는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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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이 난민재판을 통해 난민인정절차를 적절히 통제를 했더라면 지금의 난민인정절
차는 크게 진보하였을 것이다. 행정법원은 난민재판에서 분명 난민인정불허처분 당시에 절
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
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판결한 경우는 거의 없다(예외적인 것이 서울행정법원이 2015.
1. 13. 선고한 2015구단10691 판결). 행정법원은 면담과정에서 통역이 없었거나 부적절하
게 통역이 된 경우,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대로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도 부여받
지 못한 채 면담 조서가 작성된 경우, 난민담당공무원에 의해 제대로 출신국정보가 리서치
가 안된 경우, 난민신청자의 불일치해 보이는 진술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 등으로 해명할 기
회를 주지 않고 그 불일치를 그대로 병렬시킨 상태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도 절차
적인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새로운 자료 등을 종합해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해왔다.

5.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난민재판 개선>출입국 난민인정절차의 통제의 필요성>외국의 사례
캐나다의 경우 1985년 유명한 Singh 판결(Singh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85] 1 S.C.R. 177)을 통해 공정한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난민
인정절차는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캐나다의 난민인정절차는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또 홍콩의 경우에는 난민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는 유엔
난민기구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문방지협약은 비준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근거해서 송
환을 하면 고문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절차는 이민당국(이민국장)이 담
당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민당국은 고문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절차
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홍콩대법원(The Court of Final Appeal)이 고문 또는 박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송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유
엔난민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 이유는 “정부는 그 주장이 합리
적인 근거(well-founded)를 가진 것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판단을 함
에 있어서는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충
족시켜야”하기 때문이다(C &Ors v Director of Immigration (FACV 18-20/2011). 그리
고 이러한 홍콩 대법원 판결 이후에 홍콩 이민당국은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충족시키는 (난
민과 고문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통합적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위 홍콩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민국장이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인정결정
에 의존해서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영국법원이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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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ous scrutiny 기준(신청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법원이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가져올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하자 없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한 층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한다고 한 것이다. 난
민인정절차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
야기이지만, 난민인정절차를 잘못 운영할 경우 (강제송환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난민재판에서는 위 캐나다 법원과 홍콩법원 그리고 영국법원의 태도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난민인정절차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출입국당국의 난민인정절차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6. 실체적인 난민재판 개선>난민요건에 대한 분석적인 판결의 필요성
실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 난민재판
을 통해 난민정의의 해석론이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통제가
없어 출입국 단계에서의 난민인정절차가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민정의
를 분석하는 판결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국 단계에서 난민인정을 하면서 출입
국당국이 참고할 자료가 없게 되었다. 난민정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안적국내피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현지체재 중 난민과 관련해 선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판단한 판결들이 있을 뿐이다. 박해의 개념에 관해서, 충분한 근거의 의미에 관해
서, 박해의 사유 중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신분의 의미에 관해서, 박해와 난민협약상의 사유
와의 관련성(nexus) 등에 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놓은 판결문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난
민재판을 통해 난민보호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골고루
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법원의 난민
정의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7.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난민재판 개선>난민사건의 경우 입증 정도의 특수성
실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난민재판에서의 입증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논의가 되었던 것이 입증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 판례에서
는 입증의 정도와 관련해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 보다는 높지만 ‘개
연성’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수준의 가능성을 ‘합리적인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10%만 있더라도 (다른 난민정의를 충족한
다면)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ardoza-Foinseca, 480 US 421, U.S., Supreme Court, 198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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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난민재판 개선>난민사건의 경우 입증 방식의 특수성
난민사건의 입증과 관련해서 입증정도에 관한 논의인 박해의 합리적인 가능성에 관한
위의 논의는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아래에서는 입증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강조하려고 한
다. 난민의 경우 사회심리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잘못 판단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
므로 민형사사건과는 달리 독특한 입증 방식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난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그것을 증거로 삼아)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외국 판례나 학자의 주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
미에서는’ 한국 난민판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래의 구절을 거의 모든 판
례에서 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증 정도에 있어서 난민신청자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을 수긍할 수 있으면 (된
다)......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
가 없는 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난민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난민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난민사건의 입증
방식의 특수성에 관한 추상적인 일반론을 적시하여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반 행정사건 내지
민사사건, 심지어는 형사사건처럼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난민재판을 형사재판처럼 하는 경
우 입증정도는 높은데 그 입증은 난민신청자가 져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작성한 면담
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증거가치도 부여받게 되고, 재판에 소요되
는 비용도 고스란히 난민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난민신청자에게 가장 불리한 재판이 된
다). 나아가 난민진술의 신빙성 도그마는 원래 난민들을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난민재판에
서는 오히려 난민사건을 손쉽게 기각해 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호주 연
방 법원 W148/00A v. Min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Australia, 185 ALR 703, Full Federal Court, 2001에서도 “진술한 상황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럴듯하지 않다’는 막연한 말을 함으로서 중요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잘못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면서 난민재판의 입증방식의 특수성이 난민에게 더 불리하
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발표문

71

> > >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9.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난민재판 개선>난민사건의 경우 입증 방식의 특수성>입증
방식에 관해 염두에 둬야할 사항들
난민재판의 입증 방식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일반론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되어 난
민보호 이념에 충실한 판결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 난민사건은 국적국에 돌아가면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인해 박해에 해당하는 위해를
당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박해에 해당하는 위해를 당할지
여부는 미래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측이지, 과거에 있어났던 일이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니므로 엄격히 말하면 입증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박해의 예측과 관련해서 난민의 특수성(증거와의 거리가 물리적 또는 문
화적으로 멈, 사회심리적으로 취약함, 잘못 판단했을 경우 그 결과가 참혹함)을 고려해서 난
민의 진술의 신빙성만을 가지고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난민신
청자의 진술이 신빙할만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정의가
말하는 박해가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3)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은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대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자료
가 되기에 충분하다.
4) 이러한 입장은 인식론의 인식정당성에 관한 대표적인 두 이론 중에 기초주의(토대주
의, foundationalism)가 아니라 정합론(coherentism)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초주의는 어떤 신념이 인식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념 혹은 자료에 의해 추론 등
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다른 신념 혹은 자료가 기초적인 신념 혹은 자료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기초적인 신념 내지 자료라면 그 비기초적인 신념 혹은 자료는 또 다른 신념
혹은 자료에 의해 다시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인 신념 혹은 자료
는 원래는 자명한 것들이어야 하지만 그런 자명한 신념과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
한후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념 혹은 자료는 자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분
히 자의적으로 기초적인 신념 혹은 자료로 간주된다. 반면 정합론은 어떤 신념이 인식정당성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신념 체계와 정합하면 된다. 그런데 정합주의의
문제점은 진리와 무관하지만 탁월하게 정합적인 신념 체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72

> > > session 02. 난민재판과 난민 보호

때문에 정합론은 한 신념이 인식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속한 체계의 다른 신념
들과 정합적이어야 함고 동시에 그 체계는 감각 경험의 입력을 무시하지 않는 체계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즉 어떤 신념이 인식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그 신념 자체
가 체계 정합성을 가져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감각 경험에 관한 논박자(defeater)가 부재하거
나 그 논박자가 재반박(rebut)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러한 기초주의적인 전제를 난민사건 입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난민신청자는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라는 이
유로 어떻게 작성이 되었든지 간에 기초적인 자료로 인정되지만, 증거에 접근이 어려운 난
민신청자가 어렵게 구한 자료들은 비기초적인 자료로 취급을 받아 그 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다른 자료 역시 또 다른 자료에 의해 입증을 해야 하는 무
한후퇴의 굴레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술 자체가 상호 정합할 때 그 인식정당성
이 인정되는 정합주의가 난민사건 입증에 적용될 경우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진술이 정합하
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난민신청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술이 정합하다는 것만 밝히면 된다. 그리고 난민심사관이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사실을 논박자
(defeater)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논박자가 있더라도 난민신청자가 그것을 재반박
하게 되면 자신의 신빙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모든 난민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난민사
건 입증방식의 특수성은 인식론적으로 기초주의가 아니라 정합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따라서 흔히 하는 난민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심사공무원 모두
에게 있다는 말은 이러한 정합론의 전제에서 이해해야 한다. 난민신청자는 신빙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정합하다는 것을 보이면 되고, 난민심사공무원이 그 신빙성을 깨기 위
해서는 그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와서 논박을 해야 하고, 그 논박자
을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야 한다.
7) 신빙성 판단 대상은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 주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난민정의에 핵
심적인 부분 내지 난민정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진술에 한정된다. 난민정의와 무관하
거나 부수적인 진술의 불일치를 가지고 쉽사리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이 부분 역시 난민판례가 대부분 일반론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부분이나 법원은 일반
론을 구체적이 사건에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입국과 안전한 제3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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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합법적인 출국, 지연된 난민신청, 경제적인 입국 목적 등이 박해의 실제적인 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과 체류나 출국 등에 관한 것으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난민정의의 핵심 요소와 관
계 없는 것, 특히 입국 동기에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
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해 캐나다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이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국적국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을 떠나기 위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이민을 택하는 것은 매우 만족스
러운 해결방법으로 보인다. 이민을 시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약한 근거로 생각된다
(Orelien v. Canada(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Canada, 1 FC
592, Federal Court, 1992.)
8) 따라서 신빙성 판단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관한 것이지 난민신청자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난민신청자가 인간관계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난민인정 여부를 판
단하는 정부기관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부
정할 수는 없다. 난민보호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국적국에 돌아가면 실제
적인 위험에 처할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 난민신청자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9)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내지 자료에 대해서 유엔난민기구는 3가지를 들고 있는
데, 첫째가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그럴듯한지(plausible) 여부이고, 둘째가 난민신청자의 진
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간에 그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
지 여부이다. 그리고 셋째가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
부이다. 앞에서 말한 정합론의 입장과 같이 적극적으로는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
이면서 동시에 그럴 듯 해야한다. 소극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불일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술과 불일치 하는 객관적으로 밝
혀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난민을 심사하는 사람이 제시해야 한다.
10)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다음의 물음을 해야 한다. 진술이 정합
하는가(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그럴 듯 한가)? 또한 난민심사공무원이 제시한 객관적
으로 밝혀진 사실과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부합하는가? 정합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
우, 그 일관되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그럴듯하지 않은 진술은 난민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비일관성과 불일치는 사소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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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과 부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11)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질문도 반드시 해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비일관성과 불일치는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에 기인했다
고 평가할 수 있는가?
왜나하면 국적국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했거나, 특히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그
러한 경험들을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거나 기억을 재구성하는 기제가 작동하고, 사회
심리적 취약성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권위주의 국가에서 온 난민들은
처음에 출입국을 포함한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자신이 출입국에서 한 말이 국
적국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난
민신청자가 자신이 피신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진
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난민신청자가 겪은 박해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국적국 정황과 관련해서 조사나 보고가 안된 경우가 있어,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
적인 취약성이 그의 진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비일관성과 불일치는 난민인정절차에 있
어 적법절차의 부재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로 난민신청서를 기재하지 못하게 한 경우나 부적절한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경우,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나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진 경우,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해명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난민신청자에게 분명한 언어
로 시의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난민신청자가 해명과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경
우 등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부재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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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장 복 희(선문대 법학과)
session 02. 난민재판과 난민 보호 토론문

> >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장 복 희 선문대학교 교수

‘난민재판과 난민보호’ 주제에 대한 김종철 변호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난민
재판과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비호신청인을 위한 공정한 절차 요건
- 공정한 절차이용(비호신청인이 난민지위인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
- 면접 이전단계:
· 비호신청인은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가 ?
· 비호신청인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
· 비호요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는가 ?
- 면접:
·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자격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개별적
면접을 행하고 있는가 ?
(난민인정 결정의 경우는 이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 못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많은 경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경우가 있으므로 숙련된 면접기술(skill)을 지닌 면접관(심사관)이 필요.)
· 통역관은 자격이 있고 중립적인가 ?
· 비호신청인은 법적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가 ?
· 비호신청인이 여성인 경우, 자격 있는 여성 면접관, 필요한 경우 통역관이 있는가 ?
(아동난민의 경우 필요한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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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 첫 번째 신청이 거부된 경우, 공식적인 항소제도가 있는가 ?
· 일차심사기관이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항소를 심사하는지 ?
· 비호 신청인이 항소 절차를 체류의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호 신청
인은 자신의 이의제기가 체류 중인 동안 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

2. 출입국항(공항, 항만 등)에서 난민신청기준에 관한 매뉴얼
- 매뉴얼에 따른 난민신청 회부결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할 것임.
- 지금까지의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난민신청 사유를 지금까지 기각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 가이드 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난민 관련기준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근거를 갖지 않은 자의 난민신청은 1951년 난민협
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러한 신청은 관련국의
부담이 난민인정을 요청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진 선의의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UNHCR도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을 권고하고 있음)

3. 난민지위의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고 혹은 남용적이라는 결정의 실제 성격, 신
청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그러한 결정은 적절한 절차상 보장을
받아야 함.
- 특정 유형(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의 신청은 약식절차(재심절차 포함)를 마련하
여 함. (예컨대 사적인 분쟁으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등 약식결정절차 마련이 필요)
- 사법심사 요청 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 중지되지 않는 방안
- 난민신청 기각결정 후 재신청을 금지하거나 안전한 제3국으로 이송되는 경우 난민신
청을 금지하는 방안
- 이 경우는 기각결정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의 입증과 발생한 경우에는 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함.
-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신청을 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나온 날
부터 해당 외국인이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4. 난민신청과 심사 단계에서 개선
- 난민신청과 심사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다루는 것은 인권 시각에서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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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불법체류, 이주의 차원에서 판단하기 쉬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인권보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처나 기관(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난민심사 단계에서도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질적 양적 심사가 심
도 있게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현재 난민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이
러한 상황이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난민심사 위원들의 인권과 난민 문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장래에
는 난민출신 위원(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이 나올 필요도 있음.
- 장래 난민재판만을 전담하는 난민재판소를 구상할 수 있겠음.

5. 난민과 박해의 정의의 추상성과 확장성
- 국제법상 난민과 박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오히려 자세
히 정의내리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민의 유형과 박해를 수용하고 확
대 해석·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 발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원의 난민정의의 연구와 해석방법이 앞으로의 관건이며
난민인정에 핵심으로 볼 수 있음. 사법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난민정의와 박해의 개
념이 마련될 수 있음.

6. 보완적 보호제도 : 냉전시대 난민사유에서 21세기 난민사유의 다양화 수용 필요
- 한국은 현재까지 (협약) 난민 인정 외에 일률적으로 한 가지 지위 (인도적 체류지위)
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를 보다 다양한 개념으로 세분화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UNHCR규정 상 난민정의에 의한 ‘위임난민’(mandate refugee) 인정
- 현지난민(refugees sur place) 고려
-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한 ‘고문을 받지 않을 자’ 개념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한 인도적 지위
-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및 사회
권규약에 근거한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인도적 체류‘, 혹은 ’임시보호
'를 부여.
- 지역협약 고려: 아프리카통일기구(OAU)협약(제1조 1, 2, 3 항)을 참고하여 ‘전쟁 난민’
개념. 남미카타헤나 선언에 언급되는 난민정의를 존중하여 인도적 체류 허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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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적 박해(예컨대 여성할례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인도적 체류에 준하는 관
련 개념을 마련할 필요. (EU의 경우는 다양한 인도적 지위 개념을 두고 있고 이를 시
행하고 있음. 예컨대 사형이 있는 국가로는 돌려 보내지 않을 ‘사형을 당하지 않은 자’
개념 등)

7. 난민의 사실심사
- 기본적으로 신청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심리는, 서류
등의 문서는 변조,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 변론절차는 모
든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함.
- 디지털을 이용한, 관련법제도, 법적 쟁점,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보험료, 변호사비용 및 성공보수 약정금 등 소송비용 재원조달 필요성.
- 취약계층인 난민에 대한 찾아가는 사법(wheel of justice) 을 실현 가능성.
-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난민신청 준비에 시간이 걸리거나, 정신적 충격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준비가 불가
능한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조건에는, 엄격한 기한을 준
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 심사 보다 실질적인 요건 심사에 주력하
는 유연한 법적 장치가 필요.
-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에서 입증책임은 형사사안과는 달리 신청인과 심사기관이 분담하
도록 되어 있음.
- 법원만이 가지는 권능의 최대한 활용으로 사실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
가 있을 수 있음

8. ‘의심스러운 이익부여’
- 물증에 의한 형사범의 유무죄 판결과는 달리(이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유추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반증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난민협약 1조 난민정의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합리적
인) 근거가 있는 공포”(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조합)의 해석문제로 귀결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의 가능성을 일부 국가 법원에서는 50%, 일부에서는 10%라
도 되면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case by case 식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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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가능성’, ‘의심스러운 이익 부여’원칙 혹은 ‘충분한 근거’를 담당 판사가 어떠한
해석방법론으로 해 나갈지 판례의 귀추가 주목됨.
- 사법심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하는 제도를 둔 국가는 오래된 난민인정관련 노하우와
경험, 난민판례의 축적, 판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아
직 난민인정 경험이 짧고 난민인정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신속제도
마련(제출기한 축소, 결정기한, 변론 없는 결정사안 등)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문제임.
끝으로 “좋은 재판관은 좋은 재판”이라는 법언을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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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 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1. 들어가며1)
김종철 변호사님의 난민재판과 난민보호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재판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절차적·실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구조적인
개선 논의에 앞서 해결될 필요가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난민사건에서 증명방식과 관련하여 기초주의와 정합주의를 대비하여 분석적
으로 고찰하신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앞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발표 자료를 토대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난민재판의 절차적인 개선 방향
가. 당사자신문
1) 현황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실무는 다소 변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난민재판 담당 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2) 결과, 당사자신문 운용과
1) 이 토론문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필자의 동의 없이 토론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난민사건이 비교적 많은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
법원에서 2016년에 난민재판을 하였거나 2017년에 난민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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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출석한 당사자의 경우 거의 모두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였지만
(31.8%), ‘대부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응답(27.3%)과 ‘사건별로 나누어 일부만 진행한다’는
응답(25.0%)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에게 여러 사항을 물어본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으로 당사자신문을 하
지 않더라도 변론에서 원고에게 질문하고 그 진술의 요지를 변론조서에 정리하여 기재하거
나 녹음하여 녹취서를 변론조서 일부로 삼는 등 융통성 있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선점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고 주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난민사건의 특성상 당사자신문은 유효적절한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
률적으로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건을 유형화하
여 차등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먼저 원고가 난민일 가능성이 있거나 난민면접조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신문을 시행하고, 단문장답형 신문을 통해 당사자가 박해 사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한 후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② 다음으로 난민일 가능성이 높
지 않거나, 난민면접조서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변론절차
에서 구술심리 원칙에 맞게 원고 주장을 진술하고 답변하도록 하되, 문답 내용의 취지를 변론
조서에 기재하거나 녹취서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원고 주장 자체로 난
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근거 없는 난민신청의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
본인 진술서 제출을 권유하여 청구원인과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등을 대조해 본 다음
변론기일에는 그 진술의 일관성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소송구조
1) 현황
종래에는 난민사건에서 소송구조를 폭넓게 인용하였으나, 사건의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 원고 승소율이 극히 낮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소송구조 요건
을 충족하는 사건이 많지 않아 최근에는 소송구조 요건을 일반 사건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3)
를 하였고, 그중 41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3) 다만 법원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비용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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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 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난민사건의 소송구조 운용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많기는 하였지
만(45.7%), ‘난민사건 중에서 명백하게 이유 없는 사건이 아닌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구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28.3%)과 ‘변호사 보수는 어렵더라도 인지대
나 송달료 등 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소송구조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13.0%)도 상당수 있었다.
2) 개선점
당사자 본인에게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 등 법률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신청
을 적절하게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구조로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됨으
로써 재판부로서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
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소송구조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난민사건 소송구조 예산이 2017년부터 일반회계로 분리 편성되어 탄
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정한 요건 아래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비
용만 소송구조하거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소송구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4) 보다 객관적
인 관점에서 소송구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인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통역
1) 현황
과거에는 통역인의 제한적인 언어능력과 부족한 통역기술로 인해 신문사항과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신문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절차 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통역인이 신문하고, 대신 답변하기도 하는 등 통역인의 역할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5)
그러나 최근에는 통역인에게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통
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통역인6)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 김성수, “한국의 난민: 난민인정절차&난민심판원 토론문”,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 포럼, 법
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7. 6. 19. 지정토론), 81.
5) 이지은,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14
권 제1호 (2012), 219-220. 이지은 교수는 두 개 재판부에서 있었던 10시간 30분 분량의 원고 본인과 증인
신문 통역 녹음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는데, 수집 자료에는 총 10명의 통역인이 6개의 언어
로 통역하였다.
6)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각급 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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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동하겠다는 통역인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경력 사항
등에 비추어 통역인의 자질과 중립성에 특별한 의심이 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가 소
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해당 언어의 통역인이 존재
하지 않아 통역인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동한 통역인을 통역인
으로 선정하고 있다.7)
2) 개선점
통역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평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수 언어의 통
역인 pool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어느 정도 다양한 언어별로 양질의
통역인 후보자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지방에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소수 언어의 통역인
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통역인이 서울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에서 전문적이고 중립적
인 통역인 선정이 곤란할 때 영상 통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행정법원에서 영상 통역이 가능한 통역인을 선정한 후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서
울행정법원의 공간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는 것이다.

라. 그 밖의 절차적인 문제와 개선점
판결서가 소송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등 제도적인 면이나 다른 외국인 사건과의 형
평상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난민사건 판결서 공개는 일
반 사건의 판결서 공개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리의 비공개는 난민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비공개 결정 여부에 대
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안내 후 신청이 있으면 결정하는 방향으로 실
무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무분별한 채택 문제보다는 회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회신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내용에 좀 더 신
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부, 법무부 등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유엔난
민기구나 민간단체 등에 사실조회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비록 위 예규는 형사사건용 예규이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예규에 따라 매
년 초 통역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후 재판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
하고 있다.
7)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의 이해(개정판) (2013),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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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재판의 실체적인 개선 방향
가. 행정청의 난민인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
1) 최근의 입법안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심사관이 난민법의 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난민신청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8)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난민인정심사에 적용하도록 규정
한 것으로 비록 난민인정심사의 성격이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기는 하지만, 난민심사관이 행
하는 면접, 사실조사 등이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작용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9)10)
2)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과거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은 정부의 거의 전적인 재량행위라고 보아
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나,11) 2000년대 이후에는 법원에서
행정청의 신속한 절차 운용과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할 진정한 난민의 권리 사이에 긴장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12) 특히 2015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구금된 비호신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심 행정심판소 이민·비호 심판부의 신속절차 규정(Fast Track Rule)13)에 대
8)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85, (2016. 6. 21.) [계류 중], 1-2, 5, 8.
9)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제385호) 검토보고”, 대한민국 국회 (2016. 11.),
8-10. 다만 검토보고서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수집한 증거’라는 표현은 난민인정심사의 성격에 맞게 ‘조
사한 사실’로 수정하고, ‘난민심사에서’ 이를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적용의 배제가 필요한 상황을 한
정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10) 위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수사의 유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한 증거법칙이므로 신청자의 증명책임 아래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인정 여
부를 판단하는 난민인정심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11) 과거 영국의 로드 데닝(Alfred Thompson Denning) 판사는 추방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정치적 비호신
청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치적 비호자에 대한 비호국 정부의 비호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사람(proper person)은 내무부장관이고, 그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Ali(DM) v
Immigration Appeal Tribunal [1973] Imm AR 33].
12) Robert Thomas, “The Impact of Judicial Review on Asylum”, [2003 Autumn] P.L. 479,
480-481.
13) The Tribunal Procedure (First-tier Tribunal) (Immigration and Asylum Chamber) Rules 2014
Sch. 위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근무일 내에
제1심 행정심판소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상대방은 행정심판청구서 부본을 받은 때부터 2 근무일 내
에 관련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심판소는 상대방이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한 날부터 3 근무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해야 한다. 제1심 행정심판소는 심문을 진행하여 종결한 때부터 2 근무일 내에 결정하거나,
이유가 기재된 결정문과 불복할 수 있는 권리, 기한, 행사 방법 등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 근무일 내에 상급 행정심판소에 불복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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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반 불복절차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기한을 단축하고, 사건 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4)
한편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110
조 제2항은 불복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출신지정국(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DCO)15)에서 온 자에 대하여 이민난민심판원(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난민보호과(Refugee Protection Division) 결정에 대하여 난민불복과(Refugee
Appeal Division)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방법원은 출신지정국
에서 온 자에 대한 불복 심사 제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16)
3) 개선 방향
난민신청자가 행정청에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정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정한 불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
가 있다. 불복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행정청의 난민인정절차를 사법적 통제의 관점에서 면
밀히 심사하여 행정청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영국의 사례
에서 법원의 판결 후 구금절차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고 전에 비해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
는 지침이 마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증명방식과 증명의 정도 -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몇 가지 사례
가)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누60951(확정)
- 수단 소수민족 출신으로 반정부 단체의 학생 리더로 위 단체에서 활동하여 교도소
에 감금되고, 가족들은 정부에 의해 사망 또는 형사처벌 등을 당하였으므로,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전체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국적국 정황을 설시하면서 원고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
14) Detention Action v First-Tier Tribunal(Immigration and Asylum Chamber) & Ors [2015] EWHC
1689 (Admin). 2015. 7. 2.부터 신속절차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었고, 이후 영국 비자 이민청(UK Visas
and Immigration)이 2016. 8. 1. ‘구금 사건에 관한 임시 비호 정책 지침(Interim asylum policy
guidance on cases in detention)’을 발간하여 현재는 위 지침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15) 출신지정국 제도는 2012. 12. 난민보호과 규칙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민권·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장관이 각 국가의 난민신청자 수, 인정률, 인권지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국가를 난민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인권지수가 높은 국가로 지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출신지정국에서 온 신청자들은 신속한 심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16) YZ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5 FC 892, 387 DLR (4th)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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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원고가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입국하였거나 면접 당시
단체의 약칭을 잘못 진술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나)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0698(상고심 진행 중)
- 우간다 국적의 양성애자로 우간다에서 양성애 혐오 분위기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
거나 사인에 의하여 강간, 폭행 등을 당하고서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귀국 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
- 제1심에서는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원고의 동성애 행위 및 그 사
실이 밝혀진 경위, 경찰 조사 등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거주하던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우간다에서의 양성애자 상황을 국가정황자료(COI)를 통해 자
세하게 분석하고, 원고의 양성애자로서의 활동 내역과 심신 상태, 면접 조사 당시 진술 내
용과 제1심법원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비하여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면접 조사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난민신청인의 상황, 기억력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안정되게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다)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단3512 판결(항소심 진행 중)
- 가나에서 정치 활동을 하던 중 납치되어 감금된 채 구타와 협박을 당하다가 탈출하
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피지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귀
국 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
- 원고가 자신의 정치 활동과 박해 경험, 탈출 이후 한국으로 도피하기까지의 전체적
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원고
의 설명은 납득할 수 있다고 판시함. 원고가 한국에 입국 전 머물던 나라에서 난민인정신청
을 하지 않은 것과 한국에 입국하고서 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5년 5개월간 불법체
류하다가 비로소 난민인정신청한 것에 대한 원고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더라도 박해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아직까지 국적국의 보
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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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행정법원 2017. 8. 9. 선고 2016구단63517 판결(확정)
- 요르단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등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주장
- 난민면접조서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직장전출명령서, 유튜브의 요르단 집회 촬영 동영상, 요르단
민영방송 뉴스 영상, 원고의 집회 참가 사진 등)가 있으며, 일부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
이는 것은 난민면접조서에 원고의 진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점, 요
르단의 국가 정황상 반정부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정치적 박해에 관한
우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2) 증명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특히 독일법의
‘고도의 개연성(hohe wahrscheinlichkeit)’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전제로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거나, 영미법계의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한 원칙이 적
용되어 더 많은 가능성, 즉 50% 이상이 요구된다.17) 그러나 난민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이 적용되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듯하다’는
정도이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18)
그러나 일반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가 달리 적용되는
난민사건에서 이를 완화하여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원고의 진술에 신빙
성이 있는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지 개별 사건에서

17)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제202조에서 대륙법계의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대륙법계에서 보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인지, 영미법계의 증거의 우월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증명 정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민수,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접근”, 인권과 정의
제388호 (2008. 12.), 82-100 참조.
18) 주요 선진 국가도 ‘합리적 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INS v. Cardoza-Fonseca
사건[INS v. Cardoza-Fonseca 480 US 421 (1987)]에서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more probable than not)’의 기준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고 하면서 50%
이하의 가능성이 있어도 박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합리적인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을 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최고법원은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Sivakumaran 사건[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Sivakumaran
[1988] 1 All E.R. 193 (H.L.)]에서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chance)’, ‘진지한 가능성(serious
possibility)’, ‘가능한 합리적 정도(reasonable degree of likelihood)’ 등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호주 연방최고법원은 Chan v.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사건[Chan Yee Kin
v.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1989) 169 CLR 379]에서 50%의 가능성보다
낮은 가능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가능성인 ‘현실적 가능성(real chance)’을,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Adjei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사건[Adjei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89] 2 F.C. 680 (QL)]에서 종전의 ‘개연성 형량(balance of probability)’의 기준에서 벗
어나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chance)’을 각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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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3)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영국 항소법원은 2000년 Karanakara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판결19)을 통해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장래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단일하고 복합적인 판단 기준의 일부이므로 양자 모두 ‘합리적인 정도의 가능성’이라는 기준
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한 사건의 사실관계들은 별개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 위 판결에서는 결정권자가 미래 위험을 평가할 때 고
려할 증거의 유형을 ① 확신할 수 있는 증거, ② 아마도 진실일 것으로 생각하는 증거, ③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빙성(credence)을
부여하는 증거, ④ 전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증거로 분류하면서, 민사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③ 유형의 증거를 비호사건에서는 반드시 배제할 의무가 없
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그 판단의 요소로서 난민신청자의 태도(demeanor), 정직함(candor), 난민신
청자 또는 증인의 반응(responsiveness of the applicant or witness), 난민신청자 또는
증인 진술의 상당성(inherent plausibility of the applicant's or witness's account), 난민
신청자 또는 증인의 서면진술과 구술진술의 일관성(consistency between the applicant's
or witness's written and oral statements), 그러한 진술 사이의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of each such statement), 그와 같은 진술과 기타 기록 증거와의 일관성
(the consistency of such statements with other evidence of record), 진술의 부정확
성 또는 거짓(inaccuracies or falsehoods in such statements) 등을 제시하고 있다.21)
4) 개선 방향
난민재판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은 일반적인 증명과 달리 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 다양한 주·객관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총체적·동적 성
격을 가진 개념인 점, ② 난민신청자인 원고는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것이든, 과거의 박해
사실에 대한 것이든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증거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점, ③ 신청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
19) Karanakara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0] EWCA Civ. 11.
20) 이희정, “영국 난민재판제도의 시사점”, 서울행정법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 –, 서울행정법원 (2013. 9. 6. 발표), 152.
21) INA § 208(b)(1)(B)(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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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가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즉 박해의 잠재적 위험이 검토되
는 것이고, 그 과정은 예측을 수반하게 되는 점, ④ 물리적인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
록 작은 것이나마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거는 유의미한 것으로 그 사실 판단의 핵심을 이루
게 되는 점 등의 특수성을 띠고 있다.22)
난민법 제9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
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청에 소극적으로 신청자가 제
시하는 증거를 평가하는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난민신
청자인 원고의 증명책임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23) 따라서 난민재판에서도
증명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
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통역 문제, 난민신청자의 정신적 고통과 장애 상태, 문화 차이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인의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대하여 유연하
면서도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접근이 요구되지만,24)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
여 추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별
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간접사실을 정리하고, 매년 사례들을 종합하여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지침 소개
난민재판은 난민법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등 여러 법률을 국제인권법
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사법통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은 난민신청자들이 행정청의 난민인정심사에서
제대로 된 실체 판단을 받았는지,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운용되었는지를 재판을 통
해 심사하고 적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난민인정 시스템 전반을 향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는 2017. 5.
22) 황필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0. 8.),
92-96.
23) 황필규, “난민인정의 기준과 절차: 신빙성 판단을 중심으로”, ｢2016년 난민법률지원 심층교육｣프로그램,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2016. 12. 3. 발표), 21.
24) 황필규, “난민인정의 기준과 절차: 신빙성 판단을 중심으로”, ｢2016년 난민법률지원 심층교육｣프로그램,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2016. 12. 3. 발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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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들(Principles on the Role of
Judges and Lawyers in relation to Refugees and Migrants)’을 정립하였다. 위 원칙
들은 총 17개의 원칙과 각각의 원칙에 대한 해설(commentary)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원
칙 가운데 ‘국내 사법부와 국제법(national judiciaries and international law)’ 중 제14
내지 16 원칙은 국제법을 적용할 때 염두할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서 약간은
낯선 부분도 있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토론문을 마치기로 한다.

��.� 판�는� 국제인권법�� 난민법�� 국가에� 적��는� 기준에� ��� �고� ���� 한다.
판�는� 국가�� 기관(���a�� ��� t�e� State)���� 국제법에� ���는� 판��� 작위(또는� 부작위)
가� 국가�� 하��� 국제법�� ���� 위반하��� 하는� 결��� ���� �� ���� ���� 한다.
���� 판�는� �신�� ��� 결정�� 작위�� 부작위가� 국가�� 국제법�� ��에� ���� 부합하
는지� �인하��� 한다.
��.� 판�가� ��적��� 국제인권법��� 난민법�� 위반하는� 결�가� ���� �� �는� 국�법�� 적
�하지� 않기� 위��� �법��� �정부� ��원��� 정기적��� 난민�� ��민에�� 적�� 가능
한� ��� 법�� �칙�� ��하고� ��한� 경우� �정함���� 국�법� ��가� 국제인권법�� 난민
법�� 국가�� ��에� ���� 부합하��� ��� 한다.
��.� 판�가� 국�법�� 적��� �� 국가가� 국제인권� 또는� 난민법�� ���� 위반하�� �� �� ��� 국
�법�� 국제법� ���� ��한� ��에� �한� 경우에� 판�는� ��� �법적� �단�� 기술�� ����
���� ��하�� ��적� 위반�� ���� 하는데�� �는� ��� 기술�� �법� 원칙�� �제� �� 기준
�� ��하는� ��� 포함한다.
만�� 판�가� 국제법� 적��� �가�한� 결�가� (국제법)� 위반�� ��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판
�는� ��� �인�� ��� ����� 정부에�� ���� ���� 하며:
� � � � (�)� �법적� 작위�� 부작위가� 판��� 하��� 국제법�� ��에� ��� ���� ����� 하는� 경
우�� 판�는� ��한� 작위�� 하는� ��� ��하��� 부작위�� �만���� 하고�� ���� 하
는� ���� ��하��� 한다.
� � � � (�)� �법적� 작위�� 부작위가� 국제법�� ���� ��하지는� 않지만�� 국제� 인권��� 난민법� 위반
�� ��하��� 위반에� 기�함에�� 판�가� ��한� 작위�� ��하��� 부작위�� �만�지�
않는� 경우에는�� 판�는� ��한� 판결�� 결정�� ��에� �신�� 작위�� 부작위가� 국제인권� 또
는� 난민법�� 위반한다고� �지만� ��에�� 국�법에� ��� �가�하�� ��한� 결정�� ���
��에� �다고� ��다는� ��� ��하��� 한다.� �� 경우에는� ���는� �인�� 국��� 국
제기관에� 제기한� ��� 신청(appeals)�� ��� �인� ��� ��� �인�� ���� ��하기� 위
하�� ��� 판결�� 결정�� ���� ���� �지�� �� �는� ��� 권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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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난민재판과 난민보호
토론문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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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소송을
통한 구제의
감소

난민인권센터홈페이지

2

당사자들에게
난민소송이 가
지는 의미
 나에게주어진“마지막기회”
 청문의기회를보장받을수있는절차
 판단의결과 판결문 를받아볼수있는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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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1. 당사자 본인신문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전문적이고중립적인통역인이부족한문제
3. 소송구조의 원칙적 거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4. 대사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판결문에 대한 통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음

4

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
개선

당사자 본인신문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

-당사자 본인신문







• 면접조서에서의 본인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고있고심에서충분히진술할수있는기회
가없어항소심에서변호사조력을받으며본인
신문을신청하였으나거부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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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 당사자 본인신문

난민사건을 다루는 법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

로인정될만한위협등이있었다는구체적인사
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
렵다는점을인식하여야함


•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처한 박해상황을 증명하
기위하여본인의진술에의존하는경우가많음

난민재판의이해

6

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 통역의 중요성

판사는 난민신청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통역에

대해우려를표하지않는지에대해주의를기울
여야함
• 특히젠더 개종 종족분쟁관련폭력과연관된
신청에서더욱그러함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유능하고 중립적
인통역인을접할수있게해야함
• 신청인이 소수언어나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고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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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소송구조

-는 아내와자녀둘을키우는가장이자 난민신청자이다



우리가족소송할수있는건가요"

한 달에 백만원 남짓 버는 돈으로 네 가족이 먹고 입는
것도어렵건만난민신청에대한소송을진행하려면법원
에서가족단위소송이되지않는다고한다즉가족구성
원한명한명에대한소송을진행해야해서신청비용만

만원이든다는것을알게되었다부끄러움을무릅쓰
고여기저기에돈을빌리러다녔지만주위사람들사정도
다매한가지였다결국-혼자서만소송을진행했고다른
가족들은소송을진행하지못해미등록체류를할수밖에

없었다결국미등록체류를하던아내가구금되었고아
이를볼수있는사람이없어아이명도함께구금되었다
8

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대사관 조회




$는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저항하며 정권의 부패와 무
능 독재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반정부 활동가이다 $는
박해의위험을피해한국으로입국하였고난민신청을하
였으나불인정결정을받았다법원에소를제기하였는데

$가 증거로 제출한 체포영장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재판장이적극적으로본국대사관에사실조회를해보
도록권유하였고피고를통해본국대사관에사실조회를
하는과정에서$가한국에난민신청을한사실$의난민

신청사유등이공개가되었다

$가 여권이 만료되어 난민신청자임을 밝히지 않고 본국
대사관에전화를하였는데본국대사관에서$에게한국

에난민신청을한사실이맞냐물으며$에게“당신은본
국의명예를더럽혔다”고협박조로$를비난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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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난민법제조 인적사항등의공개금지 

- 대사관 조회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
에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10

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모든난민사건을단독판사관할
재판이일반에공개되어있는점
재판을준비할기회가충분히제공되는가
절차에대한접근권절차에대한충분한안내
부족한점
해명내지반박의기회제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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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재판의 공개

취약한신청인 가령/*%7신청인 의경우특히공
공연하거나 은밀하게 위협적일 수 있는 상황을 피
하기 위해 비밀리에 심리를 여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부적절하거나공격적인반대신문은희롱위
협또는굴욕을피하기위해제한되어야한다

12

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절차에 대한 접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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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 진행과정
의 문제와 개선
-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제공

난민신청자의진술을평가할때진술의일관

성등이결여되었다는이유로곧바로그진술
을신뢰할수없다고평가할것이아니라위
와같은문제가통역과정에서생겼을가능성
언어감각과상식의차이에서생겼을가능성
난민특유의심리적인혼란이나기억의한계
에서생겼을가능성이없는지등을충분히고
려하여야하고난민신청자에게해명내지반
박의기회도충분히제공하여야할것이다
서울행정법원난민재판의이해면
14

난민재판 진행과정
의 문제와 개선
-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제공

• 중요한증거이면서모순되거나혼란의여지가있
고신청인주장의핵심요소를저해할가능성이있
는증거에대해서는모든난민신청인에게반박하
거나해명하거나그모순성을줄이는상황을제시
할합당한기회가주어져야한다
앨런맥키난민및보충적보호신청에대한신뢰성평가


• 난민신청인 원고 의신뢰성에대해문제를제기
하는본국정황정보가입수된경우가장적절한
대응은난민신청인에게해당증거를제시하고그

에대한의견을요청하는것그리고필요시심리
를재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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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난민신청자는많은경우심리적으로매우위축되어있고
한국의사법시스템에대해익숙하지않고출신국에서의
경험또는박해위험등으로인해정부당국에대해두려움
을가지고있음

• 과거의경험때문에본국의기관에두려움을가지는사람

은다른기관에대해서도두려움을가질수있다이러한
신청인은자유롭게이야기하면서자신의사건을충분하고
정확하게설명하는데에두려움을느낄수도있다 난민지위
인정기준및절차편람제항 




16


난민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 난민재판의절차보장은난민신청자가재판을받을권리를
실질적으로누릴수있게하고그과정에서존중받으며

공정하게재판절차에참여할기회가보장된다는사회적
의미를가짐

• 난민신청자가결함이있거나부적절한절차로인해자신
의주장및이를뒷받침할증거를공정하고타당하게제시
할기회를얻지못하는경우진술의신빙성평가는근본적
으로오류가있을수있다
앨런맥키난민및보충적보호신청에대한신뢰성평가

17

토론문

103

> > >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기타 난민재판
의 문제와
개선
- 면접조서

난민재판의심리의대상및판단의자료

•

당사자본인신문면접조서등진술

•

당사자본인신문의중요성

•

면접조서의증거능력및증거력


같은국적의난민신청자들의난민소송을대리하는변호사%는조력
하는과정에서의문점을발견했다특정통역인이통역에참여한면

접에서 작성된 면접조서에서 모두 진술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
던점이었다

난민신청의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라는 취지 난민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거짓이었다는취지의진술이적혀있었고난민신청자들에게

확인했을때그러한진술을한적이없었다고한다면접조서에본
인의진술이그렇게기재된것조차모르고있었다

면접의녹음또는녹화는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고재판과정에서
오로지본인의진술만이심리의대상이된상황이다

기타 난민재판
의 문제와
개선

18

발제문면 
난민정의와무관하거나부수적인진술의불

일치를가지고쉽사리난민신청자의진술의
신빙성을부정해서도안된다불법적인입국
과안전한제국경유합법적인출국지연

된난민신청경제적인입국목적이박해의실
제적인가능성과양립할수없는것이아니기
때문에입국과체류나출국등에관한것으로

난민신청자의진술의신빙성을쉽사리부정
적으로평가해서는안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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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난민재판
의 문제와
개선

“원고는 (중략)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피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략) 산업연수(D-3) 체
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난민인
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업하여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중략) 상태
에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20

그 밖에..

2012두143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룬궁 수렦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파
룬궁 관렦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
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귺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렦한 적극적이
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귺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
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략)
파룬궁 수렦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파룬궁

관렦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내역이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
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앆할 때, 파룬궁 관렦 옥외집회
에서 질서유지인, 연락책임자로 신고되었다거나 파룬궁수렦생 평화대청원 등 행사
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
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4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귺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4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렦 활
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원고 4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
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귺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1

토론문

105

> > >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그 밖에...
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

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
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
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귺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귺거 있는 공
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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