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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4기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
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나 인도적체
류자의 처우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들은 총 300명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과 관련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지만 지난 -0,.년, 난민인권
연구회의 일부 단체들과 한 언론사가 난민인정자 ,00여명을 추적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의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던 사”이 생존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 응답자 중 절반
에 가까운 이들이 난민의 처우가 나은 제 .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안▲깝게도 현실은 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워도 없습니다) 난민인
정자는 달랑 -장 분량의 s안내문t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난민 처우를 전
담하는 .명의 사무관이 있지만 재정착난민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는 뒷전이
되곤 합니다) 최근까지도 재정착난민에 대해 실무협의회가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난민인
정자의 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난민처우협의회는 그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0,2
년 한 해 동안 31명의 재정착 난민을 위해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용한 것과는 달리
300명의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
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단체 」동의 과정에서도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s신
청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s을 살며 ,-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요하는 단순노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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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곤 합니다) s이대로는 안 되겠다s ③어 삶의 다음단계를 위한 도약을 시도하
다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하기도 합니다) 모든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단절되어 노숙을 하게 되
는 경우도 있습니다) u한국에 온지 벌써 ,0년이 되어가는데도 답이 없다) 난민전문가로서 이런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을 해 달‘v‘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한
사”, 한 사”의 삶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하며 봉착했던 어려움은 연구 주제의 범주화입니다) 삶의 권리는 넓은 바다와
같고, 난민인정자를 위한 정책은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주제의 연구
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현존하는 처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모아 범주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도출된 ,- 개의 주제는 연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 각각 정보제공, 언어, 행정적 조치, 주거, 건강, 노동, 귀화, 가족,
아동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
러 권리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대회와 자료집 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법무법인 한결과 국가인권위
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난민인권연구회 ,.명의 동료 」동가
와 한국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난민인정자 300명의 존엄한 삶에 대해서도 연대와 존경의 마
음을 전하고 ③습니다) u한국에서 난민인정자의 삶은 돼지만도 못하다v던 한 난민인정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이 사”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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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정보제>의 필요성
난민인권센터 이 슬

1. 난민법이 정하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그 한<
난민법은 제.0조 이하에서 난민 인정자의 처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매
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위의 조항들이 얼마만큼 인정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인정자 개별의
사례에 대해서 정부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는 방식으로 인정자의 대상
여부를 가늠해왔다) 이런 상황이니 더욱이 난민 인정자는 스스로 사회보장서비스에 접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본 보고대회를 통해 인정자의 처우 중 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
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성
(1)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서비스1와 난민인정자의 이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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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자에게 주어지는 안내
난민 인정자는 난민지위 인정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법무부가 배포하는 <난민 인정
자 처우 안내문>3을 받는다. 이 안내문의 내용은 법무부가 발간했던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난민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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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 두 쪽의 안내문은 최소한의 정보이며, 그마저도 난민법의 처우 관련 조항을 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위 1)의 표에서 서비스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들도 빠져있다.
안내문의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인정자 중 한 명은
“난민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난민 인정자의 권리 또는 난민 인정자에 대
한 지원 사항에 대해 고지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난민과에서 서류만 받고, 체류지 출입
국에 가서 F-2로 변경하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대답했고, 또 다른 한 명은 “2012년도에 (본
인이) 인정받았을 때는 문서를 받은 기억이 있으나, 2015년도에 아내가 인정 받았을 때는 이
런 문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해당 직원의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난민 인정자로
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 목록을 안내해주었다”고 답한 인정자도 있었으나, ‘목록이 이러하
다’라고 안내 받은 정도였다.

3) 사회보장 서비스에의 실질적 접근성
난민인정자들은 <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처우와 사회보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간략한 정보라는 한계 때문에, 안내문을 받아
보았던 인정자들은 “축약된 내용으로만 나와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모두 인터
넷을 통해 직접 검색해야 했다”는 공통적인 응답을 내 놓았다.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
련 NGO나 인터넷, 먼저 한국에 정착한 이주자들, 교회 또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인정자들은 안내문의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실생
14

활에 적용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지원이 가능한지) 난민실 담당직원도 몰라서 인터넷, 난민지원단체에 방문하여 문의했다”
는 응답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이 난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규정집을 가져와 찾아보고 난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신청을
해 주었다”는 인터뷰 응답은, 아직 난민 인정자를 사회보장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한국의 현실을 드러낸다. 1)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필자는 매번 해당부서 상담
원/직원에게 ‘난민 인정’이 어떤 의미이며 난민법에 인정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적혀 있는
지를 설명하여 답변을 구해야 했다. 심지어 공식 상담센터나 해당부서를 통해 ‘난민인정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은 서비스인데도, 실제로는 해당 서비스를 받은 난민인정
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난민인정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 그렇지않다.
1)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난민 인정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다언어지원이 되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언어 지원이 되는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 결혼이주민이 주된
대상자인 한국의 특성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서비스 적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은 서비스도 있었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접근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실제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에 난민 인정자가 포함됨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
놀라기 전에, 가능한 서비스의 목록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난민 인정 이후에 인정자들은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지도록 만들어감과 동시에 ‘실제적인 정보제공’부터 발걸음을 떼야 한
다.
난민 인정자의 처우는 법무부가 맡아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은 충분치 않고, 이를 대체할 서
비스 총괄부처도 없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정
보제공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하고 있다.
난민인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와 유사하기에 기존 다누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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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통합 검토가 가능하다.4 단, 통합할 경우 난민 인정자를 위한 별도의 항목과 추가 언어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난민법 제 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관계법령
의 정비, 관계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던 처우, 사회정착지원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담 주무부처와 적극 협력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기관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어떻게 소속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생계는 어떻게 이어
갈 수 있는지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인터뷰 응답 중에서)” 난민 신청 후 이미 몇 년
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에도 이러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자에 대한 정착지
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들의 본국귀환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난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본국의 열악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기약이 없을 때가 많다. 난민 인정자를 오랫동안 함께 할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인터
뷰 응답 중에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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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인정자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언어장벽의 어]움
이유민 %에■팜므&

1. 문제점
난민인정자0들을 대상으로 언어%여기서는 통번역, 한국어 교육& 관련 모니터링 인터뷰를
진행했을때 드러났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난민지위 인정 후 일상 속 언어 장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발생하였다)①
정부기관%난민실, 출입국사무소, 법원 등&이나 지자체%읍사무소&와의 언어장벽, 서류 이해
의 어려움
② 의료 %특히 작은 병원에 영어구사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
~ 기▲ %운전면허시험1, 통지서나 고지서, 취업, 음식재료 알아보기, 길찾기 등&
이러한 난관을 맞닥뜨렸을 때, 난민인정자들은 주로
① 지인에게 도움 요청 %한국인 친구들, 변호사, 」동가 등&
② 바디랭귀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즉, 난민인정자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부서 담당자나 직원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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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통번역서비스에 대해 알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지 %다누리
콜센터, 다산콜센터, WWW ■리아, 다문화가족센터 이용 등&v에 대해서는
① 잘 알지 못함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음 %이유5 서비스 세부 내용을 몰‘서, 한국어 능력이
충분히 향상된 후에야 알게 되어서, 전화통역 자체가 실용적이지 않은것 같아서 등& 이렇
게 두 가지의 응답을 받았다)
%.& 한국에서 정착q생」할 때 어떤 통,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지2에 대해서는
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때
② 법률/의료지원) %s법률t에 체류, 취업, 사업 등의 정보도 포함&
~ 공문서 내용 이해 %한국어로 된 내용을 그냥 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전체 혹은 부분적
으로‘도 번역된 내용을 제공하면 좋겠다& 등이었다)

%/& u한국에서 받을수 있는 언어교육 서비스v를 제공하는 기관q프로그…으로는
① 사회통합프로그…%ECCJ&
② 다문화센터, 글로벌센터
~ 민간 지원%난민지원단체, HAI, 교회 등& 등이 언급되었다)
%0&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답변은 각각 다음과 같
았다5
① 한국어교육5 교육 프로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일하는 사”들을 위해 다양한
장소와 시간, 레벨별로 마련되면 좋겠다)
②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교육5 주로 가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편3이나, 모국어를 배
울수 있는 프로그…이 정부, 혹은 비정부기관을 통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 기▲5 영어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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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인정자들이 언어교육을 이수하는데 존재하는 장애물로는
① 내용 %결혼이주여성에만 특화4, 난민의 특수성이 고려된 프로그…의 부재&과
② 접근성 %생계에 필수적인 업무 일정과 엇갈려 일요일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장소와
자택 간의 거리& 등이 제시되었다)

2. 관련정책
(1)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사회통합프로그…%이하 sECCJt&은 법무부 산하의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
그…으로, 이민자의 국내 생」에 필요한 한국어q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할수 있게
하는 프로그…이다,0) 인터뷰에 답한 난민인정자들이 ECCJ에 대해 알고, 프로그…이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만한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우선 ECCJ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인 신청만을 받고 있고, 신청 과정 등의
세부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이는 난민인정자 각 개인의 한국어 능력이나 온‘인
서비스 이용 정도 등에 따‘ ECCJ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될수 있다)
둘째, 난민인정자들은 난민신청단계 등에서 이미 ECCJ 외의 다른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먼저 접하거나, 난민인정 후에도 ECCJ의 고정된 일정보다는 본인에게 적합한 시간과 수
업을 찾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귀화를 고려하는 이주민과 난민인정자들에게는 ECCJ 이수가 필수적이다) 이
런 경우 한국어 수업의 진도가 강사의 재량에 따‘ 매우 빨‘지기도 하는데, 이 때 수강
을 하는 몇몇 난민인정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수준의 한국어를 미리 숙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수업 진도를 따‘가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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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무부는 ECCJ 평가와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설문지에 u대상별q분야별 전문기관에
의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v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 중 s난민t도 한 대상으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 중에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 알고 있거나, 먼저
언급한 난민인정자가 아무도 없었다) 해당 서비스가 실제 유효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
렇다면 이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충분한 접근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2) 다문화4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와 다누리 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생」정보와 관련 기관 연’처, 프로그…
등이 제공된다)
① 다누리 콜센터5 이주여성 전문상담원들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개 언어,0
로 자국 언어 통화 서비스 제공)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해 특
정 상황에서 .자 통역을 제공하기도 함 %경찰, 응급, 병원, 주민센터, 교육센터, 은행 등
에서의 업무를 지원&,1)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5 가족지원서비스를 중①으로 서비스를 제공) /단계로 구성된 한
국어교육,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가족「경 조성 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포함,2)
~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기관5 서울시글로벌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등)
④ 온‘인5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기관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운영,3)
하지만 난민인정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비스 특성상 ,차적인 혜택 수혜자는 당연히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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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s부모 중 한 사”이 한국인t이‘는 전제가 붙게 된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s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t이다,4) 즉, 난민들로만 구성
된 가족은 s다문화가족t과는 달‘ 혜택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도 한
국 내 난민으로서 겪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다)
둘째, u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개 언어v에 특정 난민인정자의 언어는 아예 없기도
하다) %아랍어, 프랑스어, 우르드어 등)& 이러한 경우 주로 영어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데, 영어가 익숙치 않은 난민인정자‘면 다시 언어장벽을 경험,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려워
진다)
%.& 민간 지원
난민인정자들의 답변 대로, 난민지원단체나 교회 등 민간단체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
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HAI는 조인어스■리아, 사단법인 피난처 등이었다) 에
■팜므에서는 희망하는 난민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을 위한 모국어 수업%프랑스어&을 진행
하기도 한다)

3. 해결 방안
난민인정자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 지원을 위해 우리가 고민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아마
그들이 접하는 어려움이 일반 이주민들과 유사한지, 혹은 많이 다른지에 대한 것일듯 하
다) 분명 생」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는 난민인정자들의 언어장벽이 여▲ 이주민들의 경험
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동시에 s난민인정자t‘는 신분
이 포함하는 법률적, 행정적인 특수성과 세부 정보가 존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무시되어
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지점을 염두에 두며, 두 가지 방안을 아•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난민인정자들에게도 확장함을 통해 언어지원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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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접근성을 확보-0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첫째, 난민인정자에게 더 적합하고 필요할 내용의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수업 수업
컨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난민인정자들이 각 개인의 일상과 여건에 맞추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수업을
이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와 레벨, 수업 장소나 온‘인 포털 등을 확보하고, 해당
서비스의 세부 내용이 난민인정자의 모국어 %최소 영어& 로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지역인 경우 난민
인정자들에게 한국어, 모국어 교육을 지원 가능한 대안%민간단체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난민을 대상으로 통역, 한국어교육 프로그…과 관리 시스템q프로그…을 새로 구축하
는 경우에는
첫째, 관련 업무에 이미 익숙한 단체와 개인 %다문화센터, HAI, 난민인정자, 실무자,
통역인, 한국어 프로그… 교사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 내에 난민인정자의 언어를 포함한 분야별 권리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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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조치, 5종 증명서 발급과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1. 본국과의 관< 단절로 발생하는 증명서 발급의 문제
우리는 자국의 영토 바깥에 있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여러 」동을 할 수
있기 위해 본국에 도움을 요청 해야 하는 일에 직면한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언제, 어
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가족은 누가 있는지, 결혼q이혼은 언제
했는지, 또는 본국에서 교육이나 기술, 졸업여부 등을 증명할 일들이 생기곤 한다) 또 해
당 문서가 진본이며, 본국의 법률에 따‘ 작성되었음을 증명 해야 하는 일을 요구 받기
도 한다) 이 모든 서류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관할 행정처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국과 관계가 단절된 난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적
조치로부터 당국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R표,T u본국에서 행정서류를 –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가요:v에 대한 인터뷰 모음
u본국대사관을 통해 서류를 받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난민신청 사실이 본국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권도 마찬가
지입니다) 지금은 여권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재발급하려는 시도
는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00정부가 인권이나 정치」동을 하는 사”들을 탄압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뿐만 아니‘ 모든 국가에서 대사관을 통해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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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00에서의 행정관련 서류를 얻으려면 주한 00대사관에 가야
하는데, 난민이기 때문에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00정부는 소수민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서류
발급은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위험하
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나의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나 루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사관 역시 나에게 적대적인 상황이다) 대사관 갔는데
이름을 대면 정치적 」동으로 막힐 수 있어서 발급 받을 수가 없다)"

u본국에서 행정서류를 –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가요:v ‘는 질문에 응답한 3명 중 0명
은 대사관 또는 자국 행정처에 접근하기 어려워 행정서류를 –는 것이 불가능함을 답변
하였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많은 난민들이 본국에서부터 행정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느꼈
고, 이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발견하여 정책의 시정필요를 느꼈다) 이
에 따‘ 국제협정에 의해 대체문서가 발행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
혀져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유엔난민기구에 따‘ 문서발급이 가능하게 되었
다) 그러나 난민협약 제 -0조와 난민법 제 .0조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난
민인정자의 권리이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신분 증명의 한계5 여권의 만료와 여행증명서 신분증명 대체의 불가
대사관을 포함한 본국 행정처의 접근이 어려운 난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 본국에서 발급받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유효한 여권이 없어
각종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로 난민인정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행증명서 또는 난민인정증명서 등을 」용하지만, 이마저도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R표-T u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요구 받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v에 대한 응답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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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문제 없이 여권을 가지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내
여권이 만료되고 난민인정을 받은 후에는 같은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여권번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새
계좌를 만들었는데, 창구에서 다른 손님들보다 〕씬 오랜 시간을 써야 했다) 여
행증명서를 다들 낯설어 하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여행증명서의 고유넘버로는 비자 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
다)"
"한국에서 받은 여행증명서를 쓰고 있는데, 여권이 아니‘서 돈을 보내거나 받
을 수가 없다) 은행은 아예 여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 사”들에게 거의 구
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보내거나 받았다)"
u여행증명서는 .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새로 증명서를 받으
면 고유번호가 바뀐다) 그•서 기존에 등록했던 고유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은
행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다)v
"난민 인정된 후에 비행기 티켓을 살 때, 여행사에서 여행증명서에는 여권번호
가 없어서 티켓을 예매할 수가 없으니 여권을 가져오‘고 했다) 당시에는 아직
여권이 만료되기 전이‘ 여권을 가져가서 티켓을 살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만료
된 상황이다) 또 여행을 가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터뷰 대상자 ,,명 중 과반수 이상의 난민인정자가 여권이 없어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
겼다는 응답을 했다) 응답을 통해 발견된 은행 업무의 문제는 해외송금, 비밀번호 변경,
계좌 신설, 카드 발급 등이다) 은행업무 이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체류연장 및 출입
국 업무, 인감증명 발급 등이 있었다) 일부 은행업무와 체류연장, 출입국 업무의 경우 난
민인정자에 한해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처 담당자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리 거부의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각 은행
정책에 따‘ 여권이 필수항목인 경우가 있어 비밀번호 변경, 계좌 신설, 카드 발급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인감증명 사례의 경우, 인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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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에 따‘ 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 가족관계증명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s대한민국 국민t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
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s외국인t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서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
와 혼인 혹은 입양 등을 통해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거나 당사자가 추후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난민인정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게 된다)-R표.T 가족관계증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인터뷰 발췌
"EN에서 핸드폰을 개설할 때 가족할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결국 할인을 받지 못했어요"
"아내의 보험가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00소수민족이어
서 %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혼인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남편이 정규직을 구한 시점부터 우리 가족은 국가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직장으로부터 보험처리가 되었지만 나나 자녀들의 경우는 가족
관계증명서가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등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의 출
입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증빙해야 했다)"
"학교에서 입학 할 때 제출해야 했다) 그 때마다 시에서 만들어준 의료급여증
명서로 갈음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온 문서가 그거%의료급여증명서& 밖에 없다)
장학금 신청할 때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의료급여증
명서로 갈음했다) 아들이 앨범을 발매했는데 저작권 등록 위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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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했는데 발급이 어려워 이것도 의료급여증명서로
갈음했다"
u딸을 위해 스마트폰을 마련하기 위해 핸드폰 매장을 찾았더니 가족관계 증명
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개설하지 못해 카톡으로 오는 학급통지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내 딸을, 내 딸이‘고 말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회입니다)v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현재 난민인정자는 가족관계증명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의료급여증명서를 대체한 사례 이외의 인터뷰 대상자나 난민인권
센터 」동을 통해 확인된 사례들은 대부분 가족관계증명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용
하고 있다) 드물게 귀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을 진술서로 대체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
는 무국적의 경우였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 현재는 출입국관리법과 내부지침에
따‘ 가족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있다) 관할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대부분 최초 외국
인 등록 시 동일 소재지의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44# 가족사항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
다고 하나, 이 또한 접수 공무원의 재량으로, 모든 난민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이주민 가족사항 등
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난민인정자의 경우 본국
에서의 가족관계증명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가족관계가 기입된다고 하더‘도 행정처에
따‘ 해당 문서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①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의 문제%가족
묶음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모든 세대원이 각각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야
하는 번거로움&, ② 가족변경사항 적용 체계의 부재 %출산, 혼인, 이혼, 파양 등의 가족
확대 및 변경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 기재, 관리하는 기준과 체계 없음&, ~ 동일한 주소
지를 기준으로 가족사항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거주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이 어려움&, ④ 초기 가족사항을 등록하지 못한 난민의 가족증명의 공백 등
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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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표/T 혼인증명이 필요했던 경험에 대한 인터뷰 발췌
"가족결합을 위해 현지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가 배우자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배우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혼인증명이 필요했지만, 본
국에서 가지고 온 혼인서약서는 1개월 유효기간이 지나 문제가 생겼다"
u;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니 00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가져오‘ 했다)
난민이‘ 대사관에 갈 수 없다고 하니 <시청으로 가‘했고, 동일한 사유로 =구
청까지 갔다) 결국 혼인신고를 못했다v)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호 -조 등에 따‘ 난민인
정자는 혼인과 관련해서도 미혼증명, 혼인증명 등의 서류 증명에 가로막히게 된다) 현재
는 구청 등에 난민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접수가 아닌 수리처리 되어 해당 증명을 받게
되지만, 본국에서 미혼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이마저도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본
국에 있는 가족 초청 과정에서도 가족결합 단기상용 비자발급 등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
가 혼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등의 서류이며, 행정처에 따‘ 진술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지만 드물다) 국내에서도 난민인정자의 동반가족 자격인 F(,(,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입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관계입증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공무원이 실태조사를 거쳐 가족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의 무례한 언행
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도 하다)
%.& 기▲
R표0T 기▲ 행정서류 증명 필요했던 경험에 대한 인터뷰 발췌
"호주비자를 받으려 했을 때 범죄경력증명을 요구받았다) 그•서 본국의 경찰
서를 통해 받으려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본국에서 반정부 」동을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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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받을 수도 없다"
"한국에서 대학교 수업을 듣고 ③어도 본국의 고등학교 나왔다는 증명서들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받으려면 본국에서 누군가 행정처에 가서 잃어버렸다는 등
의 사유로 발급을 대신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이 없어서 지
금은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신분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로는 범죄경력조회, 학력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망증명 등 현
재 민원-/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행정 서류의 종류는 .,000여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난
민인정자 관련 정책의 공백 파악이 시급하다)

2. 관련정책
난민에게 있어 신원확인 서류의 부족은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일 수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의 존재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난민법 제 30조23 등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자의 각종 신분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적 조치와 관련한 국제 조약은 1차 세계대전의 맥락에서 발생한 1928년 6월 30일 협
약24이 있다. 동 협약 제1조에서는 가능한 많은 난민들의 신원과 지위를 인증할 것을 권고하
였다. 이후 1951년 난민협약 제 25조의 1, 2, 3항25과 제 27조26 및 67년 의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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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서도 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서류에 대해 보호국이 대
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난민협약 -2조에 명시된 신분증명서의 경우, 이는 단순히 당사자의 신원을 보여주는 서
류로, 난민이 해당 국가의 선주민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과 규
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신분 증명을 요청 받을 때마다 자신의 신원을 증명
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이 포함된 증명서 이외에도
공식적인 세례증명서 또는 유사한 증명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2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난민과 연관된 신분 증명 보다는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의 주소만 보
여주는 서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2 반면 난민협약 -0조 ,, -, .항의 경우 본국 접근이
어려운 난민에 대한 보호국의 의무를 -2조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엔난
민기구-3에 따르면, 협약 -2조의 적용은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영토권에 국한되지 않으
며, 거주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Dabeh =)Bai]alan-4에 따르면 난민이 보통 자신의 출신국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넓은 범위까지 해당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0조 -항은 난민이 시민생」 행위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 이전의 모든
기록들, 예를 가족 사항, 전문자격, 학위나 학력, 각종 허가증 등을 의미한다) 특정국가,
주로 관습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원본문서를 공수 할 수 없는 사”은 원칙적으로 진
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진술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
고, 발급된 문서나 증명서 등 최소한 공공기관에 의해 인가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0

)
=IGG?HN;LS IH NB? L? OA?? =IHP?HNCIH j [ >_l_i_ed e Cdj[hdWj_edWb Jhej[Yj_ed e j [ Od_j[
HWj_edi B_] =ecc_ii_ed[h eh L[ k][[i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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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HN;LS IH NB? L? OA?? =IHP?HNCIH j [ >_l_i_ed e Cdj[hdWj_edWb Jhej[Yj_ed e j [ Od_j[
HWj_edi B_] =ecc_ii_ed[h eh L[ k][[i ,4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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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사례 ,5 아일랜드(1
난민인정자들은 난민과 무국적자를 위한 경찰청장%=dbbihhidceg Aecegaa [dg
Le[j\eeh acd Miaieaehh Jeghdch&으로부터 발급받은 난민 증명서로 당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 시에는 당국으로부터 신분
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난민 여권%ge[j\ee igakea ddXjbeci&이 필요하다) 또한 난
민인정자는 대사관과 어떤 접촉도 허’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은 난민인정자에게
출생증명서, 결혼w이혼w사별 증명서, 난민증명서, 난민포기증명서를 발급하고 있
다)

(2) 해외 사례 -5 네덜란드(2
네덜란드 시민권 비소지자이되 체류허가 소지자이며 출생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
는 여건의 사”은 소속 시 당국에 외국인 여권%aaiecth eahhedgi&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는 당국에 난민 여권%ge[j\ee eahhedgi&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해
출생국 외의 모든 국가로 여행이 가능하며 네덜란드 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네덜란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은 네덜란드 여권이나 네덜란드 신분증 또는
??L%?jgdeeac ?cigeegecejgiaa Le\idc&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망명 서류%ahnajb
ddXjbeci&이다)

예를

들어

난민이

은행

계좌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그는

<MH

cjbWeg%Xiiioec hegkiXe cjbWeg&와 외국인 등록증%aaiec ddXjbeci&이 필요하다) 특정 상황
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범죄기록 열”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관할
행정처는 대체로 해당 서류 없이 행정 처리가 가능한지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유연하다)

(. 최종제언
%,& 난민 처우 전담 인력 충원
한국정부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아 사실상 국내 장기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는 난민인정

.,

jjf5 mmm)Y_j_p[di_d ehcWj_ed)_[ [d cel_d]VYekdjho WiobkcVi[[a[hiVWd Vh[ k][[i h[ k][[VijWjkiVW
d Vb[Wl[VjeVh[cW_d jhWl[bV eYkc[djiV ehVh[ k][[i) jcb
.jjfi5 mmm)]el[hdc[dj)db jef_Yi _ [dj_ _YWj_ed( eYkc[dji fWiifehji(_ [dj_jo(YWh i(Wd ( kjY (
dWj_edWb_jo(Y[hj_ _Y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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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재정착 난민은 지난 2월 기준 총 4/,명이며, 전 세계적 추이로 매년 ,)0배p-배의 난민
신청자가 국내에 늘어나 난민인정자와 재정착난민의 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행정적 조치t의 영역
뿐만 아니‘ 정착을 위한 전 영역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정책 공백의 대
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존 처우 전담인력이 증원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는 점이다) 현재 과천 본부에 재정착과 처우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치된 .명의 인력
을 최소 -배 이상 증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행령 -- 조에 따른 난민처우협의회 이행
현재 재정착 난민에 집중된 난민과 관련한 정착 논의를 인정자로 확대하고, 난민인정
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조에 따른 난민처우협
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조치는 난민전담부처인 법무부뿐만 아니
‘ 각 부처별 협의.. 가 적극적으로 이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우협의회 구성 단
계에서부터 각 영역에의 전담부처가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통
해 ① 행정적 조치의 공백 영역 확인, ② 전담 부처별 대체문서의 발급 또는 생략 가능
성 검토, ~ 각 부처별 대체 문서 적용의 실질화를 위한 실무 교육 이행, ④ 각종 행정적
조치 현장 대응 및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창구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법 개정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인감증명법 등은 모든 이주민에 대
해 여권을 외국인등록증과 의무 대조하여 인감을 등록,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난민의 경우 행정적 조치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
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인감증명법을 제외한 기▲ 법령 등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벌볍을 개정 또는 난민법 개정을 검토, 추진하여 난민이
행정적 조치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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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난민법 개정 제안%안&
현행
7없음9

개정안
7신설9
제 .4조%행정적 조치&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이 통상적
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발급받
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문
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다)
-) 상기와 같이 발급된 문서 또는 증명서
는 난민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
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 행정적 조치를 4로막는 관련 정책 및 지침7정
여권 등의 문서를 난민이 기▲ 문서로 대체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정책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행정적 조치의 적용을 위한 이해교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적 조치의 체계적 적용을 위해서는, 난민인정자를 비롯
한 재정착난민에 대한 정착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특히 전체 정착 계획의 구성
단위에 있어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난민 이해 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
다) 단기적으로는 각 행정처를 대상으로 행정 문서 적용의 실질화를 위한 단기 실무
및 이해 교육을 이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를 정례화 할 수 있는 예산과 계획을 마련
하여 각 부처별 협력을 도모, 다누리콜센터 등에 난민대응 매뉴얼을 추가, 장기적으
로는 이를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민청 등의 전담부처 신설 또는 현
재 이민 관련 정책에서 경쟁, 중복되며 나▲나고 있는 행정 소진과 공백의 해결방안
33

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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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일반귀화요9 관련하여
국적법 7정안의 문제점 및 7선방향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1. 문제점

우리나‘는 7난민의 지위에 관한 ,40,년 협약%이하 s난민협약t이‘ 함&9에 유보없이 가입
하였다) 따‘서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0
에 의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난민협약 제./조에는 s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hhibiaaiidc&
및 귀화%caijgaaioaiidc&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aXiaiiai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
하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t
고 규정하고 있다).1 그러나 국내에서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①사과정에서는 본국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개념상 s정주%定住&t를 내포하고 있는 s난민인정자t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생계유지요건, 거주기간요건 등의 엄격한 ①사와 접수
및 처리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난민협약에서 명시한 난민의 동화 및 사회통합에 관한 체
약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 관련 정책

%,& 최근에 개정된 일반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문제는 최근 국적법이 일반귀화의 요건이 난민신청자를 포함하여 난민인정자가 갖추기에는

.0

1
“s
「
「
)
.1
,40,
」
./
w;hj_Yb[ ./) ( HWjkhWb_pWj_ed
N [ =edjhWYj_d] MjWj[i i Wbb Wi Wh Wi feii_Xb[ WY_b_jWj[ j [ Wii_c_bWj_ed Wd dWjkhWb_pWj_ed e h[ k][[i)
N [o i Wbb _d fWhj_YkbWh cWa[ [l[ho [ ehj je [nf[ _j[ dWjkhWb_pWj_ed fheY[[ _d]i Wd je h[ kY[ Wi Wh Wi
feii_Xb[ j [ Y Wh][i Wd Yeiji e ikY fheY[[ _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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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격한 요건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귀화의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증명
하는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R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4-2호 일부개정 -0,3)0),0)&T

제.조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항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R개정 -0,0),
,),,T RR시행일 -0,1).),TT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
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u법v이‘ 한다& 제2조제,
항에 해당하는 사”은 제외한다)
가) 법 제0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0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AHC&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 1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q적금q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 밖에 ,&부터 .&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기존의 국적법상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은 .천
만 원이었으나 현 개정법은 두 배 높게 변경되었으며, s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t 기준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0,2년 일인당 명목AHC는 .,.1/만

36

원%월평균 -30 여 만원&임에 비해,.2 -0,1년 통계청 조사.3에 의하면 s근로자 평균소득은 -,/2
/만 원t이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한국에서 단순노무직 등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일인당 AHC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가혹한 기준이‘ 할 수 있다)

%-& -0,3),-)-0 부터 시행되는 국적법 개정안%거주기간 등& 및 문제점

① 국적법 제 0 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0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제0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1조나 제2조에 해당하는

받기 위해서는 제1조나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다) 7개정 -0,2) ,-) ,4)9

,) 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

,) 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

을 것

을 것
,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

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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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0)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

을 갖추고 있을 것

을 갖추고 있을 것
1)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9 개정안은 -0,3),-)-0) 부터 시행

② 국적법 일부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내용

;) 일반귀화 요건으로 영주자격전치주의를 추가한 점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난민신청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하기까지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개
정법에 따르면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F0비자%영주권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F0
비자를 취득하려면 일단 난민으로 인정받아 F- 비자를 취득한 뒤 0년을 체류하고 생계유지
요건, 사회통합프로그… 이수 등의 요건 .4 을 갖추어 F0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시
부터 시기별로 기간을 계산해보면, 난민신청시부터 난민인정시까지 -(.년,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 F0를 취득하기 위한 0년의 체류 이후 국적신청 및 결과가 나오기 까지 -년에 가까운
①사기간을 더하면 대략 ,0년 이상의 시간이 걸Ⅰ다)

개정 전 법과 비교하자면, 기존에는 임시적 체류비자인 A,비자%난민신청 및 소송 중에 있는
자, 혹은 난민불인정이 되었지만 인도적 체류지위가 인정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입& 소
지자들의 한국에 체류하였던 기간도 산입이 되었으나, 귀화신청요건으로 영주권 취득을 요하
는 개정법에 의하면 A,비자소지자들은 귀화신청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특히, A,
비자 소지자 중에는 s

.4

0

또한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도 개정 전의 법에 의하면 난민신


A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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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시부터 국적취득시까지 약 0년 정도의 기간이면 귀화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
나, 영주전치주의로 변경된 개정법에 의하면 난민인정 받은 이후 추가로 0년의 기간을 계속
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영주자격전치로 법이 개정됨에 따‘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0년의 거주기간을 충족
시켜야 하므로 애초 난민신청시부터 귀화신청 및 처분시까지의 기간이 약 -배 이상 길어진다
는 점 외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시보다 강화된 생계유지능력 자격을 갖
춰야 한다는 점이 문제된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F- 비자가 발급되며, 영주비자인 F0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비자변경
을 위하여는 아• 표의 요건 /0 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생계유지능력요건 관련하여 s연간소득이
AHC -배 이상t이 되어야 한다) -0,2년 AHC는 .,.1/ 만원/,인데 이에 -배이면 1,2-3만원이되
는데, 월수입이 약 01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월소득 010만원이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인 .0. 만원/- 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소득액이다) 대부분 난민들의 경우 언
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취업가능한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단순노무직이
나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자격 요건으로 제시된 AHC -배 이상의 소득은 대
기업 정규직 종사자들 연봉의 평균치 정도에 해당하는데/. ,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난민들이 한국인 청년에게도 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다) 사
실상 난민의 영주자격 취득을 막음으로써, 귀화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R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U-0,3)3).0) 하이■리아 업로드//T

/

jjfi5 mmm) _aeh[W)]e)ah fj HjY=ejd>[jW_bLVah)fj:XXiAX= 8<M, XXiM[g8, djYYjjM[g8.. fW][=
e [8b_ij bWd]= 8EL XXiHc8#?;#<.#<0#?=#;2#3 #?=#3-#;=#?>#40#;>
7- ,3)3). )
u
v9
/,
jjf5 mmm)_d [n)]e)ah fejWb ijji _ nGW_d i[b[YjJeMjjiC nGW_dJh_dj) e:_ nVY 8/ -. XeWh VY 8CH>RV
,
/-

jjf5 aei_i)ah ijWjBjcb ijWjBjcb) e:eh]C 8, , jXbC 8>NV,F4B - lmVY 8 b_ijV_ 8 iYhC 8 i[gHe8
bWd]Vce [8ae eX VlWhV_ 8 _jcV_ 8 YeddVfWj 8?,
/.
jjf5 X_p)Y eikd)Yec i_j[ WjW jcbV _h - ,2 3 ,1 - ,2 3,1 ,/1/) jcb
- ,2)3),1) u
11 2
, #v
//
jjfi5 mmm) _aeh[W)]e)ah fj HjY=ejd>[jW_bLVah)fj:fW][Mf[Y8 jWh][jLem8 bW Ih [h<o8 iLWd][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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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가) 대 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가목&
주재%>(2& 자격 내지 특정」동%?(2& 자격이나 거주%F(-&자격으로 0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
(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출국 없이 상기 s가t항의 대상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체류기간 합산가능
각 체류자격별〔첨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공통
요건

- 연간소득이 AHC -배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 이수
( >3, >4 5 최근 -년간 평균 매출액이 ,0억원 이상

추가

%>4 중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2 5 학사학위 이상 소지
- ,0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면제
- ?0중 국내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연간 소득이

특별적용

AHC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 0급 이상

이는 정부가 비준한 난민협약상 난민의 귀화 및 동화를 장려 /0 해야 하는 체약국으로서의 의
무에 역행한다는 점, 일반 외국인에 비해서 귀화의 장려가 고려되어야 할 난민들에게 오히려

E[oQeh 8 XXiAX= 8<M, XXiM[g8, djYYjjM[g8..
<0#?=#;2#3 #?=#3-#;=#?>#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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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W][=e [8b_ij bWd]= 8EL XXiHc8#?;#<.#

여▲ 외국인에 비해 엄격한 잣대%귀화신청자의 자격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
‘, 영주자격까지 갖춰야 하는 점&를 들이대는 것은 본국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난
민의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B.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이라는 요건 추가

s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t는 헌법 제.2조 제-항/1 에 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기
본권 제한 사유인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난민에게 있어 귀화는 생존
및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안정적 삶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이는 곧
인간의 존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헌법상으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
는 영역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화①사는 그 특성상 외국인에게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부 여
할지에 대해 ①사하는 것이기에

이미 실무자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인데, 위와 같이 일의

적이지 않은 요건을 ①사요건에 추가함으로서 실무자의 재량행사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s품행단정t의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위임근거를 만든 점

위 s품행단정t 요건은 이미 명확성 원칙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았음에도, 해
당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 오히려 하위법령에 위임할 근거를 명문화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된 법무부령 신설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애초에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
건이 ·관적인 요건으로 추려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귀화요9 관련한 해외입법례 및 7정 제안

/1

.2
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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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민인정자에게 귀화요건 중 거주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 및 이에 대한 해외입
법례

난민협약 가입국들의 국적취득 관련 법령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귀화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한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함
으로써 난민협약 제./조의 취지에 따‘ 난민들이 신청국에서 보다 수월하게 동화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녹여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국내법에 따‘ 난민이나 무국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귀화요건
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도 법무부장관이 시민권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또한
프랑스의 경우, 영주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귀화신청을 위해서는 0년의 거주요건이 필요하
나, 프랑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거주기간요건이 면제된다) /3 이외에도 자국 정부에
서 난민으로 확인된 자에게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국가로는 헝가리%3년에서 .년& /4 , 스웨덴%0
년에서 /년&00 이 있다)

② 생계유지능력 요구기준의 완화 혹은 면제하는 방안 및 이에 대한 해외 입법례

대표적으로 미국, 호주에서는 귀화요건에서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제외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국적법%Cbbi\gaiidc acd Haiidcaaiin ;Xi&에 의하면, 귀화요건으로 s,3세 이
상, 영주권 취득 후 0년 경과, 미국에서 0년 이상 거주지를 가지고 0년 중 .0개월 이상을 미
국에서 체류, 영어 구사능력, 미국 시민권 시험 합격, 좋은 도덕적 인격t을 요구한다) 난민인

/2

jjf5 mmm)_d_i)]el)_[ [d CHCM fW][i QJ,1
-- %- ,3) 3) ,4)
&
=_l_b =e [ Whj_Yb[ -,(,1 -,(,2 -,(,4
/4
jjfi5 mmm)b[]_ibWj_edb_d[)eh] eYkc[dji _ 0.., %;Yj FP) e ,44. ed Bkd]Wh_Wd =_j_p[di _f&
%- ,3)3)-0)
&
0
jjf5 mmm)h[ mehb )eh] f _ /- YW 1/)f %Mm[ _i =_j_p[di _f ;Yj& %- 3,)3)-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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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이후 최소 ,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며, 건
강관련 문서 및 결혼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별도로 생계유지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0,

이 외에도 호주의 경우 미국과 귀화요건 기준이 유사하다) 호주 시민권법%;jhigaaiac
=iiioech]ie ;Xi&에 의하면, s영주권자일 것, 거주요건%신청이전에 호주에 /년이상 유효한 비자
로 거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간 ,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아야 하고 최근 ,년간
해외거주기간이 40일 이하여야 함&, 영어능력, 품행단정,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와 가깝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 호주시민권의 책임과 특권에 관한 충분한 지식t을 요건으
로 한다) 또한 난민인정을 받으면 영주자격은 주어지나 다만 귀화신청을 위해서는 s귀화 신청
이전 /년 동안은 유효한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였을 것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중 ,개월은 영주권자로서 거주하였을 것t의 요건을 갖추면 되므로,0- 난민으로 인정되어 영주자격
을 취득한 이후 ,-개월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0.

또한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법%=iiioech]ie ;Xi& 제0조에 의하면, s,3세 이상, 영주권자로서 귀
화신청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중 /년 이상 체류, 신청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중 /년간의 소
득세 신고의무 만족, 영어 또는 불어 사용능력, 캐나다시민권 시험 합격t의 요건을 갖추어 시
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0/ 영주자격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①각한
범죄기록이나 형벌의 부과, 전염병 등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여권 등의 신분증과 난민인정
서 등을 제출하면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데 난민인정 이후
별도의 거주기간이 필요치 않다)

0,

Ah[[d YWh eh h[ k][[i O)M) =_j_p[di _f Wd Ccc_]hWj_ed M[hl_Y[i
jjfi5 mmm)kiY_i)]el ]h[[dYWh h[ k][[i %- ,3)3)-0)
&
0L[ k][[ Wd kcWd_jWh_Wd [djhWdji ;kijhWb_Wd Ael[hdc[dj >[fWhjc[dj e Bec[ ; W_hi
jjfi5 mmm) ec[W W_hi)]el)Wk jhWl Y_j_ fWj mWoi(fheY[ii[i Wffb_YWj_ed(efj_edi h[ k][[(
kcWd_jWh_Wd([djhWdj %- ,3)3)-0)
&
0.
‘
%
&
u0
v 
,
「
)
0/
=_j_p[di _f ;Yj =_j_p[di _f L[]kbWj_edi He) - %MIL - ,0(,-/&
jjf5 bWmi(be_i) kij_Y[)]Y)YW [d] WYji =(-4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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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 0 조 개정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0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1조나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개정 -0,2) ,-) ,4)9
,) 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
을 것
,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7신설9
제0조의-%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특례&
① 난민법상 s난민인정자t나 s인도적체류자t
로서 대한민국에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동조 제,호 및 제,호의 -의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신청을 할 수 있
다)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
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0)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
을 갖추고 있을 것
1)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R전문개정 -003) .) ,/)T
R시행일 5 -0,3) ,-) -0)T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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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상 s난민인정자t나
s인도적체류자t에 대해서 동조 제/호의 요건
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①사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상 s난민인정자t나
s인도적체류자t의 귀화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
든 노력을 다한다)

한국에서 난민이 4정을 꾸리기까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G;J 김영아

1. 서론: 4족결합의 권리를 부정 당하는 난민
모든 인간은 가족을 이루어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수 많
은 국제인권법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00 이러한 가족결합권%gi\]i id [abian ai[e acd
jciin&은 자국에 사는 국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리
고 가족을 이룰 권리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01, 난민이 가정
생」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후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뿐
만 아니‘ 난민인정 전에 탈출과 피신을 하다가 헤어진 가족 구성원과의 재결합이 가능
해야 한다)
,40,년 난민협약은 가족재결합%[abian gejci[iXaiidc&과 가족결합%[abian jciin&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난민협약을 채택할 당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의 최종문서%i]e Ficaa ;Xi d[ i]e Ociied Haiidch
=dc[egecXe d[ Jaeciedieciiagieh dc i]e Miaijh d[ Le[j\eeh acd Miaieaehh Jeghdch&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집단인 가족의 결합이 난민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그러한 가족결합
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음을 인식하고, 또한 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가족 구성원
에도 확대되어 부여됨을 충분히 유의하고 난민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과 이 때 특별히 가장이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난민가족의
결합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인 난민, 특히 미동반 아동과 여아들은 후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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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관계까지 살펴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하였다)02 이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OHB=Lth ?meXjiike Xdbbiiiee dg ?m=db6 난민 관련 문제들에 대한 ,00 여개
국가의 합의와 국제 전문가 집단의 견해& 역시 결정문에서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을 여러
번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아동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성장할 권리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원칙을 강조하였다)03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사회는 가능한 한 일찍 난민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속하
고 효율적인 가족재결합 메커니즘 마련을 해야 하며, 난민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새로 가정
을 꾸리고 생」해 나가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이슈에 세①한 주의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난민의 가족결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부
재한 가운데 난민인정자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숨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시간
은 길기만 하다)04

2. 관련정책과 문제점
-0,.년

2월

,일

시행된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자의

처우로서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 및 시행 전후로
난민법 제 .2 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 조 10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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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1,에 따른다)

도 오랜 동안 한국에서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은 중요 사항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난민법 시행 0주년이 된 올해까지도 관련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난민의 가족결합을 조금이‘도 용이하게 하는 한국정부의 조치는 전무하다)
한국에서 난민이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대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본국이나 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이다) 가족재결합을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긴 난민지위①사 기간이다) 난민지위①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거나 가족구성원이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아 뿔뿔이 흩어지기도
한다) 다른 어려움은 고국이나 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 가족구성원의 여권 발급이나 한국 입국을 위한 사증%kiha& 발급에
필요한 문서와 증명서의 준비가 쉽지 않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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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여 거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도 찾아야 하고, 보증금과
방이 한 칸이‘도 더 있는 집을 구하려면 주변 사”들에게 빚을 지거나 몇 년을 더
근면검소하고 외로운 생」을 해야 한다) 이러는 사이 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기 쉽고, 가족 관계가 위기에 놓이기도 하며, 어Ⅰ 자녀는 자‘서 성년이 되거나
혼인을 하여 가족재결합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은 한국으로 입국한
후 난민지위①사 과정을 그대로 밟는다) 1. 별도의 가족재결합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성년에 도달한 자녀는 가까스로 한국에 입국했고 여전히 부모의 부양을 필요로 할지‘도
부모와 개별적으로 자신이 주된 신청인이 되어 난민정의 기준 충족하는지를 진술해야 한다)
다른 가족결합의 방식은 미혼인 난민인정자가 혼인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거의 다수가 같은 민족이나 같은 국적 소유자와 혼인을 한다) 한편, 한국에서 난민인정자가
다른 난민인정자 또는 비난민 외국인과 혼인을 할 때 자국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기
어려워 가족관계의 등록이나 증빙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고국이나 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또는 자민족을
소개받아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과 재정능력이 필요하다) 난민인정자가
출국하여 제.국에서 혼례를 치르고, 한국과 고국%또는 배우자의 상주국& 양쪽에서 여러
서류 준비를 한 후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 즉 방문비자를 통해 가족결합을 한다) 이 때
배우자가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난민인정①사를 거칠 것인가, 방문동거 비자 신청할
것인가의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개개 난민인정자가 홀로 긴 시간 동안 힘겹게 가족결합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 정
부는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입국을 허가한다는 조항
만 만들어 좋고 실질적으로 가족재결합이 가능한 공식절차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
련해 놓지 않았다) 한국 입국에 성공하면 체류자격은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하고 있
을 뿐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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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결합과 관련된 난민법 조항 그리고 정책의 공백은 난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해
깊은 고민의 부재를 드러낼 뿐 아니‘ 당장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난민법에
서는 가족결합이 가능한 가족의 형태와 범위를 최소한의 가족 단위인 핵가족
2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안내된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 중365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 4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y 가족결합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시 확인서류
o

배우자 입증서류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 입증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 법적인 혼인관계에 기초하는 가족으로만 상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들이 결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
인한 사” 외에도 사실혼 관계인 부부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부%동성혼 포
함&, 약혼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녀의 범위 또한 상기한 다양한 커플들의 자녀가 인정
되어야 하고, 현 혼인관계에서의 미성년 자녀뿐 아니‘ 전 결혼관계에서 가진 자녀, 혼외
자녀, 입양한 자녀 또는 위△ 자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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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면 가족재결합을 사회가 지지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장
애를 가지고 있어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마찬가지로 난민의 직계존속도
고령으로 난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가족결합 대상으로 통상 고려되고 있다)12
둘째, 현행법제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난민의 가족결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
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동반자가 없고 분리된 아동
의 경우, 자격을 갖춘 독립 후견인과 법정대리인이 즉각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13 , 가
능한 빨리 추적을 시작하여 부모나 다른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14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난민아동과 청소년의 생물학적 부모가 부재한 경우 실질적인 양
육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양가족과의 가족결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난민 아동을
부양하며 실질적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형제와 자매%성인이 된 형제자매 포함&, 삼
촌이나 이모, 양부모 등이 있다)20 그런데 미성년 난민의 가족결합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현재로서는 홀로 한국에 들어온 난민 아동이 가족결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
며, 혹시나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지더‘도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아동의 학대 또
는 박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난민의 가족의 여권이나 사증 발급에 다양한 장벽이 있고 합법적인 이동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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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난민의 가족은 내전과 전쟁 때문에 혹은
2사례 13
한국 입국 후 초반 약 ,년 1개월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초청장을 보내
고 시도했지만, 번번히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기
에 가족들을 관”자 명단에 등록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관련비용들을 지불 한 뒤에 비
자 발급을 위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또 비자 발급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한
국대사관에 계좌 잔고를 증명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인터넷에서 한 문서를 봤습니
다) 올림픽은 모든 국가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것이‘는 것) 대통령 혹은 정부당국으로
발급되어 대사관에 배부 된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가족의 비자가 발급될 것
이‘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돈을 투자했고 서류를 보내 티켓을 구매해서 초대했습니다)
가족에게 문서를 보냈고, 서류를 작성했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여 2일 체류 비자
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했죠) 입국하자 마자 난민신청을 했고요) 난민①사

인터뷰 시 담당관이 이미 제 가족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오고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비자 상태에 변화가 없습니다)
국가가 박해의 주체인 경우에 여권 등의 여행증명서를 받기 어렵다) 소말리아처럼 어느
국가의 여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이 이미 난민 지위로 있는 경우에
는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여권이 아닌 기▲ 대
안적인 여행증명서를 받는 체계를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갖추지 않으면 난민가족의 입국 자
체가 차단된다) 마찬가지로 한국 입국 허가를 위한 사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 출생등록증 등 사증발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나 증명서의 발급에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고,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안전 문제로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권 대신에 국제적②자사 긴급여행증명서%C=L= ebeg\ecXn
igakea ddXjbeci&, 체약국이 발행하는 편도 통행 허가증%aaihheo(eahheg&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 난민가족이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 접근하지 못하고 체약국에 도착해서 통행
허가증을 포함한 유효한 문서를 제시할 경우 사증을 부여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본국이나 제.국에서 무국적 상태로 놓여 있거나 공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의 자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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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사관에 출생신고도 여권 발급 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진술서로 공식 문서나 증명서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시민단체의 개입이 없을 때 난
민에게 이러한 방법이 안내되는 일은 드물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의 문제는 한국에서 난민
으로 인정받고 나서 가족과 결합하여 살면서도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귀화를 하지 않
는 한 계속되어 문제다) ,40,년 난민협약의 제.조%비차별원칙&, 제,-조%개인적 지위&, 제
-0조%행정적 원조&는 가족결합과 관련되며 가족결합을 지지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난민의 가족결합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문서 또는 증명서 발급과 같은 행정적 원조에 대
한 권리가 동반 실현되어야 함을 나▲낸다) 난민에게는 가족의 등록 내지 가족관계증명도
본국의 서류 원본 대신에 체약국이 발행한 서류 진술서나 서약서 같은 문서나 증명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현행법에서 배제
되어 있으며 난민은 한국의 주민으로 살면서도,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도, 다른 이주민과 달
리 출산, 혼인, 이혼, 사별, 입양 등의 가족변경사항을 자국에 신고할 수 없어도 이런 점들
이 고려되지 않고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의 예시처럼 실제에서는 법무부가 발급하
는 s외국인등록 사실증명t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갈음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서의 가족관계 기입란은 비자 ①사 시 참고가 목적이지 가족관계 증명 용도가 아니
다)2다섯째, 상기한 것처럼 난민 가족결합의 장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한 가운데 관
련부처는 난민인정 후 자국민 또는 자민족을 초청해 가정을 이룬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가족결합을 하면서 난민지위%F(-&가 아닌 방문동거 체
류자격%F(,&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0,2년 지침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난민가족의
빠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결합할 때 원칙적으로 난민으로 인
정받은 가족의 가장과 같은 법적 지위와 편의를 부여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민 가족
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난민인정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대신 방문동거비자 발
급이 실행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이다) 2. 난민의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난민으로 인정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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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아니한 경우와 배제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난민의 부양가족
에게 난민과 동등하며 또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함은 가정의 안정과 가족구성원의
인권에 조금만 관①을 가져도 당연하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의 가족결합이 이혼, 별거 또
는 사망으로 해체되더‘도 가족구성원의 난민지
R사례 -T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를 등록하러 출입국사무소에 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출입
국사무소 공무원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러 갔는데 제 고국 대사관에 가서 아이 여권을 먼저 만들‘고 했습니다) 체
류과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것도 여권이 없다며 거절 받았습니다) 난민으로 대사
관에 가면 위험하다고 설명했으나 거절당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가서
여권을 만들 수 없음을 다시 설명했더니 제 아내를 대사관에 보내‘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가면 아버지가 누구냐 가족관계를 묻고, 왜 한국에 왔는지, 왜 남편은 못 오는
지 신문을 당할 것이기 무섭고 위험하다고 설명했지만 또 거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민신청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어떻게 난민이 될 수 있냐면서 F(
,을 신청하‘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는 부모의 나‘에 갈 수 없고 가더‘도 소수민족
이고 여성이‘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며 난민의 자식이‘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하
다고 설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F(,을 신청하‘고 했습니다) 체류할 수 있다고 말입니
다) 그러나 F(,과 F(-를 받았을 때 무엇이 다른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한 달이 〔쩍 넘었고 난민지원단체에 연’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가
서 담당 공무원에게 단체 」동가와 통화해 줄 것을 간절히 부△했는데 공무원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단체 」동가
의 개입으로 아이는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난민인정 받은 후 결혼해서 한국에 온 아내도 난민신청을 해
야 하는데 그 동안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난민①사과정을 겪어봤는데 그 시간이 너
무 길고 또 고통스※기 때문입니다) 그•서 F(,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수모를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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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걱정입니다)

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2/ 또한, 방문동거 사증은 난민이 받는 사증에 법적 지위를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동도 제한되므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더‘도 침묵할 수 밖에 없다)

(. 소결: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난민의 4족결합 논의부터
한국은 난민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난민의 가족결합에 대한 한국사회의 지
지가 부재한 가운데 난민의 사회통합은 논의될 수 없다) ,44/년부터 -0,2년까지 가족결합
의 의해 난민인정을 받은 수는 -04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비율은 점점 늘어 전체난민인정
자%244명&의 약 .-#나 된다)20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가족의 수를 더하면 실제로 난민
의 가족인원은 더 클 것이다) 이제는 난민의 가족에게도 관①이 필요하며 난민의 가족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결합하고 건강하게 뿌리내Ⅱ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난민의 가족결합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되어야 할 권리이
며 사회통합에 미치는 긍정적으로 기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결합은
박해 또는 ①각한 해로부터 도망쳐 피신하거나 월경하는 동안 가족을 잃어버Ⅰ 사”의
삶에 일상을 되돌려주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난민보호의 측면에서 보더‘도
외부 지원보다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보호가 더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결합과 재결
합은 수용국 사회에서의 난민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성원의 잠재적
인 역량과 역할이 난민가족 전 체의 보다 완만하고 빠른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으며, 체
약국이 난민가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난민의 사회지원제도%hdXiaa hjeedgi hnhieb&가 정
비 및 보완될 수 있다) 우리는 가족결합 절차와 지원의 부재로 가족결합이 수년 동안 지
연된 난민인정자가 분리된 가족들의 안전과 생계를 걱정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생」을 하
는 난민에 비해 새로운 언어 학습과 기술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 오랜 동안 손
놓고 지켜봤다) 난민가족의 연쇄이주를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에 열을 올리는 대신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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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빨리 난민 가족의 결합을 위한 조치를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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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권의 현황과 과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1. 문제점
s적정한 주거권t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전제이다) 특히 안정적이
고 장기적인 정착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난민인정자의 경우 법률
상 또는 사실상 우리나‘ 주거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열악
한 주거「경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주거비용이 소득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해비▲트 CCC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s모두를 위한 주거권t
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의 주거정책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난
민에 대해서 특별한 관①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난민인정자에게도 주요한 사회적 권리
로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례
( 주거급여에 관련된 정보를 들은 적이 없고 기초생」수급제도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 받
은 바 없어 월세의 부담이 매우 큼) 월 소득 ,-0만원 중에서 월세 및 공과금으로 00만원
씩 지불하고 나면, 매우 적은 금액만 생」비로 남게 됨)
(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몰‘서 시도하지 않았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누군가를 초대하기 민망할 정도로 초‘함)
( 한국에 적응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얻기까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으므로 주
택 임대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움) 작은 방에 여러 명이 모여 살고 있음)
( 국민기초생」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서 s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t에 대한 안내서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러 갔으나, 한국사”이 아니어서 세대주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음)
( 정부에서 재정착 난민들에게는 집을 구해주던데 우리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받
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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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정책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현재 우리나‘는 대표적으로 ,& 주거급여 제도
-& 노숙인 지원제도 .& 공공임대주택정책 /& 전월세 대출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보장제도의 개별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0,0) ,) ,) 부터 시행된 「주
거급여법」에 의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주거급여법에는 외국인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국민기초생」보장법
상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요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 주거급여법상 중위소
득의 /.#‘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법 제.-조에 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즉 난민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에 법률상 장애는 없으나,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아예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
을 못한 경우가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에게 주거
지원으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긴급지
원대상자에 해당한다%동법 시행령 제,조의 제.호&) 그러나 실제로 노숙의 위기에 처한 난민
인정자가 노숙인시설에 입소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보건복지부는 홈리스 지원의 근거가
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노숙인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외국인은 법 위반 사실이 없
어도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Ⅰ다는 입장이며, 난민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21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
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되지만, 입주자
의 자격 요건의 하나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는 s무주택 세대구성원t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따‘서 주민등록에 표기가 안 된 난민인정자의 경우 신청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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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
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제-3조에 따‘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
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
주를 말한다) 다만, 성년자인 단독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q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세대주로 본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
/& 주민등록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받는 과정에
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도시
기금 등을 통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관련 담당자들이 외국인은 일괄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안내
하고 있어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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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 주거급여5 정보제공의 문제%생략&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 확대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계획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이 역시 무산되었으나%법무부 유선문의&, 난
민이 노숙의 위기에 처한 경우 위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및 전월세 대출지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난민인정자의 경우 공공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고 전월세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s주민등록t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이다)22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s무주택세대구성원t에 난민인정자가 포함이 되도록 공공주택
의 입주자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조에 u「난민법」제
-조제 -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확인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조
/항에도 불구하고 s무주택세대구성원t으로 본다v고 규정하는 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또는 난민인정자의 경우 s주민등록표t를 요구하는 대신 s외국인등록 사실증명t으로 갈음하
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가족 또는 세대
관계에 대한 법적 증명 권한은 외국인의 본국 정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외국인 등록 시 세
대 관계를 기록하는 이유를 단지 가족관계를 근거로 비자를 ①사할 때에 참고하기 위함일 뿐
이며, ▲기관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초생」수급
여부는 외국인등록에 기초하여 개별가구를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본
국 정부에 본인 및 가족의 소재를 알리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가족 또는 세대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하여 파악하고 이를 ▲ 기관에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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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의 가족사항 기재란
난민인정자를 위한 별도의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0조 제,3호&, 이와 같이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측면에서 주
택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착난민의
경우 정부가 약 ,년 간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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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을 넘어 96보장으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G;J 조주연

1. 96보험제도와 난민인정자의 의료보장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s건강권t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난민인정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일「으로 한국은 난
민법 제 .,조%사회보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04조, 시행령 제 21조, 시행규칙 제 1,
조에 따‘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의 자격을 부여하
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은 정보 제공 부족, 보험료 납부 부담, 피부
양자 및 세대원 등록의 어려움 등 높은 가입장벽에 가로막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 96보험 4입장벽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난민인정자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건강보험 가입장벽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다) 난
민인정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7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9에 건강보험 안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적용대상과 보험급여에 관한 단 네 줄의 정보가 전부이다) 난민
지원단체 및 지인, 인터넷 등을 통해 난민인정자 스스로 이러한 정보제공의 공백을 해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u%건강&보험의 경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보험에 지원할 수 있고 어
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주
진 않았습니다)v

u인터넷을 통해 F(- %비자를& 가진 사”은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들과 가입
하는 건강보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충분한 정보는 모르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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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v

u제가 직장에 근무했을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대신 납부해 주었습니다) 사
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x 난민인정을 받고, 한 달
반 전에 퇴직했는데, 그리고 나서 난민지원단체로부터 난민인정자 처우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월급에서 공제해 간 것이 어떤 용도였는지 알게 되었습
니다)v

건강보험제도의 지원체계 및 가입절차,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은 난민인정자
의 건강과 직결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치료시기가 늦어져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외에 난민인정자가 이용
가능한 의료보장제도인 기초생」수급의 경우 자격기준이 높아 의료급여의 수혜가 쉽지
않다) 한편, 긴급의료지원 및 s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t은 중증
질「으로 인한 입원 및 응급의료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질「의 경우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u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 신장에 문제가 있고, 결석이
있습니다) 필요 시에 적②자병원에 가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가정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v

-&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① 보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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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이 불가한 난민인정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 지역가입자인 난민인정자는 재산 현황에 비례해
,p-만원 대의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것으로 나▲났다) 배우자 및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
할 경우 추가된 세대원에 대해 개별 산정된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난민인정자
세대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늘어난다) 대부분의 난민인정자가 한국에서의 구직」동
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형편임을 고려할 때 가계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지출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u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하려고 주
민센터에 방문해 보기는 했어요) 일주일 전에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지는 않으려고요) 직업이 없어
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v

보건복지부는 -0,3년 3월, s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t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를 통해 난민인정자의 지역보험료를 소득q재산과 무관하게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0,2년의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0.,03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 납부금액 m 2).3#&이었다) 그나마 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되어 00 p .0#의 경감을 받더‘도 기존의 부과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 난민인정자의 건강보험
접근성 저하가 ①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소급 보험료 납부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지역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인 난민인
정결정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맹장수술에 대한 지역보
험 적용을 받고자 약 -10만원의 소급 보험료를 납부한 난민인정자의 사례와 같이, 비용
적 부담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공백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최초 보험 가입 시 소급 보험료
산정 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목돈 지출이 어려운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지역보
험가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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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및 세대원 등록의 어려움
건강보험에 가입한 난민인정자가 가족을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하려면 국적국
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박해 우
려에 대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재외공관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인정자가 이러한 서류
를 구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가족관계의 등록 및 증명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함에 따‘ 가족구성원 중 한
국 국적자가 있거나 귀화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
을 수 없다)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결과지 또는 국내 출생 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류를 제
출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상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 본국의 재외공관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 국적국의 행정 절차 상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본국을 떠나올 때 가져온 증명서의 발급시점이 기한을 초과하여 제
출할 수 없는 등 해당 서류의 구비 및 제출에 따르는 어려움이 크다)
u아내의 보험가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00소수민족이어
서 %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혼인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아요)v

u가족관계 증명이 안되어서 %보험료&금액이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너무 비④
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서 가입을 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음)v

u남편이 정규직을 구한 시점부터 우리 가족은 국가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직장으로부터 보험처리가 되었지만 나나 자녀들의 경우는 가족
관계증명서가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서 각자 보험을 등록하려 했는
데 이 때도 등록하지 못했다 x 보험 등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에 대
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증빙해야 했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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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을 위해 국내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의 가족사항 기재는 접수 공무원의
재량에 따‘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해당 서류 상의 가족사항 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많다)

(. 해결 방안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난민인정자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난민인정자가 이용 가
능한 제도적 의료지원에 관한 정보를 난민인정①사 진행 중에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절차 및 적용범위에 대한 번역된 안내책자를 제공하여
난민인정 이후 건강보험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난민인정자의 처
우를 전담해 온 법무부와 보건의료복지 전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의 s건
강 증진t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관련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① 난민인정자의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소득q재산 현황
과 상관없이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난민인정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개
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난민인정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
용을 통해 실직 후 최대 .1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급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자가 이용 가능한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홍보
하여 」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난민인정자가 최대 ,0회
까지 소급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하게 함으로써 일시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등록 시 본국에서의 가족관계증명이 불가한 난민인
정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해야 하
고 해당 서류 상의 가족사항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

65

s건강t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난민인정자의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유무를 넘
어 사회경제적, 문화적, 「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서 난민인정자의 건강권은 사
회적 처우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
선 노력은 난민인정자의 생명 유지 및 건강 증진과 직결된다) 의료 보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건강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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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부터 교육까지, 배제되는 난민 아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김진

1. 문제점
대한민국이 ,44,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
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제-조&과 아동에 관한 모
든 」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제.조&을 당부하고 있다) 이
러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 역시 아동복지법 등 아
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두고 있다) 이 중 특히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제-조의 기본 이념을 통하여 u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나
야 한다v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등에 의하면 난민 아동은 한국국적 아동과 같은 권리를 누Ⅱ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한국 땅에서 많은 난민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되며, 아동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관련정책
,&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작점이다) 이에 국
제사회는 협약 및 지침을 통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
국으로 하여금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
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u가족관계등록법v&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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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함에 따‘ %법 제,조& 국민
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
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로 인하
여 국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 출신국의 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에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서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 아동은 어디에서도
출생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공적으로 기록이 되지 못하며,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어디에도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된 아동의 사례
u자녀와 따로 난민신청을 했는데, 내가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서 아이들의 체류자격
도 같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s무국적t이‘고 나와 있었는데 출입국관
리사무소에 내가 ;국 사”이‘고 이야기했더니 s무국적t이‘고 적혀있는 것을 ;국
으로 바꿔주었다) 다만 이건 외국인등록증의 내용만 바꾼 것이지 ;국 정부나 대사관
에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 기록이 없다) 내가 난민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갈 수 없
기 때문이다) 그•서 나중에 여행 서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v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태권도 품새를 받기 어려웠던 아동의 사례
u몇 년 전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겪었던 일이 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열①
히 배웠는데 0년이 넘도록 태권도를 했음에도 국기원에 품새를 신청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먼저 국기원에 갔는데도 말이다) 알고 보니 국적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가 없어 참여요건에 맞지 않은 탓이었다) 태권도장 관장님이 u그냥 <국이‘
고 적으세요) 무국적인 건 비밀로 하시고요)v‘고 해서 가까스로 국기원에 갈 수 있
었지만, 만약 국기원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아이들도, 관장님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68

놓일 것이다)v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0,-년, 현행 한국의 출생신고 관련 법제
와 관련하여 특히 난민 아동이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
며, 한국 정부에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보육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의하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취업 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현
행 영유아보육법은 그 대상을 1세 미만의 취학 전 s아동t으로 규정%제-조&하는 한편, 영
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제.조&)
한편, 동법 제/조는 모든 s국민t에만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영유아 보육 책임에서 배제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자격을 u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p0세 아동v으로 한정
하고 있는데, 난민인정 아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권자에 포함하
고 있을 뿐, 그 외의 난민신청 아동과 인도적체류아동은 모두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 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의 주체
를 모든 s국민t으로 규정하여,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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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은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에 대해 국민과 동일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고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 전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므로, 아동이 아닌 아동에게는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취학독려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즉, 초등학교 또는 중학
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아동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거주지가 속한 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을 뿐, 관련법에
이주아동의 전입학 거부를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 입학
을 거절한다 하더‘도 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의 사례
u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연’해주
는 곳도 없었다) 직접 학교에 찾아가 교장선생님과 대화하려 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현재 중. 아들을 키우고 있는 =국 친구가 이주민 센터에 대해 말해주었고,
센터의 직원들이 초등학교 방문 시에 동행하여 한국어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나
서야 입학이 가능했다)v

한편,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국민과 일부 결혼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보장법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보장법 제2조의 교
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 신청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할 때에도 시스템의 미비, 공무원의 이해 부족 등으
로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교육급여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사례
u첫째의 학교 입학 때에는 여기저기 물어서야 겨우 입학을 시킬 수 있었지만 둘째
때에는 학교에서도 사정을 다 알고 있어 무난하게 입학했다) 학교에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시스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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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아빠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교육급여
는 받지 못했다)v

(. 해결 방안

위 권리는 아동이‘면 반드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러한 권리가 충족된다 하더‘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다) 애초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을 뿐 아니‘,
아동의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모두 달‘ 원」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 아동에 대해 살펴보면 출입국 관련 사항, 체류자격 및 난민 지위 등
에 대한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지원, 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
지부에서, 학령기 아동의 취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난민에 대한 이해도 모두 달‘ 같은 상황에
서도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자신이나 부모의 출생지역, 인
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책을 강구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눈 앞에 닥친, 제도상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 아동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있
도록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한 지원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또는 난민법의 개정을 통한 난민 아동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대상에 난민 아
동을 포함하여, 난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더 나아가 난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최상
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일 것이다)

71

난민인정자 정부지원 취업정책과 자:인정제도
난민네트워크 」동가 변수현

0. 들어4며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는 결국 내국인과 비교하여 또는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본디 국민%또는 시민권자&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간 영주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발달되었다)
이들 국가에서의 이민자란 주로 영주 이민자이므로, 이들은 잠재적인 시민으로 간주되어,
유입의 초기부터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주이민보다는 일시적인
초청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선발 및 후발 이민국가에서는 이민자란 일시적인
이민자를 의미하고, 이들은 계약기간 이 만료되면 모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과 체류관리정책은 있었으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도 이와 같은 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통합정책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족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중①으로 짜여 있다) 이들은 입국 즉시
한국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는
달리, 한국 s시민권자t가 아니면서도 특수한 신분적 위치를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하며, 자국민과 같은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시 23 되어 있다)
s외국인t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국민과 같은 사회보장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법에 인정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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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외국인t신분이‘는 이유로 법에 보장된 처우
혜택을 온전히 누Ⅱ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난민인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통합정책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처우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는 점, 특히 정부취업지원서비스의 수요/공급의

비일치성, 자격인정제도를 문제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현 제도가
개선될 방향을 제시하여 권고하였다)

1. 문제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3 조 , 항에 의거 취업」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비자 종류에 따‘ 그 취업범위가 제한된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조에 따‘ A,%기▲&에서 F-%거주&비자로 전「한다)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A,(0 는 취업」동이 허가된 비자24가 아니므로, 1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난민신청자에 한하여 , 회 1 개월의 기간으로 체류자격외취업」동허가자격을 부여한다)
체류자격외」동허가는 일반적으로 ?,p2 비자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전문취업직종인
?4 에 해당하는 근무지에 종사하게 되므로, 사실상 난민인정 후 에야 근로자격이 변경되어
본국에서 근무한 직종의 커리어를 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0본국 근무 직종과 난민인정 후, 근무조9, 연<단체 비교1
"

본국 근무직종

난민인정후 근무직

근무조건

종
,

언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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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틱 제조공장
%퇴직&

-

사진기자, 다큐

취업연계

임금체불문제로 퇴

직업소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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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설계사

식품공장%퇴직&

주 1 일, ,0 시간
-20 만원

/

언론기자

플‘스틱/대리석공

직업소개
소

일당제, ,- 시간

장

직업소개
소

%일용직&
0

사업가

통역 프리랜서

1

기독교연합사무

목사, 시민단체 」

국장 신학대학

동가

건당 ,0(,0 만원

지인소개

주 2 일%목사겸업&,

지인소개

,-0 만원

학장%교수&
2

대학생%중퇴&

시민단체 」동가

주 . 일, 20 만원

시민단체

3

리셉션 직원

시민단체 」동가

주 . 일, ,01 만원

시민단체

4

귀금속 판매

공장 생산직

주 1 일, ,- 시간

길거리공

.00 만원

고

,0

간호사

무직

(

(

,,

(

(

(

(

난민인정자 ,, 명의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가 F- 비자 전「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4 직종에서
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를 소개받은 곳이 어디인지에 따‘ 근무지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직업소개소와 공고를 통해 취업할 경우 여전히 ?4 직업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났다)

난민인정자 사례인터뷰 참여자는 조력중인 시민단체의 소개를 받아 진행되었다) 시민단체와
지인의 소개로 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며, 실제 인정자 중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자 "1 을 제외하고 본국과 인정 후
한국에서의 직장은 연관성이 없으며, 근무조건 또한 열악했다)

,& 정부지원 취업 서비스/직업훈련의 실효성과 접근 정도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은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추천절차에 대해 구체
75

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훈련대상자는 모든 난민인정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
업훈련 추천 절차에 따른 정부지원 직업훈련은 재정착 난민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 주무부처의 재정착 협의회가 구성30되어 있다) 이는 난민법 시행령 -- 조%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s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 혹은 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한다t에 따른 방침이다)
난민법 제 ,0 조%직업훈련&5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3,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 ,/ 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① 난민법 제 ,0 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q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 항에 따‘ 신청서를 받은 청장q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 - 항에 따‘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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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면

신청인에게

)
)

「

)

)
w

)
,-(,0
)
C>
”
‘ 
)x

w
w

3

CIG

「

II

)

)

)
」

)

”

)

)x

)

)x

- ,3

「

3,

- ,3),)-Ⅰ
)

,&
-&
.&
/&
%

△
&)

7476
76

」

별지

제 -, 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터뷰 참여자 중 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한 이는 전무하다) 이는 난민인정자의 취업과
그 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시행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며, 사실상 인정자의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외국인 대상 정부지원 취업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3- 외국인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4&를 대상으로 한국 내
조기정착 유도 및 사업주와의 갈등 해소를 목적3.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정착해
생」하고 있고 ?4 직종은 자력으로 구할 수 있는 난민인정자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는
포함되나 큰 매력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난다)

그 결과 난민인정자의 취업 경로에서는 지인, 외국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유료직업소개소
이용을 통한 취업이 가장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와 사회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본국에서 고학력, 전문직종에 종사한 난민인정자의
경우‘도 외국인이‘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편견, 한국어 능력 부족, 취업 정보와 소개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 부족, 경력인정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본인의 본국경험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이 생산제조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국가시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한 국가차원의 난민취업 정보공유와 소개, 직업 훈련이 절실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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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는 취업 분야였으며, 학력이나 자격 인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임금, 단순직 노동 종사, 남아있는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불안정성 등이 기존의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0 또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트‘우마로 인한 ①리적 불안감과 제한적인 지원 시스템은 난민들의 사회
통합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측면으로 지적된다)
다른 연구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회복기간이 더 길어진
다는 보고가 있다)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난민청자의 취업요건을 제
한하고 있는데, 인정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대기기간이 길수록 난민신청자의 기술습득과 동
기부여가 감소하면서 인정 후 재고용 확률을 ,1(-.#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났다)31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인정제도 마련
자격인정제도 아포스티유%;edhiiaae& 32 란, 협약가입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 본국
외교부 또는 자격인정발급기관을 통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p2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졸업증명서, 허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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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lW_bWXb[ Wj5 jjf5 mmm)h[ mehb ) )eh] eY_ 0--43 1 /) jcb
wM[fj[cX[h%A(,&
%
31
D[di
& BW_dck[bb[h >ec_d_a
% BWd]Whjd[h
&
Wd >kdYWd FWmh[dY[ wQ
) [d b_l[i Wh[
」 fkj ed eb 5 F[d]j o
‘  fheY[ii[i [Yh[Wi[ [cfbeoc[dj Wced]
)x
Wiobkc
h[ k][[ix MY_[dY[ ; lWdY[i Peb - He) 3 - ,1
w jjf5 W lWdY[i)iY_[dY[cW])eh] Yedj[dj - )3 [,1 /.)
·
)
「
32
-/ jjfi5 mmm)]el)ah fehjWb i[hl_Y[ i[hl_Y[Cd e JNL
0,0-2
)x

76
78

등의 효력발생을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협약국이 아닌 경우 대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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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0/.1 조는 난민인정자의 자격인정요건 33 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박해사유로 인하여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본국이 신청인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경우 난민의 정의에 따른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피난 시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였거나, 자격인정을 위해 본국 대사관에 방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취업자격요건에 충족하는 학력과 자격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인증 기준을 알고
있지 못하거나, 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시도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2. 관련정책 (해외사례 소7)
,&

직업훈련

언어 학습과 병행한 직업 훈련과 노동 시장 경험 실무 교육%Ic(i]e(_dW aac\ja\e
igaicic\&은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났다) 고용주들이 난민들에게 언어 습득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와 병행된 언어
연수는 브리징 프로그…%<gid\ic\ egd\gab&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본국에서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같지 않은 난민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국 비호국가에서의 직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실습을
실시한 I?=> 국가의 예로는 호주, 스위스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있다 34 ) 다만, 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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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_d] _dj[]hWj_ed meha5 h[ k][[i Wd ej [hi _d d[[ e fhej[Yj_ed r I?=> - ,1 / f
jjfi5 h[W )e[Y (_b_XhWho)eh] ieY_Wb(_iik[i(c_]hWj_ed( [Wbj cWa_d](_dj[]hWj_ed(meha( kcWd_jWh_Wd(
c_]hWdjiV4234-1/-0,-.1([d"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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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실효성이 높지만 실무 교육 비용이 많이 들고 고용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연수 프로그…은 수요가 많은 직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모든 직업군에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덴마크 %Mieebddea&40
덴마크 노동 시장 정책의 핵① 요소는 집중된 언어교육과 구직처 소개이다) -001 년 1 월
복지 협약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최대 , 년의 초기 고용 보조금을 통해 정기적으로
신규/장기 이민자%난민 포함&를 채용에 도움을 준다) ?ciegegihe(Wahed _dW igaicic\4,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 모델의 경우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이 제공되지만, 이민자들은 큰 효용을
얻지 못한다)
첫 번째 단계%/(3 주&5 덴마크 언어 수업과 함께 개별 난민의 기술을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5 고용주에게 무료로 기업 내 연수생을 배치하고, 더욱 많은
덴마크어 수업이 이어진다)
%-1(0- 주&이 시점에서 난민은 고용주를 위한 임금 보조금을 받는 직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 스웨덴 %Miee(Cc DdW&4유사한 정책이 스웨덴에도 있는데, Miee(Cc DdW 프로그…은 참가자가 직업과 병행하여
언어교육 과정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 년 간 신입사원 기준 임금의 30 #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모든 프로그…은 이민통합정책부, 보건부, 교육부 등의 기능적 협력 하에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 노르웨이4.

4

Ih]Wd_pWj_ed eh ?Yedec_Y =e(ef[hWj_ed Wd >[l[befc[dj) %- 2&) DeXi eh Ccc_]hWdji %Peb) ,&5 FWXeh
GWha[j Cdj[]hWj_ed _d ;kijhWb_W >[dcWha A[hcWdo Wd Mm[ [d) I?=> JkXb_i _d]) ,3 f
4,
J?M H[jmeha <eWh FWXeh GWha[j Cdj[]hWj_ed e L[ k][[i t E[o =edi_ [hWj_edi Dkd[ - ,1 .f
jjf5 [Y)[khefW)[k ieY_Wb <beXM[hlb[j: eYC 8,140- bWd]C 8[d
4_X_ J?M H[jmeha <eWh 0f
4.
_X_ J?M H[jmeha <eWh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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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위한 노동시장의 신속한 접근%Fahi igaXk aXXehh id i]e FaWdjg bagkei [dg ge[j\eeh&는
노동사회부%Gicihign d[ FaWdjg acd MdXiaa ;[[aigh& 지자체 협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만들어진다) 이민통합제도는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 내에서 양질의 직업중개
모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직업시장에서의 자격요건이 부족한 난민들에게는
s구직 준비t가 되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한다)4/
( 일본405 난민과 그 가족을 위한 일본어 교육/일본 생」 가이드/직업 상담 안내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개인,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일본 당국은 일어교육과
함께 정착지원프로그…을 무료로 제공한다) 정착지원프로그…은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인
일어와 생」에 도움이 될 사회문화 관습, 취업희망자를 위한 취업추천 프로그…으로
구성되며,

자택에서

통근

가능하며,

교통비가

제공된다)

거리가

멀

경우,

인근

무료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생」비, 의료지원비가 제공되며, 프로그… 종료 후
정착준비금이 , 회에 한해 제공된다) %-0,- 년 / 월부터 시행, LBK6 Le[j\ee ;hhihiacXe
Beadfjagiegh 재정지원&

난민법 시행 국가들의 경우 이민통합정책 안에 난민취업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언어교육과 구직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의

언어교육

담당부처%여가부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와,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 %노동부지원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운영&, 난민지원%법무부 난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구직을 위한 난민과 고용주가 동시 접근 가능한 온‘인 플랫폼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경우 난민을 위한 직업 매칭
사이트를 개설한 상황이다)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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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G_d_ijho e FWXekh Wd MeY_Wb ; W_hi L[l_[m e Hehm[]_Wd m[b Wh[ X[d[ _ji _d j [ W_c e _cfb[c[dj_d]
YkjXWYai - ,1 jjfi5 mmm)h[] [h_d][d)de [d Wajk[bj ] [ddec]Wh(oj[bi[h(e](h[jj_] [j[h(c[ (i_aj[(
fW(_ddijhWcc_d] _ -/041140
LBK DWfWd M[jjb[c[dj Mkffehj Jhe]hWc eh =edl[dj_ed L[ k][[i Wd N [_h Wc_bo G[cX[hi
- ,,),
jjf5 mmm)h g)]h) f [d]b_i cW_d f
WfWdVi[jjb[c[djVikfV[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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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난민과 고용주를 연결하는 온[인 플랫폼1
홈페이지

설명

비고

Le[j\ee
Naaeci %호주&

lll)ge[j\eeiaaeci)Xdb

직업 연계
사이트

고용주 ,00 명,
구직자 .00 명이상

=]acXec
LeiX]
%오스트리아&

]iie5//lll)X]acXecgeiX](
icchWgjXk)ai/

난민을 위한
공정한
구직정보

박”회 참여업체
20 개, 방문자
.,000 명,
직업 및
교육기회 ,000 이상

Le[j\eehPdg
k
%오스트리아&

]iieh5//lll)ge[j\eehldgk
)ai/

직업 연계
사이트

고용주 .00 명,
구직자 1,000 명

<= Le[j\eeh
DdW=dcceXi
%캐나다&

]iieh5//lll)WX_dWXdcceXi
)Xa/

직업 연계
사이트

-0,2 년 시행

;Xiidc
?beadi
Lé[j\iéh
%프랑스&

]iie5//lll)aXiidcebeadig
e[j\ieh)Xdb/

직업 연계
사이트

고용주 ,00 명,
구직자 -,000 명

]iie5//lll)]ige)hdXiaa/

직업 연계(
멘토링 사이트

Pdgkeeg
%독일&

]iieh5//ldgkeeg)de/

직업 연계
사이트

<geakic\
<aggiegh
%영국&

]iie5//Wgeakic\(
Waggiegh)Xd)jk/

직업연수,
현장실습업무
배치

Bige MdXiaa
%독일&

고용주 /,000 명
구직자 1,000 명

%ldgk
eaaXebeci&
%J]iaieee Fe\gaic, Bdl id \ei ge[j\eeh icid ldgk fjiXkan, Ieec ceildgk) -0,2)03) 개별
홈페이지 접근확인, -0,3)04),-&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인정제도 마련

( ?O5 ?HC=(H;LC= %Aaielan id geXd\ciiidc d[ aXadebiX acd egd[ehhidcaa fjaai[iXaiidch&
난민 및 실향민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인정요건을 문서화할 수 없는
▲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본국의 치안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관련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파괴된 경우 등으로 인해
82

발생 가능하다) 예컨대, 인증된 고등교육기관 직원/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검증을
마친 직무면접으로 자격인정요건을 대체 가능하다)42

em ,& 이력%<aXk\gdjcd eaeeg&에 근거한 자격인정43
자격인정을 신청한 난민은 컴퓨터기술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그/그녀는
학사제도의 수료를 확인가능한 졸업장/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 자격 평가자는 취득자격증,
과정 설명, 취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교육배경을 설명하는 u이력%<aXk\gdjcd
eaeeg&v를 준비한다) 학업이수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 후 신뢰가능한 인증기관이 학사
학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m -& 사전교육이수에 대한 자격인정
구직을 준비하는 신청인은 세무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및 문서를
기반으로 자격①사원이 교육이수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 대부분의 회계교육관련 문서가
누’되었으므로, 포트폴리오에는 신청인의 회계지식을 뒷받침하는 자격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신청인은 본국 근무회사에서 발행한 전문회계사 경력증명서가 있다) 이 경우 자격①사자는
관련업종 사전교육이수기관에 연’해 볼 것을 조언한다)

3. 해결방안
오랜 기간 동안 s한민족 국가t로서 이민정책의 역사가 없었던 한국의 경우 시민권자
대상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일견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이민자통합정책에 기반한 난민의 취업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먼저 이민과
난민정책 입안에 대한 각국의 이민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2

?cfbeo_d] W h[ k][[ m_j eh m_j ekj eYkc[djWj_ed e gkWb_ _YWj_edi ?HC=(H;LC= jjf5 mmm)[d_Y(
dWh_Y)d[j h[Ye]d_i[(gkWb_ _YWj_edi( [b (Xo(h[ k][[i([cfbeo[hi)Wifn
43
L[Ye]d_j_ed e gkWb_ _YWj_ed eb [hi m_j ekj eYkc[djWj_ed ?khef[Wd ]k_ [b_d[i eh Yh[ [dj_Wb
[lWbkWjehi Wd W c_ii_edi e _Y[hi 2 GWhY - ,1) jjf5 mmm)[d_Y(dWh_Y)d[j _b[ki[hi 0..0V?;L(B?C(
L[Ye]d_j_ed(e (gkWb_ _YWj_ed( eb [hi(m_j ekj( eYkc[djWj_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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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 국가들의 경우 이민통합정책 안에 난민취업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언어교육과 구직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민과 고용주가 동시 접근
가능한 온‘인 플랫폼도 이러한 행정정책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위 해외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전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각 부처별 상이한 이민정책의 관점 때문에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한국에서는 난민을 위한 자격인정제도가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O 자격인정제도 ?HC=(H;LC= 를 참고할
수 있겠으나, 플랫폼 마련을 위한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004& 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인정제도가 논의된 바 있으며, 이를 인정난민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균등한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난민의 처우에 대한 통합이민정책 마련
난민인정자의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인 자격인정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법무부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난민인정자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노동부는 난민관련 취업지원업무를 기본적으로 법
무부에 대한 협조로 인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난민법 제 -- 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44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재정착
실무 협의회의 경우도 법무부 장관 주도 하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에
의해 혜택을 보는 난민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 기 재정착 난민 31 명의 관리체제로서는
적합한 제도일지 모르겠으나, 전국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출신과 배경이 다른 인
정난민들을 대상으로 운용되기에는 전문성이 약하다) 재정착 난민이 난민지원프로그…에
안착되면 인정난민에 대한 지원도 그에 맞게 동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인정난민과 재정착
난민을 특별히 구분해서 지원해야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00)

결국 법무부와 노동부가 구체적인 취업지원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 내지 역할분담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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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는 각 부처간의 협의와 시행규칙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할 텐데, 효과적인 고
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난민인정자의
처우 시행부처는 법무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취업지원에 전문성
을 지닌 부서는 노동부‘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복수의
행정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운 입법사례,0,를 참고할 수 있겠다)

( 고용주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난민 고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립%난민인정자의 취업자격요건 등&, 고용주(난민(민간단체 간 고용서비스 협력체계
강화
난민취업지원은 난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①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고용주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난민과 고용주가 동시에 접근 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미 우리사회에서 문화, 경제적으로 정착한 여러 나‘의 난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상호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체와 신규 구성원의 자립을 위해 무조건적 시혜 보다
참여형 조건부 정책마련 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부처가 난민인정자의 자격요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위한 노동허가절차, 인정절차
간소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와 교육부 지자체 협의 하에 ①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면접을 통해 해당 학력과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0- ) 난민의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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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①의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자격
①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협약 -0 조에 의하면 난민이 자국의 기관에 원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그 체약국의 담당기관 혹은 국제기관이 난민 출신국을 대신하여 같은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출신국의 기관을 대신하여 문서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력/자격 ①의위원회에서 난민 본국 대사관을 대신하여
법무부가 발급하는 자격인정서도 같은 차원에서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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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지위 제도 문제 및 보충적
보호 지위 신설 필요성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1. 문제점
난민협약 이후 세계 정세가 변함에 따‘ 난민협약 상 난민이 아니‘ 하더‘도 본국 혹
은 상주국으로 송「 시 박해 등 ①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들이 생기게 되었
다) 국제법적으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다수 국가들은 이들을 보
호할 수 있는 보충적 보호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법은 보충적 보호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보충적 보호 정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는 시혜적 차원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지위를 난민불인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반해서 부여하는 지위로 규정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도 두지 않고 있으며, 취업」동 정도만 허가를 하고 있어 이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다)

2. 관련정책
,& 인도적 체류 용어상의 문제점
난민법 제-조 제.호에서는 u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있는 사”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법무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
은 외국인v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 "인도적체류자"로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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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난민법상 u인도적 체류v‘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난민법상u 고
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v에 부합하는
적확한 용어는 해외 입법례 및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u보충적 보호v로 수정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에서의 u보충적 보호v는 u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난민의 0가지 박해사유에 포섭되지 않는 사”들을 보충적으로 추가
포섭하여 보호하는 것v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s보충t의 의미는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보강의 의미로, 보호의 필요가 보충적이‘는 의미는 아니다)
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u보충적 보호지위v와 시혜적
의미에서 임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u인도적 체류지위v는 구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
다)

-& 기▲유형 비자%A(,(1& 부여의 문제점
난민인정자에게는 F- 비자가 부여된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지위자에게는 A(, 비자가
부여되며, ,년 단위로 이를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A(, 비자는 통상적인 비자가 아니‘
송「이 불가피하나 산업재해보상의 청구,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치료 등의 목적, 난민신
청 후 ①사 미종료 등으로 임시적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등 .(1 개월 정도의 단기간
의 체류를 예정한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인도적 체류지위자는 대부분 수년간 체류를 하기 때문에 임시체류비자인 A(,비자와 부
합하지 않는다) 실제 실무에서 관련 공무원이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인도적 체류자의 체
류 지위를 연장하여 주지 않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적 관련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적
용되는데, A(, 비자의 경우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바, 결국 인도적 체류지위자는 아
무리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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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신청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제도의 모순 및 이의신청의 불가
국내법상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불인정처분에 수반되어 재량으로 주어진다) 따‘서 신
청자 본인이 난민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s난민지위 신청t이 아
닌, s인도적 체류지위 신청t을 하고 ③어도 인도적 체류지위 신청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부득이 난민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행정법상 거부처분은 신청권을 전제로 하는데 인도적 체류지위는 신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지위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실제로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지위자로 인정 받은 가장 많은 국가는 시리아이다) 시리아
의 현 국가정황을 고려할 때 한동안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
다) 따‘서 시리아 인도적 체류지위자들은 한국에서 상당기간 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난민법상 부여받은 권리는 취업」동 허가뿐이다) 이에 난민인정자가 받
는 사회보장, 기초생」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이 불가능하
다) 인도적 체류지위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초생」수급권 대상에서 제
외되고, 주거지원이 안되며,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더‘도, 해당 학교의 학칙 및 학교자
의 결정에 따‘ 인도적체류지위 아동에 대한 입학허가를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가족결
합 관련 인도적 체류지위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A(,(,-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
하기는 하지만, 난민법상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지위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입국
허가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입국 자체가 어려워서, 가족결합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 해결 방안
인도적 체류지위는 보충적 지위로 용어를 변경하고,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
u보충적 보호지위v와 시혜적 의미에서 임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u인도적 체류지위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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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그 국제적 기준 및 제도 운영에 더 적합한 입법이다) 따‘서
난민법을 s난민 및 보충적보호 지위 관련 법t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충적 지위 제도 및
인도적 체류지위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난민법을 개정하여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하기는
어렵고,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주거 및 교육보장을 제안하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다)
그러나 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 보
장으로 발생하는 사회보장q기초생」보장q교육보장을 위한 비용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술상의 이유로 추계를 하지 못하였는
바 합리적인 비교형량 검토는 없었다) 근본적으로 난민에 준하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 비용 발생만을 이유로 보호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내국인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단기간
에 예산 확보가 어렵더‘도 점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권고를
했어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인도적체류지위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편입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도적 체류지위자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규 편입시키더‘도 건
강보험재정에 많은 부담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긍정적인 검토 보고를 한 적이 있
다) 이에 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처우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즉시 개정이 필요하
다) 즉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의무 교육 외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진학할 권리 인정, 자국에서의 학력과 자격 증명 인정, 여행자 증명서 발급, 가족결합과
같은 권리는 비용 부담은 없이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는바 시
급히 개정하는 것이 바”직하다)
마지막으로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무상 실시 개
정안은 역시 인도적 체류지위자 자녀에게도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권리 최우선 원칙에 따
‘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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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비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1.

문제점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s사회보장%.,조&, 기초생」보장%.-조&, 교육보장%..
조&, 사회적응교육%./조&, 학력인정%.0조&, 자격인정%.1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2조&t
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s취업」동 허가%.4조&t
외에 별다른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s생계비 지원%/0조&, 주
거시설지원%/,조&, 의료지원%/-조&, 교육보장%/.조&t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각 지위마다 보장되는 권리가 구별될 뿐만 아니‘, 법에 보장된 처우의 권리가 실
무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난민의 지원하는 사”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아•에서 이를 정리하고 %-0,3) 3) 기준&, 개선 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현행 제도
1) 난민의 체류 등
① 체류자격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기▲%A(,(0& 기▲%A(,(1&

거주%F(-&

② 각종 증명서
-

-

외국인등록증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I

I

I

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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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Q

Q

I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Q

Q

Q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I

Q

Q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비 지원

2) 난민의 노동
① 취업범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 신청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r 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한 단
순노무분야
( 전문분야 취업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
동허가 받아야 함

난민인정자

( 취업제한분야가 아닌 분
야
( 전문분야 취업을 원할 경
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원

( 별도 제한 없음

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
격외 」동허가 받아야 함

② 체류자격외 」동허가 및 사전 고용계약 요부

체류자격외
」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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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필요

필요

불필요

사전 고용계약

필요

불필요

불필요

(. 난민의 사회보장
,& 국민연금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당연적용 배제

당연적용 배제

당연적용대상

임의가입불가

-& 건강보험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직장가입

I

I

I

지역가입

Q

△

I

.& 산업재해보상보험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I

I

I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Q

Q

I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고용보험

4. 공공부조
,& 기초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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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I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Q

I

I

-& 긴급복지지원

5. 해결 방안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이상의 해결방안에 동의하며, 본 발제문에
서는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민신청자가 실제 생계비를 지급받는 평균기간은 .개월에 불과하며 -0,2년 기준 또
한 전체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이 .)-#에 불과한 바, 난민신청 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고, 생계비 신청에 대한 ①사를 신속화하여 법으로 정해
진 1개월의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지역가입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불안정한 체류 및 원
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한 s기▲t 비자유형%A(,&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으로 인해 직장건강보
험 가입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건상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바, 난민신청자 고용주의
직장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회피할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
니다) 또한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난민아동의 건
강보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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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 처우 관련 정책 실태조사
난민네트워크 처우 실무팀
「

”

」
)
)

「
)

”

설문일 및 시간5

년

월

일

”
)

시 분 ( % &시 % & 분

설문지역 %시/도&5
설문담당단체5 (
설문담당자5
통역5 없음

,

나이

-

성별%F, G, I&

.

언어

/

거주지역

0

현재 동반 가족 및 동반자 관계 5
수5

관계 5

관계 5

관계 5

나이 5

나이 5

나이 5

나이 5

성별 5

성별 5

성별 5

성별 5

월

일

% &명
동반 가족/동반자 인원수
에 맞게 오른쪽 사항 기입
1

대한민국 도착일

2

난민지위 인정일자

3

기▲ 특이사항

년
년

월

일

%장애/질병 유무, 수급자 등의 여부, 기▲ 정부 처우 서비
스 받고 있는지 여부 등 인터뷰 정리 시 참고 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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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제> 관련
R정보접근권T
■ 일반
( 난민신청자로서 살 때, 난민인정자로 살 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나요:
혹시 필요한 정보가 다릅니까:

( 난민인정 받고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정보를 찾았나요:
%찝어서 물어봅니다5 정부, 단체,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 같은 고국 사”, 난민,
다른 외국인, 인터넷 등&

%인터넷이‘고 대답한 경우& 어떤 웹사이트, MHM 입니까: 주로 어떤 정보를 찾나요:

( 이러한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거짓이었다거나 브로커 사기여서 피해를 받은 적
이 있나요:

■ 정부 정보 제공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보제공&
( 난민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난민 인정자의 권리 또는 난민인정자
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고지 받았습니까:

(%출입국관리 사무소 이외의 정부기관&
출입국관리 사무소 이외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한국 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언제 어떤 정보를 받았나요:
( 그 정보는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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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어떤 정보를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질문을 한 번 더 구체적으
로 한다&

( 난민 인정을 받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사회보장 서비
스%기초생」수급신청/긴급복지지원제도 구체적 내용 등&, (한국문화, 취업알선 교육q진학
정보, 아동q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및 학습 및 관련 기관 정보 포함&, 가족%혼인q이혼, 가
족재결합 등& 관련 정보, 거주 지역 관련 정보 등&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
까: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까:

( 해당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보가 충분한 도움이 되었나
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 어떤 정보를 정부로 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는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 난민인정자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난민인정자가%당신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 정부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할까요:

2. 언어
%,&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 일상적으로 겪는 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언어지원여부, 통지서/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교육/의료/취업/행정시설 등 이용시 발생했던 문제 등&

%-& %,&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나요: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는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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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통, 번역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다누리콜센터, 다산콜센터, WWW■리아, 다문화가족센터 이용 등&

%/& %%.&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경우& .번에서 대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또는 F-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은적이 있나요:

%0& 한국에서 정착하고 생」하는데 있어 어떤 통,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제안해주세요)

%1&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언어교육 서비스를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해주세요)

%2& 한국어 교육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
시나요: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레벨, 종류, 일정, 기간 등&

%3& 언어 교육을 받는데 있어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사회통합프로그…을 이수하였거나, 현재 이수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사회통합프로그…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나요:
%4(,& 사회통합프로그…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 행정적 조치

%,& 본국에서 행정서류를 –는것이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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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에 한국에서 행정 서류를 증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
(((((%.&번 이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난민인정 이후의 상황
인지 확인이 가능함)

%.&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통 어떤 서류를 제출하시나요: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가족관계증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
던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출국하는 목적 이외에 여권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누군가가 여권을 요구해
서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0& 혼인을 하기 위해 미혼증명을 했어야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때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1& 난민인정 이후에 통장개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2& 난민인정 받은 이후에 외국인등록증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3& 본국에서 범죄경력을 –와야 했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있
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4& 그 외 행정적 서류와 관련하여 곤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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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점유형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자가/ 전세/ 보증부월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무상거주%더부살이& 및 주택면적%방 개수&, 보유시설%화장실, 부엌 &등&
%-&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주거급여 받고 계시다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 주거 관련 사회보장서비스를 정부에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나누고 ③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나누어주세요)

5. 96
%,&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셨나요:
%,(,& 네 5 지역가입자인가요: 직장가입자인가요:
%,(-& 아니오 5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알려주세요)
%-(,& 지역가입자 5 %예& 과거 소득기록 부재로 인한 전년도 내국인보험료 평균치 부
과, 난민인정일자로의 내국인보험료 평균치 소급 적용, 소급발생 보험료 분할납부%최대 ,0회&
정보 미전달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공통 5 %예& 피부양자 등록 ( 본국에서의 가족관계증명
서 발급 및 번역/공증 요구, 피부양자취득신고서%한글양식& 작성 과정,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상담사와의 언어소통%영어상담전화 0..(3,,(-000 있으나, 영어상담
사 지사 배치 원칙 없음&

%.& 난민인정 이후에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의료기관 정보 5 %예& 거주지역 소재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내 해당 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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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 유무에 관한 정보
%.(-& 의료비지원서비스 정보 5 %예&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정보
%.(.& 의료통역 5 %예& 검진 및 진료 진행 시, 사용한 언어는 무엇인가요: 의료진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검진 및 진료를 받았나요: 비급여진료항목
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고시하였나요:
%.(/& 기▲

%/&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난민인정자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음&

%0& 난민인정자 %및 난민인정자의 피부양자&로서 의료접근권 관련 기▲ 어려움을 경험
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6. 사회보장

y 사회보장 항목 인터뷰 참고사항
( 사회보장은 우리가 다루는 ,/ 가지 주제 중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항목에서는 다른 인터뷰 주제와 중복된
내용이 종종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을 애초에 연구 항목 중 하나로
넣은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다른 항목들이 다루지 않을 내용이 연구/정리 될
예정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난민법 .0 조와 ., 조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s구멍t을 드러내고자 위 항목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면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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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항목이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 %.&번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인터뷰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서비스가 어떤 프로그…들이 있는지를%저소득, 가족,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교육, 취업, 의료 등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서비스& 」동가/변호사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체계나 내용 또는 프로그…의 제목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가/변호사는 난민인정자가 정확히
대답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난민인정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보장
프로그…을 지원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때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난민인정자가 사회보장 프로그…의 제목이나 구조를 모두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더‘도 」동가/변호사가 사회보장 프로그…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추해볼 수
있다면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난민인정자가 실제로 받은 사회보장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체로 s언제, 어떤 행정처를 통해서, 얼마의 기간동안,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받았는지t 등에 대해 질문해본다면 어떤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았는지 파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를 대비해 인터뷰를 준비해갈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인터뷰와 결론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에 현재 한국에 있는 사회보장 대표 서비스 약 00 가지만 아•에 주제별로
가지고 왔습니다) %더 많은 사회보장서비스가 있지만 모든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의 사회보장 프로그… 중에는 이미 공개적으로 난민인정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난민인정자를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냐에 상관없이 인터뷰를
진행해주시기를 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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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 또는 가족 관

저소득층 관련 서비스

맞춤형 기초생」보장

련 사회보장서비스

기초생」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통합문화이용권
희망키움통장%z, Ⅱ&
가족관련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일부 센
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

한부모 관련 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관련 사회보장

청년관련 서비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영유아 관련 서비스

만 0p-세 보육료 지원

서비스

만 .p0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

초등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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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사회보장

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국가장학금Rz,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

서비스

상&T
임신q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여성 취업 관련 서비스

여성 경제」동 촉진 지원사업%여성새로일
하기센터 사업 등&

장애인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장애인 」동 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등 지원

노인%노년&관련 사회보장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동 지원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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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교육관련 사회보장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내일배움카드제
일학습병행제
취업후상「학자금 대출

취업관련 사회보장서비스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의료관련 사회보장서비스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제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주거관련 사회보장서비스

행복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민
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참고링크 ,5
]iie5//lll)hhX)\d)kg/Xdci/ic[d/ic[d0.0/00)iiaeh:Wi\Xaie80,,&abe6becjFiae8ic[d
0.0/00

%,& 난민법 제 .0 조와 제 ., 조 등에 따‘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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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서비스‘는 말이 어려울 경우에 정부로 부터 유, 무형의 서비스&
%현금지원, 정보(자원연계,쉼터/물품 등 지원&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또는
받고 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일시 지원 모두
포함&

%-& 사회보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있었나요:

%.&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또는 신청 자체를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외된 사회보장 항목이 있을경우& 현재 정부가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기초생」수급, 긴급복지지원, 아동교육/보육 지원, 장애인 관련 지원, 건강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4족
■ 기본 정보
( 현재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가요:
( 한국에 모두 같이 왔습니까:
( 한국에 와서 늘어난 가족이 있나요: %혼인, 자녀 출생, 가족재결합, 입양 등&
( 가족 구성원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구성원들이 다를 수 있음6 F(-, F(,, A(,, 미등
록, 한국 국적 등&
(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 중 당신이 부양해야 하는 사”이 있나요:

■ 가족의 체류자격%비자종류&
( 가족의 체류자격 때문에 겪는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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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경제
( 누가 생계비를 법니까:
( 생계비가 충분합니까:
( %취업가능연령자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 고향에 돈을 보냅니까:
(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못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가족의 난민인정과정
(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에 남은 가족의 난민인정절차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 가족재결합
(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에 가족을 초청해야 했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세부사항&
( 몇 년 걸렸나요: 언제 헤어져서 언제 결합했나요:
(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나요:
( 재결합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 관련 정보제공이나 조력을 받았나요: 받았으면 어디서 받았나요:
( 특별히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위해 한국 정부, 시민단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가족이 떨어졌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게요)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요:

■ 고국에 가족이 있으나 재결합을 하지 않은 경우
( 몇 년도에 가족에 헤어졌습니까:
( 왜 재결합 하지 않았습니까:
( 재결합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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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후 혼인
( 난민인정 이후에 결혼을 했나요: 했다면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알려주세요)
( 결혼을 원했으나 하지 못했다면 장애요인은 무엇이 있었나요:

■ 가족관계
( 한국에 와서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 %있었다면& 그 변화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 가족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가족재결합/결합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국으로 간 가족구성원 있는 경우& 그 이
유가 무엇입니까:

8. 아동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 난민인정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진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 난민인정 이후 자녀의 중학교 입학, 진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 난민인정 이후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진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0& 난민인정 이후 자녀의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1& 난민인정 이후 자녀의 보육 과정%어Ⅰ이집, 유치원 포함& 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a&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나요: 보육료는 얼마인가요: 보육비 지원이 있나요:
%W&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X&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기관 혹은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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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와의 소통은 얼마나 자주 하②니까: 자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지도/숙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나요:
%4&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이나 선생님과의 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S
%,0& 자녀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정부/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생각하②니까:
%,,& 기▲ 자녀의 어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노동
%,&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의 분야를 말씀해주세요)
%,차 뿌리산업/사회적기업/서비스산업 등&
%-& 현 직업의 소득 수준과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②니까:
%.& 현 직업의 노동조건에 대해 만족하②니까: 만족/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난민인정 이후 취업을 하는데 경험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0& 난민인정 이후 정부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받았으며, 그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1& 정부로 부터 취업 정보 또는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 연계를 받고자 노력해보았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2& 난민인정 이후 정부를 통해 취업 연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받았으며, 그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3& 본국에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셨는지, 학업수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취업을 위해 본국에서 가지고 온 자격증 등이 있나요: 이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정부에 해당 절차를 요청해본 경험이 있나요: 자격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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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 난민인정 이후 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 취업 지원을 따로 받은 적이 있나요:
%,,& %여성& 난민인정 이후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따로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10. 교육
%,& 난민인정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이중언어 교육, 임신/출산/가족계획 등 부모 교육, 건강권에 대
한 교육 각종 상담%①리상담, 체류자격이나 국적취득관련 법률상담 등, 일자리 교육&
%-& 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난민인정 이후 대학 입학, 진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난민인정 이후 대사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본인의 학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경험했
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학력인정&

11. 무국적

%부모인터뷰의 경우&

%,& 자녀의 나이 및 출생지
%-& 과거 입국 후 난민인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본인의 체류자격의 변화로 자녀의
체류자격에도 변화가 생기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자녀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제출한 서류가 무엇이었나요: 현재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의 s국적t 란에는 어떻게 적혀있나요:
%간혹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등록증 국적 란에 부모의 국적에 따‘ 해당 국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생이 등록된 것과 다릅니다) 실제로 본국에 출생등록이 되었
는지/ 외국인등록증 신청 시 가져간 서류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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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나요: 등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자녀가 무국적 상태가 된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전반적 스토리&
%1& 한국에서 출생등록을 하기 위해 시도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서류 등
%2& 의료의 측면5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평소 / 긴급 의료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3& 교육의 측면5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4& 여행증명서5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여행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해외 여행
시 겪었던 어려움:

12. 사회적 지지망
%,& 자주 또는 종종 나가는 모임이나 만나는 사”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 사”들
인가요: %종교, 국적의 네트워크 또는 동네 친구 등&
%,(-& 주요 모임 장소와 모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도움을 주고 받고 있나요: %또는 어떤 」동을 하나요&
그들과의 만남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 과거에는 특정 모임에 나가거나 사”들을 만났지만, 최근에는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사”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새로운 사”/이웃/친구 들을 만나고 ③을때 주로 어떻게 사”들을 사귀거나 모임에
대한 정보를 구하나요:
%0& 새로운 사”/이웃/친구 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정보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취미, 목적별 자조모임을 위한 」동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1& 당신은 한국 사회의 일원이며, 사회에 적응하는 데 정부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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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화
%,& 귀화를 하셨나요: 하셨다면 언제 하셨고 당시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 귀화신청절차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 귀화요건 중 이해가지 않거나, 난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요
건이 있었나요:
%,(/& 귀화불허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귀화 이후에 오히려 경험했던 불편함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귀화를 하고 ③지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당신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할까요:

1).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 과거 미등록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의 불이익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알려주세요)
%-&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 과거 미등록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의 불이익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알려주세요)
%.&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의 불이익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알려주세요)
%/&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 기▲ 여러가지 이유로 범칙금이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알려주세요)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