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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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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begun to face the issue of refugees since more 

than 5000 Yemeni asylum seekers visited Jeju Island in 2018. 

Most of the other nations, especially Europe and Middle East, is 

familiar with the issue as they accepted millions of asylum 

seekers from politically unstable states like Syria. The issue of 

refugees emerges as one of main factors deciding the future of 

welfare states, because some of natives in some welfare states 

have been reluctant to open their borders and guarantee social 

rights of newcomers, while others welcome them to champion 

their human rights. Based on the view that Korea has already 

faced the critical issue, this report reviews and analys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residing in Korea and attempts to 

suggest related policies.

This report reviews the cases of Germany, Canada and 

Australia, which have longer history of accepting millions of 

asylum seekers from other continents and establish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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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ort the refugees. It is found that the Western states have 

also undergone social discussion and controversies regarding 

the scope and level of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foreigners. 

Korea has implemented the refugee law in 2013, which guar-

antees social rights of refugees in Korea. However, the qual-

itative research in this report reveals that the access to educa-

tion, labour and social security from the refugee’s point of view 

is often blocked or limited despite the law. It is mainly because 

the refugees are not fully informed of their rights when they 

were given the legal status and the related authorities are not 

aware of their roles to provide related services to the refugees 

either. In addition, a survey of 4,001 Koreans in this report 

shows that the majority agree that the state should support the 

refugee group’s basic human rights and other rights to educa-

tion, labour, healthcare and reunion with other family 

members. 

This report suggests a couple of policies in short, medium 

and longer terms. For example, ‘The guideline for Refugee’, the 

two-page Korean-language document, currently given to the 

refugees when they are given the legal status, needs to be fully 

revised and reinforced and to be given as a booklet contain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ir social rights written in both 

their mother tongue and Korean, which will be a first step to 

secure their access to social rights provision among polic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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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streamline and reinforce the ref-

ugee application process to address the rapidly growing num-

ber of refugee applications and to gradually raise the refugee 

approval ratios in the future.

*Key words: recognized refugees, refugees, immigrants, social security, 

social rights





2018년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본격적으로 난민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난민 문

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점을 고려하면 상 적으로 늦은 측면도 있

다. 난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5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실향

민, 무국적자를 합한 보호 상자 수는 7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는 규모로 유입되는 난민의 인권 보장과 함께 일부 반난민 정

서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의 등장에 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

다. 한국 역시 최근 5년 사이 난민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난민 문제에 해 전향적인 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난민 집단 가운데서도 난민인정자

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사회권 보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먼저 1장에서는 지금 시점의 한국에서 난민 사회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의 난민 관련 이

전 연구들을 일람했다. 2장에서는 난민의 사회권에 한 인권적·국제법

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

약’(195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및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관련 조약에 한 해석을 중심으로 

난민인정자의 사회권에 한 국제 인권 기준을 검토하 다. 이에 따라 

일, 주거, 교육, 의료 및 사회보장은 난민 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

람들이 동등한 존엄을 지닌 인간이자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임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난민 수용국으로서 난민

인정자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을 할 수 있고, 노동조건과 관련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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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보호를 받으며, 초중등교육을 받고, 의료 및 사회보장과 관련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난민

들이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난민이 처한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난민들이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데 어

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해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에서 국민과 같은 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난민법의 실효적 집행이다. 난민들이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이 보

장하는 사회권을 제 로 누리기 위해서는 난민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관련 하위 법령의 정비, 인력과 재정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난민에 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5장에서는 한국보다 난민 수용의 경험이 많은 독일과 캐나다, 호주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인도적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에 

해 비호권(Asylrecht)을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G)에 규정하

고 있을 정도로 난민에 해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독일

에서는 별도의 연방 관청으로 이민자 및 난민의 독일 이주 및 사회적 통합

을 위한 행정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 이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을 중심으로 난민정책을 펴고 있다. 독

일에서는 용인 지위 체류자(Geduldete)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독일의 노동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 비

호 신청자는 물론이고, 비호 희망자의 지위에 불과한 경우에도 법정 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역시 난민에 한 포용적인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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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난민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보호 상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연방정

부로부터 비교적 포괄적인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

방정부로부터 건강, 소득, 교육 및 고용 등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보호 상자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Immigration, 

Refuges, and Citizenship Canada, )로부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18세 이하 아동은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따라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

를 보호받는다. 

호주는 난민의 유입 및 정착에 관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시기별로 호주의 보수화한 난민정책과 열악한 난민신청자 처우는 호주 

국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상이 된 측면도 있지만, 호주는 여전히 전 세

계에서 난민 유입이 가장 많은 세 나라 가운데 하나다. 호주의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한 가장 상위 정책은 ‘국가 정착 기본틀(National Settlement 

Framework)’이다. 국가 정착 기본틀은 아홉 가지 난민 지원 정책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정부 및 비정

부 부문의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일단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일반 주 이민자와 동등한 

사회보장급여권을 받는다. 또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호주 정부는 

난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6장에서는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자에 한 정

착 지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현재 난민법에 따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

상, 고용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에 한 체계적

인 정착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을 얻기가 매우 힘들지만 난민 인

정을 받게 되면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고, 3년 단위로 

연장되는 체류 자격, 거주(F-2)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된다. 기타 난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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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증명서,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초청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가족 결합

권도 보호된다. 법적으로는 업종 제한이 없는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국적 취득은 가

능하나 주권 전치주의로 인해 종래보다 오랜 기간과 불확정한 요건, 높

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생계비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주거 지원은 일정한 난민신청자에게만 지급된다. 난민인정자의 정착 지

원을 위한 제도는 생계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제

도, 긴급복지지원제도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아 이용이 어렵

다. 주거 지원에 상응하는 제도도 난민인정자는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사회보험 혜택은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 관련 정보 안내, 고율의 보험

료,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있다. 난민법이 난민인정자의 사회권을 보

장해 주지만, 난민인정자의 체감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제7장에서는 국내 난민인정자의 정착 과정과 생활 경험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들을 복지서비스와 고용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로의 긍정적인 통

합을 위한 조건들을 논의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 다. 국내 난민 지원 기관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

명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한 참여자 9명을 선정하 다. 분석 결과 난민인

정자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난민 인정 과정에서 험난한 경험들을 

하 다.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여러 번의 인정 거부와 재심사 등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했다.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 참여자들은 비로소 한국 사

회에서 법과 제도의 지원 상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들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서 긍정적인 경

험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난민인정자가 되기 전과 후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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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한국인과 민간 기관, 이주민 공동

체 등의 다양한 사회체계와 관계를 맺으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제도적 지원에

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

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생활에서는 자격을 불인정받는 배제된 위치를 

재확인하기도 하 다. 고용에서의 거부와 배제를 경험하다 보니 참여자

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고, 오히려 고국에서보다 이

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아지기도 하 다.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고, 본국의 학력

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들을 참

여자들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 참여자들을 가장 실망시키는 경험은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의 배제 다. 난민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장’의 제도적 

지원이 현실에서는 계속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

여자들은 제도적 실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 다. 참여

자들은 난민에 한 편견과 고정관념, 인종과 여성 그리고 난민의 이중 

차별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때로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지

면서 자녀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배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당분간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 

스스로도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며 한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 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도움과 보호의 상이 

아닌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 난민에 한 인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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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에서 난민에 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는 이민정책연구원의 ‘난민

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의 난민 및 난민 관

련 제도에 한 이해 정도와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전체 4001명의 응답자(남 2021명, 여 1980명)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인정자의 각 권리에 한 응

답자의 동의 정도는 치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법적 권

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난민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난민인정자의 각 권

리에 한 동의 수준이 낮았다. 난민정책이 현행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난민인정자의 모든 권리에 한 동의 수준이 낮았다. 

난민 인정 사유로 빈곤이 해당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난민인정자의 

기본적 인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권에 

해 상 적으로 강한 동의 정도를 보 다. 한편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된 권리에 한 동의 정도가 

높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에 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

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난민인정자의 모든 권리 관련 문

항에서 가장 강하게 동의하 다. 이 두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인지

나 태도와의 관계보다 더 뚜렷한 성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2~8장에 걸친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이 난민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근거와 동시에 선주민의 정서를 고려

한 현실적인 고려 사항도 함께 보았다. 또 난민을 위한 단·중·장기 정책

도 함께 제안했다. 단기 정책으로는 현재 난민인정자에게 주는 두 쪽짜리 

‘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의 내용을 폭 보강해 소책자 형태로 한국어와 

난민의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싣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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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가족 결합 절차 간소화, 난민인정자의 결혼과 자녀 출생 등으로 인

한 신분 관련 제도 정비, 난민인정자 상 주거 지원 정책 개선, 직업 및 

취업 알선 정책 보강, 난민 인정 심사 행정 절차의 보강 및 체계화를 고려

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난민 인정 비율의 상향 조정, 난민 전담 사회복

지사 혹은 통합사례관리사제도 도입, 난민 초기 정착 비용의 직간접적인 

지원, 난민에 한 선주민들의 인식 제고 노력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난민 인정 심사 행정 강화를 통한 난민 인정 비율 추가 상향, 난

민인정자 상 전달체계 정비, 난민 상 지역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이 제시됐다. 한국은 난민인정자의 사회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내국

인의 정서를 고려한 수용성 있는 정책을 사려 깊게 펼쳐 가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 

*주요 용어: 난민인정자, 난민, 사회권,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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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500여 명의 예멘인 난민이 제주도 땅을 밟으면서 한국도 난민 

문제에 본격 면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전체가 상 적으로 안정적으

로 유지되면서 한국은 국제적인 난민 문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서

구 복지국가의 난민 수용 여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국내에도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유엔난민기구

(UNHCR, 2017)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2540만 명, 그 밖

에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을 합한 보호 상자의 수는 6850만 명으로 

역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서 난민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은 이유 가운

데 하나는 오랫동안 난민 신청이 적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난민 인정 비

율이 낮았다는 사실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 건수는 국내 인구 

비 비율로 0.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가운데 19위 수

준이다. 폴란드(0.01%), 일본(0.02%) 등과 비슷하다(연합뉴스, 2018). 그

러나 난민 인정 비율은 4.1%로, 세계 평균(3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에 한 난민 신청이 지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

을 고려하면([그림 1-1] 참조)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매우 빠르게 핵

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난민 인정 비율을 국제 수준으

로 맞춘다면 난민에 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매우 높아질 듯하다.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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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불인정 추이

자료: 난민인권센터. (2018). 
(https://nancen.org/1679?category=118980. 2019. 6. 5. 인출)

규모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는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 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

입되는 이주민에 해서도 ‘복지의존’, ‘복지관광’이라는 프레임이 등장

하는 등 자국민의 세금이 ‘외부인’에게 쓰이는 것에 한 반발이 심화하

고 있다. 서구 사회의 우경화 경향은 국의 브렉시트나 유럽 국가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 등에서 도드라진

다. 이러한 극우화는 상당 부분 이주민의 유입, 특히 난민 유입에 한 

중적인 반감에서 비롯됐다(Steinmayr, 2017). 따라서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문제는 이민이야’라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극우 정당들의 주된 공약이 반이민 정책이라는 점은 주

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이주민에 한 복지 지출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

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국민전선은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혜택

을 제한하거나,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선주민이 아닌 이주민에 한 복지 

혜택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New York Tim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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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쏟아지는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법적인 

혹은 인도적인 입장과 복지국가의 혜택을 전유하고자 하는 내국인들의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난민에 한 사회권 보장 역시 한국 앞에 놓인 숙제다. 한국이 그리는 

포용적 복지의 지도에서 난민을 어떤 자리에 위치 지을지는 앞으로 중

한 정책적인 과제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포용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

다. 한국은 난민 신청에 한 보호율(total protection rate)이 전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보다 낮다(UNHCR, 2017). 보호율이 80%

를 넘는 독일, 벨기에 등과 비교되는 수치다.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온 국

내 거주 난민들에 한 처우도 열악하다. 2013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권리를 규

정했지만, 다분히 선언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난민인정자를 위해서 운 하는 주거시설 혹은 주거비 

지원은 희소하다(김세진, 2015). 난민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 

가입 및 직장 가입이 가능하지만,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서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난민인정자들이 보험 가

입을 포기하고 있다(김세진, 2015). 난민인정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도 난민 신청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들을 어떻게 복지

국가의 품안에 포함할지는 앞으로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

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난민에 한 국내의 여론이 다소 나

눠진 점을 고려했을 때, 난민 상 복지정책에 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은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

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난민의 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정립을 위해 일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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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 기준 및 난민 수용 역사가 깊은 서구 국가들

의 난민 관련 사회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의 난민정

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인구를 상

으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 이들의 기 를 파악

해서 난민 관련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셋째, 난민에 한 일반인 인식 및 

태도 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수용성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9개의 장으로 이뤄졌다. 먼저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배

경 및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같은 주

제의 과거 연구 내용들을 일람했다. 2장에서는 난민의 사회권에 한 인

권적인, 국제법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세계인권선언’(1948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년)에 명시된 난민의 권리에 

한 국제인권법적인 기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3~5장까지에서는 독일과 캐나다, 호주의 난민 관련 사회정

책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와 호주는 유럽의 이주민이 거 

이주해서 근 국가를 성립한 예에 속한다. 독일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의료, 주거, 복지에 관한 서비스 혹은 급여를 

중심으로 난민인정자를 위한 사회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가별 제도

의 특수성에 따라 분석의 상은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난민신청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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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기도 했고, 제도도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루기도 했다. 

6장에서는 현재 국내 난민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의 내용을 난민 체류

의 시작 시점부터 귀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보호의 내용들

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여기에서는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부분까지 폭넓게 정책을 살펴보고, 원칙적인 

안도 함께 모색했다. 

7장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모두 9명의 난민인정자를 인터뷰한 결

과를 제시했다. 연구는 난민의 교육·노동·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국내 거주 난민인정자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서 겪는 제도적·문화적 배제의 경험들을 소개했다. 8장에서는 내국인 

4000여 명을 상으로 난민 및 난민의 권리 한 인지도 및 태도 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테면 내국인들은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해 치

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법적인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순으로 수용적인 입장을 보 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앞선 논

의를 정리하면서 단기·중기·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원자료와 2차 자료 분석의 방법이 

활용됐다. 아울러 국내 거주 난민인정자들의 욕구 및 정책 수요를 판단하

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사례 연구 방법을 썼다. 

난민 인권 및 한국의 난민법 실태와 3개국의 난민정책을 파악하기 위

해서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한 문헌 고찰을 시

행했다. 7장의 질적 연구를 위해서 9명의 난민인정자를 만나 인터뷰를 시

행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



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다. 8장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인 4001명을 상으로 난민에 한 

태도, 난민 및 난민정책에 한 전반적인 태도에 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보고서의 공동연구진은 다섯 차례 이주민 포럼을 열고, 그 과정에서 

10명의 학계, 관계, 시민단체 전문가의 발표를 듣거나 자문을 받았다. 2, 

6, 7, 8, 9장의 경우 해당 장의 집필자가 직접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해서 자문 전문가 집단과 공동연구진의 토론을 거치면서 내용

에 한 조율 및 협의를 거쳤다.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이 보고서가 국내에 유입된 난민의 네 가지 유형, 

즉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가운데 난민인정

자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난민인

정자는 난민신청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체류 자격 및 사회권을 한민

국 정부로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난민

법에서 규정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 등의 권

리가 보장된다. 문제는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난민인정자들에서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이 자주 관

찰됐다. 이 부분에 한 확인부터 난민의 사회권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다. 둘째, 난민 연구의 실마리를 난민인정자의 사회권으로부터 시작할 

때, 상 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 등의 집단

에 한 사회권의 논의로 번져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보고서

는 난민인정자 외 다른 집단의 사회권까지는 논의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이 보고서의 한계이다. 다른 난민 집단의 사회권에 관한 논의는 미래 연

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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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의 연구 동향

지금까지 난민의 사회권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지금까지 수

행된 난민의 사회권 관련 연구의 특징적인 양상이 있다면 다른 학술적인 

주제에 견줘 시민단체의 활동이 상 적으로 왕성했다는 점이다. 그 예가 

김세진(2015)과 한국난민인권연구회(2018)의 연구 다. 김세진(2015)

은 참여연 가 발간하는 월간 ‘복지동향’의 난민 관련 기획 주제 가운데 

하나의 글로 제시된 것이었다. 한국난민인권연구 외(2018)의 보고서 역

시 난민인권센터나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만들어 

낸 보고서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나 ‘국내 난민인정자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언어 장벽의 어려

움’, ‘주거권의 현황과 과제’와 같은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글 일곱 개를 

묶었다. 난민의 사회권에 관해 뒤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학계에서 난민 일반에 관한 사회권 관련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김현미  

외(2013)와 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김주리(2017)가 한국 난민을 상으

로 하는 보호를 주된 내용을 담았으나, 초점이 난민 아동으로 한정했다. 

난민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아동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한국에서 난민 일반을 상으로 하는 사회권 및 사회보장, 노동권 및 

교육권의 연구는 여전히 희소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보고서가 논의를 

촉발하는 작은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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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김현미 외(2013) 
한국 거주 난민 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 내 난민 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모색

문헌 분석, 난민 아동 
10명 참여 관찰, 난
민 30가족 심층면접, 
국제 비교 등 

- 난민 아동의 삶의 질 
결정 요인 분석
- 난민 아동의 교육, 의
료, 주거 지원 정책 제언

김세진(2015)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국내법상 난민제도 
및 운  현황 분석

법령 및 제도 분석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체
류 지위자를 위한 정책의 
사각지 가 많음을 확인

노충래 외(2017) 
국내 난민 아동 한국 
사회 적응 실태 조사

국내 난민 아동 및 부
모의 한국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욕구 분
석, 아동복지서비스
의 지원 방안 모색

난민 200가구 상 양
적 설문 조사, 난민 아
동 혹은 부모 상 심
층 및 초점집단 면접

난민 아동에 한 건강권 
보장, 언어 발달 지원, 진
로상담 지원, 심리·정서
적 지원 및 난민 부모에 

한 다각적 지원 요구

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한 
인권 문제 활동가들
의 기록

난민인정자를 중심으
로 인터뷰 내용 분석. 
학술적, 정책적인 접근
이라기보다는 활동가
들의 자료집에 가까움 

난민인정자들이 취업, 정
착, 구직, 가족생활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을 소개하고 분석. 정
책 안도 제시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난민의 사회권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난민의 사회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기준

제3절  나가며

2제 장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은 난민 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을 지닌 

인간이자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 주거, 

교육, 의료 및 사회보장 등 사회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난민

의 인권에 한 논의는 주로 난민 인정 절차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난

민인정자2)가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사회권에 한 논의는 

상 적으로 소홀하 다.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아래 사회권규약)은 사회권을 보편적 인

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아래 난민협약)

은 난민의 사회권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에 한 모

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아래 여성차별철폐협약),3) ‘아

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 아래 아동권리협약) 등은 직접 난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권의 동등한 향유에 한 조항을 포함

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난민협약,4) 사회권규약,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 인종차별철폐협약,7) 여성차별철폐협

2)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지칭하여 사용하되 개
념 구분이 필요한 경우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인’을 사용하도록 한다. 

3) 1985년 1월 26일 국내 발효. 
4) 1992년 11월 11일 국회 비준 동의, 12월 3일 가입서 기탁, 1993년 3월 3일 국내 발효.
5) 1990년 4월 10일 비준, 7월 10일 국내 발효.
6) 1990년 4월 10일 비준, 7월 10일 국내 발효.

난민의 사회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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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8) 아동권리협약9)을 가입, 비준하 고,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러

한 조약상의 규범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0) 이 장에서는 세계인

권선언, 사회권규약, 난민협약을 중심으로 난민의 사회권에 한 국제인

권법적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난민의 사회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기준

  1. 차별 금지와 평등

난민의 사회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국제인권법의 기본 전제

이자 원칙인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

이 아닌 사람도 국민과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 전제이자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서 비롯된다(Weissbrodt, 2008, pp. 34-35).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동등하고, 인종, 성별, 출신 민족, 국가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

고, 국가들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의무로 요구한다. 국가가 자

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하는지를 국가의 재량 역으로 보

았던 과거의 국가 주권 개념은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 다. 국

가가 외국인을  어떻게 처우하는지에 한 기준 역시 국제인권법을 중요

한 규범적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11) 

 7) 1979년 1월 4일 국내 발효.
 8) 1985년 1월 7일 국내 발효.
 9) 1991년 11월 20일 비준, 1991년 12월 20일 국내 발효.
10) 한민국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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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전 중 심각한 차별과 증오 정치, 제노사이드, 량 난민의 

발생은 인권에 한 국제적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에 한 응답으로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제2조 제1항

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

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

다.”라고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 다. 사회권규약 역시 제2조 

제2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

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사회권규약과 동시에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아래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국가 토 내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해 

차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 보장할 것을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하

다. 자유권규약 제26조12)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의 평등한 보호는 

11) “이제 외국인 처우 기준에 한 어떠한 논의도 국제 인권 개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
으며, 국제 인권 기준 이상의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처우 기준을 찾기도 어렵게 
되었다.”(정인섭, 2013, pp. 754-755)

12)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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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인 차별 금지와 평등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

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다.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

독하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권리는 상호주의에 관

계없이, 그리고 자신의 국적이나 무국적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

용된다”며 “따라서 이 규약에 있는 개개의 권리는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차별 없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을 분명히 하 다

(UN HRC, 1986, paras. 1-2). 하지만 일부 권리에 해서는 이러한 원

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조문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상 선

거권 및 피선거권의 주체를 시민으로 하고 있고,13) 거주 이전 자유의 경

우 합법적으로 국가의 역 내에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조

문화되어 있다.14)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허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권한이며, 다만 “일단 당사국 토에 들어오

는 것이 허용되고 나면 외국인에게도 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이 보장되어

야 한다”고 해석하 다(HRC, GC No. 15, para. 6).15) 사회권규약 제2

조 제3항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많은 개

발도상국들이 식민지 상황을 탈피하고 난 후 여전히 고용 등 경제 분야에

13)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
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

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필자 밑줄 추가].

14)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15) “However, once aliens are allowed to enter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hey are entitled to the rights set out in the 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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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국인들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하

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점을 조약 성안 과정에 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Dankwa, 1987, p. 240) 당시 이 조항을 제안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들이 내국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경제 지배를 해소해 역

사적 부정의를 청산하고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강조하

다(UN General Assembly, 1962, pp. 20-21)

하지만 차별 금지와 평등권에 한 위와 같은 예외가 난민의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에 한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

엔 사회권위원회는 “규약상 권리는 법적 지위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난

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이주노동자,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비

국민을 포함해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국적을 이유로 규약상의 권리를 누

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UN CESCR, 2009, 

para. 30).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 권고 30은 사회권 역에서 

비시민에 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두어 주로 교육, 주거, 고용 및 보건 

역에서 비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로막

는 장벽과 이를 제거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UN CERD, 2004).  교육 관련, 공교육 기관은 당사국 토 내에 살고 

있는 비시민과 미등록 이주민의 아동들에게 열려 있도록 해야 하며, 인

종·피부색·출신 국가 및 민족 등을 이유로 학교를 구분하거나 차등 우

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bid., paras. 2-3). 주거와 관련해 주거 지

역 분리, 주택 관련 차별행위 발생이 없도록 하는 등 비시민도 적절한 주

거에 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Ibid., para. 4). 

노동조건과 관련해 비시민에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Ibid., para. 5), 고용관계가 시작되면 종료 때까지 비시민을 포함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 노동 관련 권리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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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Ibid., para. 7), 보건서비스 이용에 

한 제한 없이 비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권리를 존중하여

야 한다(Ibid., para. 8).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 주거, 교육, 의

료 및 사회보장과 관련해 난민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살

펴보도록 한다.

  2. 노동권 및 정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16)

가. 노동에 대한 권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과 인간으로서

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며,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삶을 일구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UNHCR, 2006, p. 56) 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Ibid.).

‘난민협약’은 난민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제17조(임금이 지급되는 직

업)부터 제18조(자 업), 제19조(자유업)까지 3개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

다. 그중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와 관련한 조항인 제17조는 “임금이 지급

되는 직업에 관하여”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제3항).17) 그리고 최소 의무로서 “임

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

민에게 부여되는 우 중 가장 유리한 우”를 부여하도록 하 다(제1

16) 이 글에서는 ‘노동권’, ‘정당한 노동조건에 한 권리’와 ‘근로에 한 권리’, ‘정당한 근
로조건에 한 권리’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 다.

17) “제17조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노동자 모집 계
획 또는 이주민 계획에 따라 그 역 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
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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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18)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가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우 중 가장 유리한 우”라고 하여 근로와 관련해 조약이나 관습

을 통해 최혜국 관계에 있는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최소 

의무로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자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

국인의 고용에 해 제한적 조치가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 수용국과 특별

한 관계가 있는 난민은 이러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제2항). 그 국가

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그 국가 국적을 가진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 그러하다.

제17조에 기반하여 유엔난민기구는 근로와 관련해 난민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제약도 최소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우 중 가장 유리한 우”

라는 ‘난민협약’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난민이 근로

의 권리와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한 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UNHCR, 2006, p. 49). 노동에 한 권리는 세계인권선

언19)과 사회권규약20)에서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때 노동에 한 

권리의 향유 주체는 당사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원칙적으로 근로

에 한 권리 역시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21) 하지만 위에서 보

18) “제17조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
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우 중 가장 
유리한 우를 부여한다.”

19) 세계인권선언 “제23조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
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
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
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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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듯이 입국 허가 여부는 국가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고,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국 허가에 종속적인 요소이다. 하지

만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특수한 상황과 국제적 보호의 의무

에 비추어 볼 때, 난민이 수용국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수용국의 재량으로 둘 문제는 아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

민은 국제 인권 문서에 포함된 노동에 한 권리와 관련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외국인들에게 부과될지도 모르는 취업 제한의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UNHCR, 2006, p. 51). 

하지만 법적으로 노동에 한 권리를 국민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해

도 난민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얻기까지

는 여러 현실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 국적국에서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 새

롭게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문제, 언어 소통의 문제, 노

동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의 문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UNHCR, 2006, 

p. 56). 따라서 직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등 내국인 상 서비스

에 한 접근과 더불어 언어 교육 등이 함께 뒷받침될 때, 난민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실질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난민협약은 난민이 노동법제의 적용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우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이에 따라 당사국은 “보수

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시간외 노동, 유

급휴가, 가내노동에 관한 제한, 최저 고용 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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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노동 및 단체교섭의 이익 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역으로서 노동조건과 관련해 

난민과 자국민을 동등하게 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노동조건에 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에도 명문화

되어 있는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한 

권리(제23조 제1항),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

리”(제23조 제2항),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

고 가입할 권리”(제23조 제4항),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

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제24조)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

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한 권리”(제23조 제3항) 역시 보

장한다. 사회권규약도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해

야 할 권리(제7조)로 인정하면서 공정한 임금, 동일 가치 동일 노동에 

한 동등한 보수,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보수, 안

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승진에 한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및 근로시

간의 합리적인 제한, 공휴일에 한 보수와 정기 유급휴일을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제7조에 한 일반 논평에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

건”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

별 금지에 관한 일반 조항(제2조 제2항)을 환기시킨다(UN CESCR, 

2016, para. 5). 구체적으로 난민 노동자와 관련해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난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작업장에서의 착취, 차별, 학

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입법을 통해 난민의 노동을 허가하고 노

동조건이 내국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 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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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47(i)). 정당한 노동조건뿐 아니라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역시 국적

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용관계가 시작되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개인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및 고용 관련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 다(UN CERD, 2004, para. 35).

난민들이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

서는 국내 노동법상의 권리와 제도에 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유엔

난민기구는 “오리엔테이션 세션, 취업 지원 및 기타 적절한 기회에 새롭

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국내 노동 관련 권리와 규율에 관해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UNHCR, 2006, p. 114).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노

동에 수반된 사회보장 혜택과 최저임금, 최장 근로시간, 산업 안전에 

한 규칙, 임산부 등에 한 특별한 보호 등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한 정보를 난민들이 해당 언어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 다

(Ibid.).

  3.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안정적인 거처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요소이고,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다른 권리를 누리는 데에서도 필수적이다. 난민협약 제21조는 “주거

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

우”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할 것을 체약

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난민협약 해제는 난민협약을 성안한 난민과 무국

적자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단지 난민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넘어, ‘가능

한 한 가장 유리한 우’를 할 것을 체약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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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특별히 주목하 다(UNHCR, 1997). 즉 이 조항은 전·월세, 임 주

택이나 기타 주거시설의 배정, 주택자금 출 등에 관한 법령 및 행정 규

칙의 입안이나 적용 시 난민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는 소극적인 차별 금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다(UNHCR, 2006, p. 68).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 모두 적절한 주거에 한 권리를 적합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22) 주거권은 거주이전

의 자유(자유권규약 제12조),23) 사생활의 자유(자유권규약 제17조)24)를 

포함한다. 사회권 관점에서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인간 존엄에 합

당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UN CESCR, GC No. 4, 

para. 7).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는 다음의 구성 요소

들을 충족하여야 한다(UN CESCR, GC No. 4, para. 8). (a) 점유의 법

적 보장: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 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

차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b)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c)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

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비용의 적절성). (d) 주거 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습기·더위·비·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

22)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규약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
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3) 자유권규약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4) 자유권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하여 자의
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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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거주 가능성 habitability). (e) 노인, 장애인, 어린이, 질병

이 있는 사람 등 모두가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f)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

소·학교·어린이집 등 사회적 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g) 주택의 설계, 재료나 형태 등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밝힌 적절한 주거의 구성 요소들을 충족시키는지

는 난민의 주거권 실현에서도 중요한 준거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유엔난

민기구는 특히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UNHRC, 2006, p. 72). 난민 개인의 경험과 자질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

회가 있는지, 주거비용이 저렴한지가 난민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

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은 친

척 및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별

히 중요한 만큼 난민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외딴곳에 고

립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

계, 난민과 적 적일 수 있는 같은 국적국 출신 이주민들과의 관계 등 역

시 민감성을 갖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UNHRC, 2006, p. 76). 

  4. 교육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25)와 사회권규약 제13조26)가 담고 있는 

25)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
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
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3항 생략]

26)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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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초등교육은 무상 의무로 제

공되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

고, 고등교육은 실력에 근거해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과 고등교육도 무상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난민협

약 제22조는 초등교육과 관련해 난민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이상의 교육에 해서는 가능한 한 유리하게 우하

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27)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교육권에 한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일반 논평에서 “차별 금지 원칙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시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 당사국 토에 거주하

고 있는 모든 취학 연령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 다(UN 

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
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
이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
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

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
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 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 거나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서 학교 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 개선된다. [3-4항 생략]

27) 제22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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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CR, 1999, para. 34). 난민과 관련해 보자면 취학 연령의 모든 난민 

아동과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난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취약 집

단들이 기술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야 한다고 당사국의 의무를 설명하 다(Ibid., para. 15).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로 분쟁과 폭력 상태에서 온 난민 아동과 청소년

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은 난민 아동과 청소년들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낯선 곳에서 새롭게 사회성과 자립심을 키우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유엔난민기구는 교육이 난민에게 갖는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한다. △무상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청년과 성인들도 형평

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성인의 문해력

을 증진해야 함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증진해야 함 △교육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증진해야 함(UNHCR, 2003, v). 나아가 중등교육에 해

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난민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권

고한다(Ibid., p. 90). 중등교육에 해 등록금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난민의 경우에도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면제 등 필요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Ibid.).

학령기에 있는 아동과 관련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교육을 최 한 빨

리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 길

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학습과 발달에 향을 줄뿐 아니라, 불안정한 체류 

상태와 가족 상황 등으로 인한 부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심리적 발달과 

사회 적응에도 부정적 향을 준다.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 신청 단

계에서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다. 난민 아동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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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필요로 한다. 난민 아동들의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통합교육 지

향 △종교와 문화에 한 존중 △출석 상태, 교육 이수에 한 모니터링 

△난민 아동의 특수한 상황과 욕구에 한 교사 및 학교 당국의 인식 향상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등이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UNHCR, 2006, pp. 86-89). 이와 같은 내용은 난민 청소

년들의 중등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Ibid., p. 91).

  5.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한 권리와 소득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비한 사

회보장에 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

하는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료 및 필요

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

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

명하 다. 사회권규약도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

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

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제11조)와 함께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

함한 사회보장에 한 권리”(제9조)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 다.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도 

독립적 조항(제12조)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공공부조와 사회보장 모두에서 난민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에서 사회보장은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 구제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하여야 



4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하며(제23조),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

망, 실업, 가족 부양, 기타 국내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상이 되는 

급부 사유에 관한 법규)”에 관해서도 난민과 자국민을 동일하게 우하여

야 한다(제24조). 균등 우(사회보장)에 관한 ILO 협약 제118호 역시 자

국 토 내 국민들에게 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을 난민, 무국적자

에게 상호주의적 조건 없이 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28) 사회보장은 의료보험, 상병급여, 모성급여, 장해

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실업급여 및 가족수당을 포

함한다.29)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에 한 권리에 관한 해석 지침에서 당사

국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보장에 한 권리를 제 로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난민과 난민신청인도 명시적으로 언급하 다(UN CESCR, 2008, 

para. 31). 사회권규약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공적부조와 사

회보험 등을 총칭하여 사용된다. 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당사국은 비국

민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기여하 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

을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를 떠나는 경우에는 기여금을 환수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Ibid., para. 36). 또한 난민, 무국적자, 난민신청

인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보건의료와 가족에 한 지원 

등 비기여 사회보장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

다(Ibid., para. 38). 건강권에 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르

면 보건시설과 서비스도 국적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UN 

CESCR, 2000, para. 12).  경제적 접근성 역시 건강권의 주요 구성 요

28) Article 10.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to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without any condition of reciprocity.

29) Artic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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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당사국은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보건의료시설을 큰 경제적 부

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Ibid., para. 19). 특히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필요 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

국의 핵심 의무로 보장하여야 한다(Ibid., para. 43).

유엔난민기구는 법상으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난민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누리는 데에 여

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아 가족, 친척, 지인 등 

전통적인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다운 최저한

의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므로 법적 권리가 이행에 이르기까

지 현실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할 과제들 역시 제기한다(UNHCR, 2006, 

p. 100). 이와 관련해 난민들이 급여 신청의 요건 등 사회보장제도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한 권리의 구성 

요소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도 기본적으로 일

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별도

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일종의 보조적 기능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다(UNHCR, 2006, p. 102).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사회보

장제도에 해 이해하면서 이후를 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장점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국민과 난민이 분리된 제도에서 국민과 난민 간 차등 

처우가 발생하거나 국민과 난민 사이의 형평성에 한 논란이 일 가능성

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난민들이 일반 사회보장제도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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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나가며

난민들에게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적절한 처우의 보장

은 박해의 공포로 인해 삶의 뿌리가 되는 자신의 나라 국적국을 떠나 모

든 것이 낯선 새로운 사회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핵심적 기반이 된다. 이번 장에서는 난민의 노동권, 공정하

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한 권리, 주거권, 교육권, 의료 및 사회보장에 

한 권리를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난민협약, 사회권규약, 유

엔난민기구의 권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난민 수용국은 난민인정

자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할 수 있고, 노동조건과 관련해 노동법제의 

보호를 받으며, 초중등교육을 받고, 의료 및 사회보장에서도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내국인과 실질

적으로 동일한 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난민이 처한 취약성을 고려해

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들이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 파

악을 토 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 실행하여야 한

다는 점을 난민 수용국에 중요하게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해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회보

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에서 국민과 같은 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난민법의 실효적 집행이다. 난민들이 국제

인권법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사회권을 제 로 누리기 위해서는 난민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관련 하위 법령의 정비, 인력과 재정의 확충이 중요

한 과제이다. 나아가 난민에 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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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독일의 난민 관련 기본적 체계

체류, 비호(망명) 및 난민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

양한 견해가 충돌하는 전통적인 역에 해당한다(Marx, 2017). 독일 역

시 이러한 주제의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난민들이 법적으

로 사각지 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하에서 제2차 세계 전을 거치며 자국의 국민들이 국

외로 도피하 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기

본법(Grundgesetz, 이하 ‘GG’) 제16a조에서 소위 ‘비호권(Asylrecht)’에 

해 규정하고 있다(Becker, 2018).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의 

의미를 담은 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포함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도출하여 법률로 규율하는 것, 

즉 더 일반적, 구체적,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는 소위 비호권을 헌법적 차

원에서 보장한 것은 전통적 기본권에서 벗어난 다소 진보적인 성격의 기

본권 보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난민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난민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에 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독일의 난민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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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Flüchtlinge)

독일에서 난민의 법적인 개념 정의는 연방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난민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비호법(AsylG)에서도 

난민의 개념 정의는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체결되고 1953년 독

일이 비준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Abkommen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30)’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비호법(AsylG)  제3조)31). 해당 조문의 내용에 따라 

난민은 자신의 국가(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비호 신청자(Asylbewerber)

독일에서 비호 또는 망명을 의미하는 ‘Asyl’은 라틴어 ‘Asylum’에서 

유래한 것으로, 비호 신청자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자신의 난민 

지위에 한 보호 또는 법적 승인을 도착한 국가에 신청한 사람을 지칭한

다. 정치적 망명에 한정된 용어인 ‘Exil’과는 구별된다. 관할 기관에 비호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경우는 독일의 비호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비호 희망자(Asylsuchende)로 지칭한다.

체류(Aufenthalt)

해당 국가 내에 거주가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의 체류가 허용되

30) BGBl. II S. 559, 1953.11.24
31) 독일 난민법 제3조 (난민자격의 인정) (1)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1951년 7월 28일 

체결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의미하는 난민에 해당한다.
1.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

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2.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a) 그 국적 보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보

유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b)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 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

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
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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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에는 교육(유학), 경제활동, 국제법상 인권적 또는 정치적 이유, 

가족관계에 기초한 이유 또는 국적 회복 등이 있다. 난민의 경우 인권적 

또는 정치적 요인에 기초하여 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난민의 유입에 해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독일은 1974년 터키에서 발

생한 내전의 향으로 비호 신청자가 급증하여 심사 기간의 장기화, 주택 

부족, 지원금 급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로 인하여 1982

년 비호절차법(Asylverfahrensgesetz, 이하 ‘AsylVfG’)32) 제정을 통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 다.

〔그림 3-1〕 1953~2018년 독일 연간 비호 신청자 수

(단위: 명)

자료: BAMF (2019) Das Bundesamt in Zahlen (2018) Abbildung I-2

1980년  말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

고, 1990년에는 독일도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동유럽의 난민이 거 독일

로 향하 다. 1992년 당시 독일에 비호를 신청하여 체류하고 있는 인원

은 약 44만 명에 달하 다. 결국 별도의 제한 없이 기본권에 기초하여 보

32) BGBl. I S. 1126, 199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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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 던 ‘비호권’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규정을 추가하면서 독일

로 유입되는 난민의 급증세는 다소 약화되었다.33) 반면 독일의 비호를 원

하여 비호법(AsylG)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사람을 비롯하여 기타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인지위(Duldung)

에 있는 사람,34) 내전 난민(Bürgerkriegsflüchtlinge) 등에 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상

한에 해 규율하는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이하 ‘AsylbLG’)35) 을 제정하 다.

이후 난민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독일 통일 후 

저성장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복지 재정의 축소와 고용시장의 유연

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 과정에서 난민의 수용 및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

인 규정을 개정하는 이민법(Zuwanderungsgesetz, 이하 ‘ZuwandG’)36)

이 제정되기도 하 다. 최근에는 난민의 비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

고 있는 비호절차법(AsylVfG)을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비호법

(Asylgesetz, 이하 ‘AsylG’)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37)

이와 같이 독일은 기본권적 보호 조항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서 난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3) 1993년 기본법의 개정 이전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2문에서 현재 제16a조 제1항의 
소위 ‘비호권’에 해서만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자는 비호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개정을 통해 동법 제16a조로 해당 규정을 이전하면서 비호권에 한 
제한적 내용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제16a조 제2항 내지 제4항 참조). 여기에는 안전
한 제3국을 경유하여 독일에 입국한 난민의 경우에는 보호 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제2항).

34) ‘용인 지위(Duldung)’는 난민의 지위를 이유로 국외추방이 유예되나 체류권은 발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면서 견습 
및 고용 기회를 가지며, 이는 용인 지위 연장에 도움이 된다. 2018년 11월 현재, 용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수(2013년 이전 입국자 포함)는 약 18만 명이다.

35) BGBl. I S. 1074, 1993. 6. 30.
36) BGBl. I S. 1950, 2004. 7. 30.
37) BGBl. I S. 2250,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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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 법률 중에서 외국인의 체류 또는 난민과 관련한 법률은 다음

과 같다.

- 체류법(Aufenthaltsgesetz, 이하 ‘AufenthG’)38)

- 비호법(AsylG) 

-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

- 이민법(Zuwanderungsgesetz)

난민에 관한 문제는 난민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개국(발

생국과 도착국) 이상이 연관되어 있다. 국제적인 정세를 비롯하여 국내의 

정치적 상황, 국민적 정서 등 다양한 요소가 난민정책에 향을 미친다. 

난민에 처하는 개별 국가의 정책적 노선은 난민의 발생과는 무관한 

역에 해당하므로 난민의 발생과 유입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난민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난민의 발생 규모에 

따라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응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요구하기

도 한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

할 때 난민에 한 독일의 정치적 결정은 독일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5년 선거 이후 현재까지 독일 정부를 이끌어 오고 있는 기민당

(CDU) 소속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에서 포용적인 정책 노선

을 견지하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난민에 한 이와 같은 포용적 태도는 

난민 문제가 정치권의 전면에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

제가 되지 않았다. 전 유럽에 규모 난민 사태를 불러온 시리아 내전이 

38) BGBl. I S. 1950, 200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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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면서 난민정책은 정치적 공격의 상이 되었다. 이는 연방 차원에

서 정치적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에른 지역의 기사당(CSU)과도 

정치적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39),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원인으

로 작용하 다.40) 하지만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은 단순히 개

별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특수한 

역의 사회적 문제에 해당한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난민 문제에 한 정

책적 노선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각 정당의 난민에 한 

정책적 노선에 해서는 당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쟁의 상이 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이 상당 부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신규로 유입되는 난

민 역시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규모 난민의 수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은 물론 EU 회원국 차원에서 전 사회적으로 논쟁이 심화되었던 국면은 

벗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난민이 이미 분산 수용되어 합법

적으로 체류하면서 난민에 한 지원 수준과 사회적 통합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2. 독일 이민 및 난민청(BAMF)

독일은 별도의 연방 관청(Bundesamt)으로 이민자(Migration) 및 난

민(Flüchtlinge)의 독일 이주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행정에서 중심 역할

을 담당하는 ‘연방 이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이하 ‘BAMF’)’을 설치하 다.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

39) 메르켈 총리와 기사당(CSU) 소속의 제호퍼(Seehofer) 내무부 장관의 난민 정책 관련 립에 관
한 사항은 https://www.stern.de/politik/deutschland/richtlinienkompetenz—was- 
merkels-warnschuss-fuer-seehofer-bedeutet-8131776.html 참조.

40) 2017년 연방하원의회 선거 결과에 해서는 https://www.wahlrecht.de/news/2017/ 
bundestagswahl-2017.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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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일에 체류를 희망하는 이민자 및 난민의 망명 절차와 난민 보호 업

무의 관할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원 제도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 범위는 연방 전체를 상으로 한다.

외국인의 독일 내 체류 또는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관청은 2

차 전 이후 1953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연방 난민 승

인 사무소(Bundesdienststelle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에서 출발하 다. 이후 1965년 난민 사무를 담당하는 연방 

관청의 지위는 현재와 같은 ‘청(Amt)’으로 승격되어 ‘연방 난민 승인청

(Bundesamt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이 

되었다. 1974년 터키에서 발생한 내전을 비롯하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독일 망명 신청 건수는 크게 증가하 고, 그와 함께 난민 승인청의 규모

도 지속적으로 확 되었다41).

2005년에는 연방 법률인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의 개정과 함

께 ‘연방 난민 승인청(Bundesamt für die  Anerkennung aus-

ländischer Flüchtlinge)’은 현재와 같은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직 구조 및 담당 업무에 해서도 개편이 이

루어진 바 있다.

41) 1953년 설립 당시 40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난민 담당 관청의 규모는 터키 내전 후 증
가한 망명 신청으로 직원 수는 1980년에 240명 규모로 증가하 고, 소련의 붕괴 후 독
일로의 망명 신청자가 약 43만 8천 명까지 증가하 던 1992년에는 연방 전역에 48개
의 지역 사무소에 4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수준으로 확 되기도 하 다 
(http://www.bamf.de/DE/DasBAMF/Chronik/Bundesamt/bundesamt-node.html;
jsessionid=0B82A30733EBBE412F3B89764EEC95F5.1_cid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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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민 신청 및 승인 절차

독일의 비호를 원하는 난민은 연방 이민·난민 사무소에 신청함으로써 

우선 ‘비호 희망자(Asylsuchender)’로 등록이 이루어진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사진 촬 도 이루어진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지문 

정보도 추가된다. 이러한 비호 희망자(Asylsuchender)의 정보는 소위 

‘외국인중앙기록부(Ausländerzentralregister, 이하 ‘AZR’)’에 저장되

어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게 된다. 

AZR에 등록이 이루어진 비호 희망자(Asylsuchender)에게는 입국 증명

서(Ankunftsnachweis)가 발급된다. 독일에 입국한 난민이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서류로서 입국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숙소, 의료

지원 또는 급식 등과 같은 기본적 생활 보장의 수급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등록된 비호 희망자에 해서는 소위 ‘입국센터(Ankunftszentrum)’를 통

해 비호 신청 절차를 위한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입국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건강 검진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신분 확인, 비호 신청서 접수, 심리 절차 및 결

정,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에서 운 하는 소위 ‘1차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같은 초기 통합 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 노동청이 진행하

는 노동시장의 편입을 위한 1차적인 상담 업무도 입국센터에서 진행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난민에 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

되던 입국센터 모델을 바탕으로 비호 절차와 관련한 모든 기능과 책임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인 ‘AnkER(정착시설)’42)을 신설하

42) 이러한 명칭은 도착(Ankunft), 결정(Entscheidung) 및 귀환(Rückkehr)을 줄인 것으로, 
‘Anker’는 독일어로 ‘닻’을 의미하여, 그 명칭에서 난민의 정착을 위한 시설로서의 의미
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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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이 조직은 2017년 연방 하원 선거 후 2018년 기민당(기사당)과 사

민당이 연정 정부를 구성하면서 체결된 ‘연정협약(Koalitionsvertrag)’

에 포함된 내용으로, 난민의 입국, 비호 신청에 한 결정, 비호 절차 후 

귀환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상되었다(Lobenstein, 2018). 

난민의 비호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기관들의 자료와 결정이 복합

적으로 요구되는 관계로, AnkER를 통해 비호 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모

든 주체, 예를 들어 주정부의 1차 수용시설,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 

외국인 관청, 행정 법원, 청소년청(Jugendamt), 연방 노동청(BA) 등이 

연계되도록 설계하 다. 비호 신청의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연방 단위의 

행정 주체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 시설의 구성과 업무에 해서는 각 

주정부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각 주정부가 필요에 따라 이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입국센터나 AnkER를 통해 독일의 이민 및 난민청(BAMF)에 정식으로 

비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비호 희망자(Asylsuchender)’의 지위는 ‘비호 신

청자(Asylbewerber)’로 변경된다. 비호 신청자(체류를 승인받은 비호 희망

자 포함)를 상으로 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을 

통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급여는 15개월까지 지급된다. 그 이후에는 사

회법전(SGB) 제12권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회부조에 관한 일반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 제2조 제1항 참조).

43) ‘AnkER’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DE/ 
Downloads/Infothek/DasBAMF/anker-einrichtungen-ueberblick.pdf?__blob=pu
blicationFi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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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난민의 단계별 법적 지위

자료: BAMF(2016) Ablauf des deutschen Asylverfahrens,

비호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라도 바로 독일에서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국에서 탈출의 원인이 된 위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비호 신청이 거절되어 출국 의무자(Ausreisepflichtiger)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추방을 연기하거나 금지하는 결정

을 통해 체류를 용인(Duldung)하기도 한다.

  4. 독일의 난민 현황

유럽연합 차원에서 분산 수용이 최 의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시리아 

난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독일의 비호 신청자

(Asylbewerber)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 다([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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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호 신청자 수

(단위: 명)

자료: BAMF（2019）Das Bundesamt in Zahlen Tabelle I-1, 

시리아 난민은 2014년부터 독일 전체 비호 신청자(Asylbewerber)의 

출신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약 16만 명, 

2016년 약 27만 명이 새로 독일에 비호를 신청하 다(BAMF, 2019, 

17). 내전 초기 던 2010년  초반에는 전체 비호 신청자의 5%에도 미

치지 않았던 시리아 출신 난민은 2015년 전체 비호 신청자 중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 다. 신규 신청자 수가 안정기에 접어든 2018년에

도 약 27%를 차지하며, 2위인 이라크(약 10%)보다 약 3배 가까운 인원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3-4] 참조)(BAMF, 2019, 

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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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적별 비호 신청자 비율

(단위: %)

자료: BAMF (2019) Das Bundesamt in Zahlen Abbildund I-6과 I-8,

독일에서 수용하게 된 난민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처리하기 위

한 행정 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접수

된 비호 신청자의 결정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2017년 신규 신청

건수가 약 20만 건이었던 것에 비추어 비호 결정 건수는 약 60만 건에 달

하 다. 이러한 절차의 지연은 비호 결정까지의 기 기간을 장기화시키

면서 이들에 한 지원 급여가 증가한 인원수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수

준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급증한 난

민의 행정적 처리와 사회보장적 관리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등의 부수적 비용도 증가하 다. 

독일에 비호를 신청한 상자가 독일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법적 원

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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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호 승인 - 독일 기본법 (GG) 제16a조

- 난민 자격 비호 승인 - 독일 비호법(AsylG) 제3조 제1항

- 보완적 보호 상자 - 독일 비호법(AsylG) 제4조 제1항

- 추방 금지 결정 상자 - 독일 체류법(AufenthG) 제60조 제5항 또

는 제7항

<표 3-1> 독일 비호 결정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비호 결정 

건수

비호 허가 건수
비호 불허

서류
심사난민 자격 보완적 보호 추방 금지

2012년 61,826 8,764 6,974 1,402 30,700 13,986

2013년 80,978 10,915 7,005 2,208 31,145 29,705

2014년 128,911 33,310 5,174 2,079 43,018 45,330

2015년 282,726 137,136 1,707 2,072 91,514 50,297

2016년 695,733 256,136 153,700 24,084 173,846 87,967

2017년 603,428 123,909 98,074 39,659 232,307 109,479

2018년 216,873 41,368 25,055 9,548 75,395 65,507

자료: BAMF (2018)

제2절 독일 난민 대상 노동정책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에는 비호 절차를 통과하여 체류 허

가와 함께 노동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독일 노동시장 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Engesser, 2015). 사용자 측에서는 독일의 교육 과정을 거

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비추어 노동 연령 에 해당하는 난민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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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급증한 시리아 난민에 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출 감소를 위

한 임시적 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 노동시장의 인력 확보

를 위한 기회로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Müller& 

Schmidt, 2016).

독일의 노동시장은 소위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을 수료한 

해당 직종의 고숙련 노동자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공식적인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독일의 고용 문화는 

취업 후에도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의 경우 자국의 전쟁 또는 내전 등의 무력 분쟁이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탈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자국의 상황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직업교육(훈련)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못하 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독일과 

같이 견습생(Ausbildung) 제도의 수료가 고등 교육기관의 입학이나 취

업에서의 자격으로 공식 인정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취업활동을 하 던 난민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술 또는 능력을 독

일의 취업 과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독일은 취업을 목적

으로 한 이민자들을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제

도를 연방 법률(BQFG)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의 경우 이러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보유한 전문 인력의 비율이 낮은 가운데, 자국에서 고

숙련 또는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 던 이들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어학적 능력을 비롯하여 일정한 과정의 직업 재교육 과정

을 거쳐야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에서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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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정책

비호 신청자(Asylbewerber)와 용인 지위 체류자(Geduldete)는 원칙

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독일의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에

게 노동 허가를 발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 공무원의 재량 행위에 해당

한다. 노동 허가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Ausweisdokument) 

제출과 같은 부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의 노동 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 관청에서 1차적으로 승인이 있어야 하

며, 비호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방 노동청(BA)의 취업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난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상담은 해당 난민의 비

호 신청 절차를 담당하는 입국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청(BA)에서 진

행하게 된다.

우선 노동시장 접근이 차단되는 기 기간(Wartefrist)은 최근 3개월

로 단축된 바 있다. 따라서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에 비호를 신청한 

후 3개월이 지난 비호 신청자(Asylbewerber)의 경우 노동청의 노동 허

가를 전제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비호 신청 후 

15개월 이전까지의 비호 신청자나 용인 지위 체류자에 해 노동청의 노

동 허가와 취업 알선 과정에서 소위 ‘우선순위 검토(Vorrangprüfung)’

가 적용될 수 있다.44) 비호 신청 후 15개월이 지나면 일단 ‘우선순위 검

토’의 상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비호 신청자 자격으로 노동 허가를 

44) 독일 노동 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동청의 취업 알선 및 노동 허가의 동의 절차에 
적용되었던 소위 ‘우선순위 검토(Vorrangprüfung)’ 제도는 난민의 체류가 크게 증가하
면서 폐지가 논의되었고, 2016년 시행령 개정(Vier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Beschäftigungsverordnung)을 통해 총 156개 지역의 노동청 중 실업률이 높은 
3개 주(Bayern, Nordrhein-Westfallen, Mecklenburg-Vorpommern)의 총 23개 지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33개 지역의 노동청에서는 ‘우선순위 검토(Vorrangprüfung)’를 
폐지하여, 난민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을 다소 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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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라도 파견 근로자로 일할 수도 있다. 비호 신청 후 49개월이 경

과하면 외국인 관청의 노동 허가 이외에 취업 과정에서 더 이상 연방 노

동청(BA)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비호 신청자와 달리 용인 지위 체류자에 해서는 출국 의무 위반을 이

유로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호 결정 절차에서 승인을 받은 비호권자(Asylberechtigte)의 법적 

지위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동시장 접근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따라

서 이들은 별도의 노동 허가 없이도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

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도 문제

가 없다.

  2. 직업교육

독일에 비호 신청을 한 난민들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직업 관련 교육을 

수료한 비율이 독일 국민의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BAMF, 2019a).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일 국민이 전문  

및 학 수준의 직업 관련 교육기관을 졸업한 비율은 약 40% 으나, 난

민의 경우에는 약 32% 수준이었다. 또한 중등교육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비율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난민의 경우에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32% 정도가 직업교육 과정을 경험하다. 이 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한 비

율은 약 23%에 불과하 다. 반면 독일 국민의 경우에는 약 55%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졸업하 다(BAMF, 2019a).

이러한 격차는 직업훈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난민의 직업훈

련 수료 비율은 약 6%에 지나지 않았지만, 독일 국민은 59%가 직업훈련

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통계 기준). 또한 학 수준의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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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학위 과정을 수료한 비율은 난민이 11%, 독일 국민이 18% 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의 경우 직업 교

육에 한 참여 의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호 신청자의 약 68%가 직

업훈련 과정 또는 학 수준의 교육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교육열이 실제 교육 과정의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독일에 체류하

고 있는 난민 중 약 10%가 독일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약 5%가 직업훈련 과정에, 3%가 전문 학 및 일반 학 등 고등

교육 기관과 직업 재교육 시설에, 나머지 2%가 직업교육과는 무관한 일

반 교육 과정에 있었다.

  3. 고용 현황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비호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독일의 행정기관 

기 기간이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부작용은 난민의 노동 허가에도 

향을 미쳐 2015년 이후 난민의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감소하 다. 신규 

비호 신청자가 감소하고 비호 결정 절차의 정체 상황이 다소 진정되기 시

작한 2017년에 들어서면서 난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도 다소 회복되기 

시작하 다. 2017년 2분기까지 난민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21%까지 증가하 다 (Brücker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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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난민 체류자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자료: BAMF（2019）BAMF-Kurzanalyse 01/2019 Abbildung 5 

비호 신청자의 급증으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경제활동에 종사하

는 난민의 비율이 급감하 던 상황과는 반 로 구직자와 실업자 수는 크

게 증가하 다([그림 3-6] 참조). 2017년에는 구직활동에 나선 난민의 숫

자가 약 49만 명에 달하 고, 2018년에도 여전히 45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청에 등록된 난민 체류자 가운데 실업자 수도 2016년 큰 폭으

로 증가한 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

간 60만 건이 넘었던 2016년과 2017년의 난민 결정 건수에 비추어(<표 

3-1> 참조) 이 상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까지는 난민의 

구직활동인구 및 실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독일 노동시장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45) 이렇

게 증가한 난민 실업자의 수가 독일의 전체 노동시장에 악 향을 미치지

45) 독일의 최근 실업률은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bilder/crbilderstrecke- 
581.htm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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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민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46)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남성들은 체로 자국의 상황을 비롯하여 장

기간의 탈출 과정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독일의 노동시장에 별도의 직업교육 없이 진입 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를 갖춘 노동력이 아닌 관계로 실업자 증가에 주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A, 2018, p. 8).

〔그림 3-6〕 난민 체류자의 구직활동인구 및 실업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 (2019) Migrations-Monitor Arbeitsmarkt – Eckwerte, 
Tabelle 4, 

46) 난민의 연령별, 성별 구성비에 해서는 BAMF (2019), Das Bundesamt in Zahlen 
2018, S. 19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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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난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독일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 비호를 신

청하는 난민의 71%가 전쟁 또는 내전을 피해 탈출하 다고 주장하 으

며, 47%는 정치적인 박해를, 41%는 강제징집을 자국 탈출의 원인으로 

주장하 다(BAMF, 2019a). 또한 난민의 56%는 탈출 과정에서 배의 난

파를 경험하 거나, 폭력, 성적 학 의 피해를 당하 거나, 임의 형무소 

체류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47) 이와 같이 난민

들이 자국에서 경험한 전쟁 또는 박해로 인한 피해 및 탈출 과정에서 당

한 사고나 범죄의 피해가 난민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난민이 급증하면서 중간 

기착지에서는 물론이고 독일에 도착한 후에도 의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국이나 탈출 과정에서 입었던 정신적, 육체적 피해

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 다(BAMF, 2019a). 이와 같은 

난민의 건강 상태와 그에 한 의료적 지원은 난민의 사회적 통합과 노동

시장에의 편입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1. 독일의 사회법전(SGB)체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 기본법(GG)에 규정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기초로,48)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안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

47) 해당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난민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비추어 실제 피해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AMF (2019), BAMF-Kurzanalyse, S. 3).

48) 독일 기본법
제 20 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이하 생략)
제 28 조 (1) 각 주의 헌법 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 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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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법전(Sozialgesetzbuch, 이하 ‘SGB’)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각기 개

별적 법률로 시행되고 있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요구는 1950년 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요구가 입법적인 조치

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하 다.49) 1969년 10월 당시 

총리 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시 적 요구에 맞는 사회법체계

의 개선을 선언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논의

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 3월에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사회법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도 단순

화하기로 결정하 다.

현재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적 비(Soziale Vorsorge), 사

회적 배상(Soziale Entschädigung) 및 지원(Förderung)과 부조(Hilfe)

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보상(Soziale Ausgleich)의 3가지 기본 틀로 구

성되어 있다(Becker; Kingreen, 2018). 이러한 기본적 체계는 사회보험

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비와 사회적 배상 및 사회부조의 경

우에는 사회권(Sozialrecht)에서 파생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전통적으로 인

정되어 왔다. 여기에 사회부조에서 세분화된 사회적 지원제도가 추가된 것

이다.

우선 사회적 비는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급부가 지급되는 사회보험

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독일의 사회법전체계를 통해서는 법정 의료보험

(SGB V), 간병보험(SGB XI), 법정 (산업)재해보험(SGB VII), 연금보험

(SGB VI) 및 실업(고용)보험(SGB III)이 규율되고 있다. 보험의 특성상 산

정 가능한 위험을 상으로 하며, 자율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들이 

사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9) 독일 사회법 체계의 역사적 전개에 해서는 Achinger/Höffner/Muthesius/Neundörfer 
(1955), Neuordnung der sozialen Leistung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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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상의 경우 현재 독일의 사회법체계상 이들 보상 제도에 한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SGB)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피해 원인

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총칙으로 

기능하는 사회법전 제1권(SGB)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매개 규정(SGB I 

제68조)을 마련하여 사회적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들도 넓은 의미

에서의 사회법체계 내에 포함된다. 사회적 배상의 보호 상은 삶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으로, 발생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발생을 예측

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위험을 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사회적 보상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근거가 특정된 위험이 실현되

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 

배상에 해당하는 특별법으로는 군복무와 같이 공적 업무의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보상(SVG)이나 전쟁 피해자(BVG), 범죄 피해자

(OEG), 전염병에 의한 피해자(IfSG)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사회적 보상에는 사회적으로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개인에게 내재된, 혹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기초하여 금전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Soziale Förderung) 제도가 포함된다. 고용 지원

(SGB III, BAföG), 아동 및 청소년 지원(SGB VIII), 양육비(EStG, BKGG), 

육아비(BEEG), 생계비 출(UnterhVG), 주거비 지원(WoGG) 및 장애

인에 한 지원(SGB IX) 제도가 사회적 지원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사회권(Sozialrecht)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

도로 인정되었던 사회부조의 경우에도 독일의 사회보장체계 중 사회적 

보상(Soziale Ausgleich)에 포함된다. 사회부조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금전적 급부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수급자 개인의 경제적 상

황이 급부의 지급 여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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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또는 공적 부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이 모두 거절된 경우에만 사회부조에 해당하는 급부의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사회법전 제12권(SGB XII)의 사회부조에 관

한 법률을 비롯하여 소위 ‘하르츠 IV(Hartz IV)’로 알려진 구직자에 한 

기초보장제도(SGB II)가 포함된다. 사회법전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망명 신청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AsylbLG)도 이 역에 해당하는 사

회보장제도로 포함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일적,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사회법전체계로 재편하

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인 사회법전의 일반 규정 및 

정의 규정, 사회보장제도의 행정체계에 한 규율이 필요하 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법전 제1권(SGB I)의 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루어졌다.50) 여기에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 규정 및 행정 체계에 해 규

율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총칙에 해당하는 사회법전 제4권(SGB IV)이 

다음으로 제정되었고,51) 사회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행정 

절차 및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법전 제10권

(SGB X)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52) 이와 같이 독일은 개별적 사회보

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을 사회법전체계 내로 편입하기에 앞서 전

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형성하 다. 또한 운 의 연속성을 침해하

지 않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관

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마련하 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법전체계의 완성

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하 지만, 사회법전체계로 사회보장제도가 모두 

통합되었을 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운 이 가능할 수 있도

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50) BGBl. I. S. 3015, 1975. 12. 11.
51) BGBl. I. S. 3845, 1976. 12. 23.
52) BGBl. I. S. 1469, 198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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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의 사회법전은 다음의 12권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에 합법적

으로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사회법전 제1권(SGB I): 총칙(Allgemeiner Teil)

사회법전 제2권(SGB II): 구직자에 한 기초 보장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사회법전 제3권(SGB III): 노동 지원(Arbeitsförderung)

사회법전 제4권(SGB IV): 사회보험에 관한 공통 규정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사회법전 제5권(SGB V): 법정 질병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사회법전 제6권(SGB VI): 법정 연금보험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사회법전 제7권(SGB VII): 법정 재해보험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사회법전 제8권(SGB VIII): 아동과 청소년에 한 부조

(Kinder- und Jugendhilfe)

사회법전 제9권(SGB IX):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사회법전 제10권(SGB X): 행정 절차와 사회보장 정보 보호

(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사회법전 제11권(SGB XI): 사회적 장기요양보험

(Soziale Pflege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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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12권(SGB XII): 사회부조(Sozialhilfe)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법전체계로 통합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다

양한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제도가 운 되고 있지만, 이 사회법전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 에 해당하는 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필

요한 경우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배상에 해당하는 전쟁 

피해자(BVG) 보호법, 범죄 피해자(OEG) 보호법 등이 표적이다. 특히 

1993년 제정된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은 난민을 상으로 한 특별

법으로, 사회적 보상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체

계에 따라 비호 신청자에 한 사회보장급여는 특별법인 비호신청자지원

법(AsylbLG)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15개월 기준으로 그 이상 체류하

게 되는 경우 사회법전의 적용이 이루어진다.53)

  2. 독일의 건강보험제도

독일의 의료보장체계는 법정 보험(GKV)과 민간 보험(PKV) 및 공적부

조(Beihilfe) 제도에 기초한 의료지원으로 구성된다.54) 일정 소득 이상을 

상으로 임의 가입 형식을 취하 던 민간 보험자가 운 하는 사보험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2009년부터는 강제 가입으로 전환되면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 다. 2019년 현재 법정 건강보험조

합(Krankkassen)은 109개가 운 되고 있다. 이들 법정 건강보험조합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하지만,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주체는 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독일 사회법전(SGB) 제5권 제4

53)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 제2조제1항 및 사회법전(SGB) 제5권 제264조제2항 참조.
54) 이러한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난 경우는 수형자, 월경(越境) 통근자(Grenzgänger), 임시 

또는 직업군인 등이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 135만 명 정도(약 1.63%)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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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참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88%(약 7269만 

명),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5.31%(약 440만 명), 공적부조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는 상자55)는 약 5.26%(약 436만 명) 수준이다(GKV- 

Spitzenverband, 2019). 이러한 의료보장체계에 한 통계에는 포함되

지 않았지만, 수형자·군인 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 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전제로 환자에게 별도

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을 강조하는 이러한 의료체계는 독일 통일 후 찾아온 독일 경제의 지속적

인 불황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의 불건전성으로 이어졌다. 통일 후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를 회복하기 위해 막 한 재정적 부담이 지속되면서 사

회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도 감소하 고, 실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상 근로자의 수도 줄어들었

으며,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 등

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 정책도 진행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실시된 법정 의

료보험 현 화법(GKV-Modernisierungsgesetz)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의 과잉 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매 분기 10유로의 진료기관 이용료

(Praxisgebühr)를 해당 분기 최초 이용 병원에 납부하도록 하 다. 하지

만 2013년 1월부터는 진료기관 이용료가 폐지되어 다시 건강보험료 납

부만으로 별도의 진료비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5) 최저 생계비 이하인 국민의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법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하여 공적 부조를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재정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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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계

외국인의 경우에는 독일에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 관청의 허가, 소위 

‘비자(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 체류허가 신청서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자에 해 기재

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독일 체류 허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난민의 경우 외국인의 일반적인 체류 신청 절차(Aufenthaltsverfahren)

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호 절차(Asylverfahren)를 통해 체류를 허가하

게 된다. 이들의 경우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아 독일의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호 신청자의 신분은 임시 체류 허가에 불과하여 독일에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같이 독일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비호 신청자의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에 기초하여 독일 체류와 

함께 독일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접수된 이들에 해

서는 의료적 지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1차적으로 난민으로서 입국 

등록을 하게 되면 입국 증명서(Ankunftsnachweis)를 발급받은 비호 희

망자(Asylsuchende) 지위에서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의 적용 

상이 된다. 비호신청자지원법에 규정된 기본적 급여(Grundleistung)의 

내용에는 의료적 지원도 포함된다(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 제3조 제

1항).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질병(급성 질환 및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의

약품 및 진료의 제공을 비롯하여 임산부에 한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인적 지원 및 의약품 제공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을 통해 

예방적 성격의 의료지원에 해당하는 예방 접종과 예방 검진 등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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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또한 비호 신청자는 물론이고 비호 희망자 지위에 불과한 경우에도 입

국 증명서를 통해 법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일반 병원에서 진

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BAMF, 2019b). 비호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의료

적 급여에 해서는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법정 의료보험에 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독일 사회

법전(SGB) 제5조 제11항 참조). 난민 자격으로 비호 절차에 따라 독일 체

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국 후 15개월까지는 독일의 사회법전체계가 아

니라 이러한 사회보장적 혜택을 통해 의료적 지원을 받게 된다.

비호 신청자에 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운  주체는 주정부가 된다. 비

호 신청자인 난민의 경우에는 법정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상에 해당하

지 않아 건강보험공단과는 직접적인 보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운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독일의 의료체계를 활

용하여 난민에게 의료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행위를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연방 법률은 주정부 차원의 요청을 전제로 비호신청자지

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의료 관련 지원 급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 상자인 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독일 사회법전(SGB) 제5권 제264조 제1항 참조). 만약 이러한 의료적 

지원을 위해 주정부가 기본적 협약을 요청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측은 

주 단위 상급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독일 사회법전(SGB) 제5권 제264조 제1항 참조).56) 연방 

차원의 건강보험공단 상급 단체는 직접 주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

는 아니지만, 비호신청자지원법에 기초하여 비호 신청자 지원 업무를 담

56) 현재 주 단위에서 체결되어 있는 기본 협약의 예시는 https://www.gkv-spitzenverband. 
de/media/dokumente/presse/presse_themen/asylbewerber/20160527_Bundesra
hmenempfehlung_Asylsuchende_264_Abs_1_SGB_V.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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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연방 차원의 최상위 기관과 권고적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 성격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비호 결정 절차가 아직 마

무리되지 않은 비호 희망자에게 치료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법

으로 치과 치료(의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체적인 조항도 있

다(독일 사회법전(SGB) 제5권 제27조 제2항 참조).

15개월의 기 기간이 경과한 비호 희망자, 비호 신청자를 비롯하여 

용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법전(SGB) 제5권 제264조 제2항에 따라 

법정 건강보험(GKV)에서 이들에 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건강보험증(eGK)을 발급하게 된다.57) 이 카드를 

통해 일반 법정 건강보험 피보험자에 준하는 급여 혜택이 보장되며, 건강

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 내역은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에 따라 해

당 비호 희망자에 해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 주체로부터 상환받게 된

다.58)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상자도 그만큼 증

가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적어도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방지하

고 있다.

57) Bundesrahmenempfehlung zur Übernahme der Krankenbehandlung für nicht 
Versicherungspflichtige gegen Kostenerstattung nach§264 Abs.1 SGB V, 제8조
제1항 참조.

58) Bundesrahmenempfehlung zur Übernahme der Krankenbehandlung für nicht 
Versicherungspflichtige gegen Kostenerstattung nach§264 Abs.1 SGB V, 제2조 
내지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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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난민을 위한 기타 사회보장제도(복지권)

  1.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서 비호 신청 적격성이 인정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

국 증명서(Ankunftsnachweis)를 바탕으로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된다. 

이들 비호 희망자(Asylsuchende)는 각 주의 책임하에 설치된 가까운 수

용시설(Aufnahmeeinrichtung)에서 거주하게 된다59). 이러한 1차 거

주 시설은 임시 수용시설만이 아니라 장기 체류를 위해 마련된 수용시설

이 될 수도 있다. 비호 희망자를 1차 수용시설에 수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인 ‘EASY’는 연방정부에서 매년 각 주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결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Königsteiner Schlüssel’로 불리는  시스템

에 기초하여 각 주에서 수용하여야 할 난민의 비율을 결정한다. 분배 비

율은 연방과 주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결정이 이

루어진다. 연방 차원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분배가 보장되어야 한다

(BAMF, 2019b).

<표 3-2> 2018년 각 주의 난민 수용 비율

59) 독일 비호법(AsylG) 제44조 (1) 각 주는 비호 신청 의사를 가진 자들에게 숙소 기능을 
포함한 수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연간 수용률에 따라 월별 증가 인
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의 거주공간을 1차 수용시설에 마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주 난민 수용 비율

바덴뷔르템베르크 13.01%

바이에른 15.55%

베를린 5.09%

브란덴부르크 3.02%

브레멘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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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방 이민 및 난민청(BAMF), 2018.

해당 수용시설은 비호 신청자(희망자)의 거주를 비롯하여 생계도 책임

지게 된다. 즉 비호 신청자(희망자)에 한 기초생활 지원의 경우에는 수

용시설 단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지원의 유형과 범위에 해서는 비

호신청자지원법(AsylbLG)에서 규율하고 있다. 기초생활 지원에는 식료

품, 숙소, 난방, 의류, 건강 및 개인위생용품, 가정용품 및 소비재, 질병·

임신·출산에 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BAMF, 2019b). 

비호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6개월까지 이 시설에 거주가 가능하다. 신

청에 한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결정 시까지 해당 1차 수용시설에 

머물 수 있다. 또한 보호 결정 이전이라도 가족 동반 등으로 조건의 변화

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이전도 가능하다.

난민 수용시설(Aufnahmeeinrichtung)에 거주하면서 현물급여를 받

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현금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구

체적인 금액은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 제3조에서 규율하고 있다.60)

60) 이 급여액은 난민 수용시설(Aufnahmeeinrichtung)에 거주하는 경우(비호신청자지원법

주 난민 수용 비율

함부르크 2.56%

헤센 7.36%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2.00%

니더작센 9.3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1.14%

라인란트팔츠 4.83%

자를란트 1.20%

작센 5.02%

작센안할트 2.77%

슐레스비히홀슈타인 3.41%

튀링겐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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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1인: 135유로

- 공동으로 가계를 운 하는 성인 2인: 각 122유로

- 해당 가정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성인 1인 추가 시: 108유로

-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 76유로

- 만 7세에서 14세 사이의 자녀: 83유로

- 만 6세까지의 자녀: 79유로

  2. 비호 절차에서의 지원제도

독일의 행정절차법(VwVfG) 제23조1항을 비롯하여 그에 상응하는 각 

주의 행정절차법 조항에 따르면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 역에서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독일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61) 하지만 행정절차법(VwVfG)은 독일어 능력이 부족한 민원인 또는 

행정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제23조 제2항에서 단지 자료의 번역에 해

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행정 업무를 위해 통역사 입회에 관한 일반적인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해석을 통해 그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도 

없다(Heßhaus, 2016). 행정법 역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법체계에도 언

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료로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예를 들어 비호법(AsylG) 제17조의 망명 

절차를 비롯하여 법원조직법(GVG) 제185조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같이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선 관할 관청에서 난민의 비호 절차

(AsylbLG) 제3조 제1항)의 지급액이고, 난민 수용시설(Aufnahmeeinrichtung) 이외에 
거주하는 비호 신청자에 해서는 비호신청자지원법(AsylbLG) 제3조 제2항에서 규율하
고 있다.

61) Deutscher Bundestag (Hrsg.) (2017), Der Anspruch auf einen Dolmetscher für 
Flüchtlinge und Migranten, 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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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lverfahren)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해 청문할 때 독일어 

능력이 부족한 신청자에 해서는 통역사, 번역사 또는 기타 언어 지원을 

위한 조력자를 입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비호법(AsylG) 제17조 제1

항)(Ramsauer, 2016). 입회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관할 기관의 재량은 없

다(Sieweke, 2016). 이 독일 비호법(AsylG)의 규정은 유럽연합 지침 

(Richtlinie) 2013/32/EU(망명절차지침) 제12조를 독일 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망명 절차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정부가 통역사의 비용을 부담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도 통역사의 입회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Deutscher Bundestag, 2017). 법원조직법(GVG) 제185조에 따르면 

독일어 구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심리에 참여하는 경우 통역사

를 입회시켜야 한다. 이 조문은 재판 절차에서 정확한 심리에 한 권리

의 보장과 공정한 절차에 관한 권리를 위한 것이다(Zimmermann, 

2012; Heßhaus, 2016). 행정법원령(VwGO) 제55조에 의하면 법원조

직법(GVG) 제185조 또한 행정법원 재판에도 적용된다. 통역사의 입회에 

관한 비용은 소송절차법상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 원칙적으로 통역사의 

비용은 기타 재판 비용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비호법에 따른 분쟁이 재판의 상이 된 재판 절차는 예외가 된다. 법원

에서 비호법(AsylG)에 기초한 분쟁이 재판의 상이 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은 무료로 진행된다(비호법(AsylG) 제83b조)(Deutscher 

Bundesta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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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학교육 지원

독일에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 해서는 일정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을 목적으로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호 신

청을 한 난민의 경우에는 교육 등을 통해 독일어 능력을 미리 습득한 비

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BAMF, 2019a).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탈

출한 난민들의 경우 자신들이 체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목적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관계로, 국경을 

맞 고 있는 터키를 비롯하여 배를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1차적으로 체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독

일은 육로는 물론 항로를 통해서도 1차적 도착 국가가 되기 어렵다. 따라

서 독일어 습득 수준은 기존에 독일로부터 비호 승인을 받아 온 난민에 

비해 더욱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난민 자격이라 하더라도 비호 신청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체류

가 이루어지면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회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독일 생활과 취업을 위한 어학 능력 습득은 독일 사회 

적응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BAMF, 2019a). 따라서 

독일에 비호 신청을 한 난민을 포함하여 일부 이민자 집단에 해서는 독

일어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 법률 및 

문화적 차이 등에 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통합

(Integration)을 위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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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난민의 어학교육 과정 이수에 관한 설문 결과

(단위: %)

사회통합 
과정

ESF-BAMF 과정/취업 
어학 과정

연방노동청(BA) 어학 
과정

기타 어학 
과정

2013년 46 15 9 63

2014년 60 14 19 54

2015년 50 8 12 51

2016년 40 4 5 42

자료: IAB-BAMF-SOEP-Befragung von Geflüchteten (2017)

시리아 난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어학 및 교육

적 지원을 이수하는 비호 신청자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 다. 이는 어학

교육 참여에 한 난민의 요구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급증한 비호 신청

자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교육시설, 교사 등)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난민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NGO 단체

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증가하기는 하 지만, 제도적으로 정부나 공공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은 아니어서 통계나 수치를 통해 이들

의 활동이 평가되지는 못하고 있다.

제5절 소결

독일은 인도적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에 해 비호권(Asylrecht)

을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G)에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난민에 

해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고도 성

장기의 부족한 인력을 국외에서 유입되는 노동력으로 체하고자 한 경

제적 측면의 필요성도 독일이 난민에 해 적 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요

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정책적 노선은 최근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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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기 이전부터 난민에 한 법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바탕이 되었

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독일의 난민 관련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은 급증한 난민을 상으로 임시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다소 기 기간이 길어지고 비호 결정까지의 기간이 지체되더라

도 기존 난민에 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이는 독일 체류를 원하는 난민들을 최 한 노동시장에서 흡수하여 향

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최 한 늦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민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부작용

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직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 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구동독 지역의 

경우 난민에 해 적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동독 지역의 

분위기는 2017년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을 의회에 진출시

키면서 정치적으로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도 그

로 유지되고 있다.62)

일단 난민의 신규 유입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동일한 배경을 가진 난민들이 규모로 집단을 이뤄 체류하

게 된 최근의 시리아 난민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통합이 이루

어질 수 있는지에 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이 난민을 상으로 운 하고 있는 고용 정

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통해 현재에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잠재적 노동력으로만 평가되고,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청년층 난민들이 

62) 매주 실시되는 독일의 정당 지지도 설문조사는 http://www.wahlrecht.de/umfragen/ 
index.htm 참조.



제3장 독일의 난민정책 81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독일의 전문 인력을 체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성

장해 가는지에 한 관점에서의 연구도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

래야 최근 증가한 청년 난민의 실업률에 한 실질적인 책과 지원을 설

계할 수 있다. 





캐나다 난민정책의 최신 동향과 

쟁점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지원의 주체와 대상 범위, 지원 내용

제3절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난민정책의 동향, 

새로운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시도

제4절  나가며

4제 장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는 스웨덴, 네덜란드와 함께 난민에 

해 포용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국가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난민 지원

은 보호 상자, 협약난민, 보호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재정착 난민을 중

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보호 상자의 지위는 난민 신청이 승인될 경우

에 얻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보호 상자에 한 지원을 주로 다루었다. 

보호 상자는 연방정부로부터 비교적 포괄적인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로부터 건강, 소득, 교육 및 고용 등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또한 다른 서구국가와 마찬가지

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난민정책 기조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 다. 난민

과 살아왔던 시간이 우리보다 긴 캐나다의 경험은 난민 지원의 방향이 어

떠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난

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은 어떠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한국 난민정

책에 함의를 준다. 

제1절 들어가며

2019년 6월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590만 명,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50만 명이다(UNHCR, 

2019a). 그리고 캐나다에는 11만 4109명의 난민인정자와 7만 8806명의 

난민신청자가 있다(UNHCR, 2018, p.63). 2018년에는 난민 신청이 5만 

캐나다 난민정책의 최신 
동향과 쟁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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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건에 달하면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난민 신청이 많은 국가가 되었

다(UNHCR, 2018, p.63). 1만 8000명 이상이 시민권을 부여받으면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기

도 했다(Global News, 2019). 지표가 보여 주듯 캐나다는 난민에 해 

온정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캐나다는 상 적으로 더욱 취약한 소수집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1990년 이민난민위원회(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와 여성 난민을 위한 실무협의회

(Working Group on Women Refuge Claimants)를 구성하여 1993년 

젠더에 따른 박해, 공포, 문화적 오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문회에서의 

문제 등을 다룬 젠더 가이드라인(Women Refugee Claimants Fearing 

Gender-Related Persecution)을 최초로 발표하 다(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19; 민지원, 2017a). 성소수자 난

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Immigration, Refuges, and Citizenship Canada)는 레인보 난민 소

사이어티(RRS: Rainbow Refugee Society)와 성소수자 난민의 생필품

과 소득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50,000에 한 비용부담협정을 갱신하

다(Government of Canada, 2019a). 참고로 캐나다는 200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 다(중앙일보, 2015).

캐나다 난민 이주의 역사는 길게는 미 독립전쟁 당시 자유와 농장의 꿈

을 안고 국의 편에 섰던 다수의 도망친 노예로 구성된 블랙 로열리스트

(Black Loyalist)들이 이주한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Government 

of Canada, 2019b). 그러나 통상적으로 캐나다의 난민정책을 논의할 

때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1969년을 출발점으로 본다. 또 캐나다가 적극적

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시점은 이민법(Immigration Act 1976) 제정 이

후로 본다(신지원, 송 훈, 박가 , 신예진, 2012). 이민법의 제정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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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위하여 난민 신청부터 인정까지의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계

기 으며, 2002년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02)의 토 라는 함의를 가진다. 1994년에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가 설립돼 

이민 신청과 선별, 비자 업무 및 난민 보호와 사회 적응, 통합 등의 이민

과 난민을 위한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이병렬, 김희자, 2011). 

캐나다의 비호 시스템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의무(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기반하며,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법 권리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이민난민보호법(IRPA)을 법적 근

거로 둔다(Bowman, 2018). 이민난민보호법(IRPA)에서는 난민에 한 

지위를 협약난민과 보호 상자(protected person), 보호가 필요한 사람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

(person in similar circumstance)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난민에 

한 지원은 보호 상자,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 보호가 필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표 4-1> 참조). 이 글에서 주로 살

펴볼 보호 상자의 지위는 난민인정자, 즉 난민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주어진다. 단, 이러한 구분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보

호 상자는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협약난민으로 결정된 사람, 보호가 

필요한 사람, 송환위험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 

통과자를 포괄하기 때문이다(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18)(Bowman, 2018). 

협약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

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

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른다(정명주, 한동호, 이주윤, 방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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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진, 2015).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난민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 또는 가혹한 

우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받

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한다(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18). 송환위험사전평가(PRRA)는 난민 신

청이 거부된 추방 직전에 신청할 수 있다(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18). 이 평가는 박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본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박해의 위험, 고문, 생명의 위험 등

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별한다(Government of Canada, 

2019c). 또 이 평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주권을 신청할 수 있

는 자격을 얻게 된다(Bowman, 2018).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난민인정자

만이 보호 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인정자가 보호 상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Bowman(2018)은 캐나다 내에서 보호 상자 지위를 얻는 경로를 다

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첫 번째는 비호 신청을 통해 적격심

사를 받아 난민보호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비호 신청

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으나 송환위험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세 번째는 난민항소과로

부터 적격 심사를 받아 보호 상자가 되는 경우다. 참고로 난민보호과는 

난민 보호에 한 신청 및 난민 보호휴정(vacation)과 난민 보호정지

(cessation) 신청을, 난민항소과는 난민보호과에서 내린 결정에 한 이

의 신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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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보호대상자, 협약난민, 보호가 필요한 사람

구분 내용

보호대상자
(protected person)

-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협약난민으로 결정된 사람
-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송환위험사전평가를 통과한 사람

협약난민
(convention 

refugee)

-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
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또는 상
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

보호가 필요한 사람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 협약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 또는 가혹한 우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
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함. 
주: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와 같이 정리하 을 뿐 이와 같은 구분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일자리를 원하거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하는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nt), 가족 초

청 이민(immigrant sponsored by family), 난민(refugee), 기타로 이

주민을 구분하고 있다(<표 4-2> 참조). 이때 난민은 다시 캐나다의 보호

상자와 해외부양가족(protected persons in Canada and depend-

ents abroad), 재정착 난민으로 구분된다. 재정착 난민은 지원 주체에 

따라 정부 지원 난민(Government-assisted refugee), 민간 지원 난민

(Privately sponsored refugee), 혼합 비자 사무소 위탁 프로그램

(Blended visa office-referred refugee)으로 나뉜다(<표 4-2> 참조). 

그러나 통계청 방식 또한 난민이라 일컬어지는 상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분류 체계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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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캐나다 통계청의 이주민 분류

코드 분류

1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nt)

2 가족 초청 이민(Immigrant sponsored by family)

3
난민

(Refugee)

보호 상자 
또는 그들의 
해외부양가족

보호 상자
(protected persons in Canada)

보호 상자의 해외부양가족
(dependents abroad)

재정착 난민
(Resettled 
refugee)

정부 지원 난민
(Government-Assisted Refugee, GAR)

민간 지원 난민
(Privately Sponsored Refugee, PSR)

혼합 비자 사무소 위탁 프로그램
(Blended visa office-referred refugee)

4 기타이민(Other immigrant)

자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19a)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http://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323293, 검색
일: 2019. 8. 18). 

주: 통계청의 분류는 위의 표와 같으나 이러한 분류도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원에서
는 재정착 난민까지 보호 상자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의 난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소지한 비자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임시 거주 비자를 받은 난민은 5년이 지나면 주권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주권을 받고 3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이병렬, 김희자, 2011; 최유, 2013; Bowman, 2018). 

비자에 따라 해당 지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신청 자격이 주

어지는 식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갓 난민 인정을 받아 보호 상자가 된 

난민은 임시 거주 비자를 보유하게 된다. 

그간 캐나다의 난민정책은 난민신청자를 위한 지원과 재정착 난민에 

한 지원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난민으

로 통칭되는 사람들 중 이민난민보호법(IRPA)에서 규정하는 보호 상자

에 상 적으로 더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가 보호를 결정했다면 어떠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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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어떠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고, 

최신의 동향과 쟁점은 한국의 난민인정자를 위한 복지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난민 지원 정책이 

난민의 지위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 상

자에 한 지원 내용은 때로는 신청자를 포함하기도 이민자를 포함하기

도 할 것이다. 특히 의료와 교육의 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2절 지원의 주체와 대상 범위, 지원 내용 

보호 상자에 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와 상 

범위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지원 주체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연방과 주, 지방정부로 구분되며, 그 외에는 비정부기구가 있다.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 1867)은 임시로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의 경우

는 연방이, 그 외에는 주(province)와 준주(territory)의 책임임을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과 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구분하여 살핀다. 

상 범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법 권리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따라 난민 신청 단계에서도 일정 서비스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Government of Canada, 2019). 전술했듯이 보호 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반드시 보호 상자에 한하는 아니다(Government of Canada, 

2019d). 이를테면 공적부조 없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난민신청자 또

한 워크 퍼밋(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하의 아동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의무교육의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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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 지원

구분 내용

연방정부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

임시 워크 퍼밋

주, 지방정부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교육
법률 지원

시, 비정부기구
긴급 숙소

저소득층 주택 

자료: Bowman. (2018). Canada’s Asylum System.

워크 퍼밋은 이민난민보호법에 따라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 

Temporary Foreign Worker)와 국제이동프로그램(IMP: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으로 구분된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은 고용주가 해당 업무가 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노동시

장을 저해하지 않음을 노동시장 향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Government of Canada, 

2019e). 단, 국제 이동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향평가 상에서 제외되는

데, 워킹 홀리데이, 기업 내 근로자의 이동, 종교기관 종사자, 학원생 등

이 해당된다(Government of Canada, 2019f). 그러나 워크 퍼밋을 받는 

과정은 신청부터 허가까지 몇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일이 필요

한 시기와 실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9g). 

한편 보호 상자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Immigration, 

Refuges, and Citizenship Canada)로부터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이 서비스는 보호 상자뿐 아니라 이민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입국자

(newcomers)들을 상으로 하는 지원을 일컫는다. 서비스에는 정착 지

원, 오리엔테이션, 고용과 언어 지원, 상담과 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재정적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연방정부에 있으나 주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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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기도 한다(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Ontario, 2017). 

[그림 4-1]은 난민 인정 이후의 자격과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 보호

상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

택과 새로운 입국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몇 

가지의 추가 지원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민난민보호법

(IRPA)의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호 상자가 주권자와 함께 언

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1〕 난민 인정 이후의 자격과 혜택

보호 상자 → 주권자 → 시민권자 

*5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 *3년 뒤 시민권 신청 가능

정착 지원 서비스
어, 프랑스어 교육

노동시장 통합 지원
욕구 사정 및 의뢰 
정보 제공과 오리엔테이션
지역사회 연결 

투표권
캐나다 여권 및 해외 
체류 시 사 지원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해외 체류 시 사 지원 

자료: Bowman (2018). Canada’s Asylum System. 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공익인권법센터.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IFHP: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연방정부로부터 보호 상자가 받을 수 있는 표적인 지원으로, 이 프로

그램은 비교적 폭넓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9h).63) 프로그램의 비용은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의 내용은 1) 기초 헬스 케어(basic health care), 

63) 재정착 난민, 난민신청자, 기타 그룹 또한 지원 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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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범위에서 제공되는 안과적 치료,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치과 치료

와 같은 보충적 서비스, 3) 약물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9h). 구체적으로 기초 헬스 케어는 외래 및 입원 치료 서비

스, 의사, 간호사, 산전, 산후 케어를 포함하여 기타 캐나다에서 발급된 

라이선스를 가진 헬스 케어 전문직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예: 임상병

리, 앰뷸런스)를 의미한다(Government of Canada, 2019h). 보충적 

서비스는 안과 치료와 치과 치료 외에도 헬스케어 종사자에 의해 제공되

는 서비스(예: 홈케어와 장기요양, 임상심리,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

료), 보조 기기, 의료용품(정형 및 보철 도구, 이동보조, 청력 보조, 당뇨 

관리와 관련된 소모품, 요실금 관련 물품, 산소 도구)이 포함된다

(Government of Canada, 2019h). 뿐만 아니라 보충적 서비스에는 정

신건강서비스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Government of Canada, 2019h), 

난민이 겪을 수 있는 박해나 공포, 이와 관련한 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

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약

물 처방은 처방약과 주정부의 공공 의약품 플랜(public drug plan)에 따

른 약물이 해당된다(Government of Canada, 2019h). 단, 이러한 서

비스들은 진료과나 품목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며, 상에 

따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9h). 

언급했듯이 18세 이하 아동은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따라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 때문에 난민 아동은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로부터 스터디 퍼밋(Study Permit)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학교는 학생

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스터디 

퍼밋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정된 학습 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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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의료 검진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호 상자는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의 제출이 면제된다(Government of Canada, 2019i). 보호

상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주권자와 동일한 출 및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심사결정서 또는 이민국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Offices)으로부터의 증

명서, 사회보장번호(SIN), 그리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12주 이상 등

록이 필요하다. 참고로 학업을 위한  재정 지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

공되기도 한다(Government of Canada, 2019j). 

끝으로 앞서 언급했던 통합서비스(integration service)는 이민난민

보호법, 시민법(Citizenship Act), 다문화법(Multiculturalism Act), 캐

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책 상자들은 서비스 제공자, 학교,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

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난민에 한 지원은 초기 정착을 위한 정

보와 국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Prince, 2019). 오리

엔테이션, 임시 숙소의 마련, 계좌 개설, 사회보장번호(SIN) 및 의료보험 

개설을 위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IFHP)에 

한 안내와 신청 방법, 커버리지, 아동의 교육 및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안내는 

어로만 제공되어 소수 언어에 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과 수혜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어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그림 4-2] 참조). 온타리오주에서 사회적 지원은 아

동지역사회사회서비스부(MCCS: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가 담당하고 있다. 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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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웍스(Ontario Works)와 장애인을 상으로 제공되는 온타리오 장

애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이 있다. 온타

리오 웍스와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과 고용을 지원하며 급

여량은 기본적 욕구(basic need)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주거수당

(shelter allowance)으로 구성된다. 기본적 욕구는 음식, 의류, 기타 개

인에게 필요한 물품 충족을 포함한다. 주거수당은 렌트, 모기지 비용, 난

방과 관련된 비용이 해당된다. 고용 지원은 이력서 작성, 인터뷰와 관련

된 워크숍, 구직 상담, 훈련, 교육에 한 접근을 포함한다. 온타리오 웍

스와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은 전자는 긴급 지원을 포함하며, 후자

는 급여량과 지원의 내용에서 장애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원 수준과 내용에 가족 수와 연령 외에도 장애가 있는 배

우자가 있는지, 고용을 위해 필요한 이동 보조나 관련 기기, 특수 훈련 프

로그램 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토론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온타리오주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한 비용과 최  지원 가능한 주거수당, 최  급여액 등에 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1인가구의 경

우 고려될 수 있는 급여량은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월 343달러와 주거

유지비(최  기준) 390달러이다. 18세 미만의 자녀 2인을 둔 4인 가족은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494달러와 주거유지비 756달러를 적용받

을 수 있다(아동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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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온타리오 웍스의 비용 산정

자료: https://www.toronto.ca/wp-content/uploads/2017/11/99bb-ontario-works-rate- 
chart-oct2017-tess.pdf 검색일. 201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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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타리오주는 난민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서도 사회적 지

원 정책 지침(Social Assistance Policy Directives)을 통해 명시하고 있

다(Ontario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6). 지침에 따르면 정부 또는 민간 후원을 받는 협약난민64)은 기본적

으로 지원 상에서 배제되며, 후원에 따른 자원을 모두 소진해야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RAP: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민간 후원 프로그램(PSR: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 Program), 공동 후원 프로그램(JAS: Joint Assistance 

Sponsorship Program)을 받는 경우에는 온타리오 웍스나 온타리오 장

애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온타리오 웍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추방

상자의 경우에도 송환위험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가 기 중인 상태, 인도적체류 지위를 받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웍스로부

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호 상자가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

지 않으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아동급여의 경우에는 온타리오 아동급

여(OCB: Ontario Child Benefit)와 캐나다 아동 급여(CCB: Canada 

Child Benefit) 모두 협약난민과 보호 상자도 수급 자격을 가진다

(Toronto Employment & Services, 2018). 

그 외에 온타리오주는 민간 차원의 지원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

여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들로 구성된 1978년 온타리오주이민자서

비스협회(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 OCASI)

를 설립하 다. 이 협회는 1999년 Settlement.Org를 열고, 난민을 포함

64) 난민의 지위는 상호 간 배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협약난민에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
터 후원을 받는 재정착 난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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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주민들에게 이민과 시민권, 주거, 건강, 고용, 교육,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일상생활에 한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종사자들에

게 난민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s://refugee.cleo.on.ca) 

또한 운 하고 있다. 

제3절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난민정책의 동향, 
새로운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시도 

난민에 한 인도주의적 정책을 펼쳐 온 캐나다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난민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기도 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하퍼 

총리가 이끌던 보수당 집권기의 캐나다 난민정책의 내용은 서구 사회의 

우경화 경향과 일치한다. 터키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던 쿠르디의 

참담함은 보수당 정부하에서 이주민에 한 캐나다의 태도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 다. 다문화 사회를 기반으로 이주민에 해 포용적 정책

을 펼쳐 왔던 캐나다는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 아래 난민과 이민자에

게 제한된 정책을 실시하 다. 이는 2012년 난민 개정법(Balanced 

Refugee Reform) 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한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IFHP)의 제한과 지정출신국(DCO: Designated 

Country of Origin) 난민신청자에 한 고용허가 신청 제한으로 나타났

다(민지원, 2017b).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IFHP)의 제한은 난민신청자

에 한 1년 단위의 연장신청제 도입, 청소년 당뇨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 

항암제, 천식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출산 지원의 배제, 난민 신청이 받

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한 지원 배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Amnesty 

International Canad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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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수적 난민정책은 2015년 10월 중도좌파인 트뤼도 정부가 집

권하면서 재편되었다. 난민 수용과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확 와 2만 

5000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의 추가 수용이 이루어졌다. 2016년 5월 임시

연방헬스프로그램(IFHP)이 2012년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즉 

난민신청자라 할지라도 서비스 연장 신청부터 승인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5) 1년 단위의 연장 

신청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지원의 배제가 철회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캐나다난민협회는 임시연방헬스프로그

램(IFHP)의 제한이 난민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난민건강조사를 하 다(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5).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과정에서 난민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과 지

원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 난민은 정보의 부족과 제도 이해의 어려움, 부

정확한 정보, 의료비 지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기인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나 모멸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보수당 정

부에서 자행된 정책적 제한에 따른 어려움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난

민이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때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이 보수당 

정부하에서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캐나다는 2019년 5월 지정된 출신지정국(DCO) 리스트의 모든 나라

를 제외함으로써(Government of Canada, 2019k), 출신지정국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 다. 또 캐나다난민협회는 일자리 문제, 헬스케어 비

용, 복지 혜택 등 난민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를 게재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9). 

난민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통합(labor-market integration)이다. 캐나다는 노동력이 부족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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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국가이지만, 난민들은 언어 장벽, 서비스 공급자의 역량 문제, 권리, 

서비스 이용에 한 정보의 부족, 이동(transportation)의 어려움과 관

련하여 불안정한 고용 지위와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불안정한 고

용과 실업은 빈곤과 맞닿아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 

전체의 세후 중위소득은 5만 7000달러인 데 반해(Statistics Canada, 

2019b), 2016년 기준 입국한 지 1년 된 난민의 전체 소득에 한 중위소

득은 1만 5900달러, 보호 상자의 중위소득은 1만 9600달러이다(<표 

4-4> 참조). 또한, <표 4-4>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입국한 

난민의 2016년 중위소득을 추출하면 2만 4000달러, 보호 상자의 중위

소득은 2만 6600달러에 불과하다(Statistics Canada, 2019c). 

<표 4-4> 난민 입국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중위소득

(단위: 달러)

입국 시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위 소득 
측정 시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난민 16,300 15,900 15,200 15,500 15,900 16,800 17,100 17,600 17,200 15,900

정부 지원 
난민

8,400 8,700 7,300 8,000 8,000 7,000 8,300 9,400 8,900 8,100

민간 지원 
난민

21,200 20,500 18,300 17,400 18,100 19,900 20,700 20,000 20,400 17,400

혼합 비자 
사무소 위탁 

프로그램
.. .. .. .. .. .. .. .. 13,500 5,700

보호대상자 18,600 18,700 19,400 19,400 19,100 19,400 20,400 20,600 20,900 19,600

보호대상자의 
해외부양가족

11,900 11,600 11,800 12,300 10,800 10,800 11,400 12,100 12,300 13,400

자료: Statistics Canada. (2019d). Immigrant Income by admission year and immigrant 
admission category, Canada and provinces https://www150.statcan.gc.ca/t1/ 
tbl1/en/tv.action?pid=4310001001에서 2019. 10. 14. 인출 (Geography는 Canada, 
Sex는 Both Sexes, Pre-admission experience는 Total-pre-admission experience, 
Years since admission은 10 years since admission Income type은 All income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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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는 난민에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2018년 4월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난민들이 경제적 이민으로 진입할 수 있게 유도하

는 EMPP(Economic Mobility Pathway Project)를 실시한 것이다

(UNHCR, 2019b).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이민이 가능한 10~15명의 난

민을 찾아내고, 숙련 기술을 가진 난민이 경제적 이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진입 장벽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업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은 한 명의 난민이 경제

적 이민으로 진입하 다. 다른 소수의 후보자도 경제적 이민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을 경제적 이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 난민 역량에 한 긍정적 평가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만 의도와 관계없이 난민을 ‘가치 있는 난민’과 ‘가치 없는 난민’으로 구

분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오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난

민과 관련된 제도, 정책의 수혜는 난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적

어도 난민 의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해서는 시사점을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박해의 위험과 어려운 처지에 무조건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이 아닌, 역량 개발을 통해 인적자본으로 기능할 가능성, 

또 그로 인해 한 사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난민에 한 사회적 환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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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나가며

캐나다와 한국의 난민 의제와 정책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오랜 이

주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와 최근에서야 난민 이슈를 직면하게 된 한국은 

제도뿐 아니라 논의해 왔던 시간,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더불어 살아왔

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지

원을 제공했던 캐나다의 경험은 한국의 난민정책에 다음의 함의를 준다.

첫째, 난민인정자에게 어느 범위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할 것인지

에 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자에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신청과 장기요양 및 아동을 상으로 하는 보육료, 아동수당

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 요건을 요구하는 공공임 주택

의 지원은 제한되어 있다. 초기 안정에서 주거 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거 지원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의 

차원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난민인정자에 한 지원이 어떠한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캐나다에도 서비스 접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벽의 문제는 존재

한다. 표적인 것이 언어 장벽이다. 캐나다난민협회에서 실시한 난민건

강조사 또한 서비스 지원 장벽 중 하나로 언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

러나 어에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캐나다는 보호 상자뿐 아니라 난

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한 내용과 신청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비교

적 자세히 안내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난민인정자는 몰라서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지원

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제공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

도에 한 접근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난민인정자에게 주

어지는 안내가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난민인정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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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를 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불어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 한 접근성을 높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각지 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의 실업, 빈곤, 사회

통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캐나다가 시도한 새로운 접근에 조심스럽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난민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정서는 박해의 어려움

이 있는 취약한 상 또는 낯선 문화를 가진 이질적 상일 것이다. 인간

은 숙련된 노동을 가지고 있는지, 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지녔는

지에 따라 판별될 수 없다. 그러나 난민에 한 정의와 통상적 시각, 고정

관념에 갇혀 한 사람의 장점과 역량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원의 상으로 호명되는 ‘난민’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호명은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

기 때문이다(이졸데 카림, 2019).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성적 소수자 등 우리가 합의하든 그러지 않

든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다양한 소수자들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한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의 역이 아닌 인권의 

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임시연방헬스프로그램이 난민신청자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제한했던 당시 2도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캐나다의 

난민신청자가 ‘화상보다 병원에서 들어야 했던 말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회상(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5)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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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난민정책 개요

  1. 난민 유입 역사

호주는 난민과 인도적 입국자의 유입 및 정착에 관해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최초의 호주 난민 입국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1839년 프로이센의 종교적 박해에서 탈출한 리투아니아인들이 남호

주(South Australia)에 정착한 것이 최초의 난민 정착으로 기록되어 있

다. 이후 19세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로부터 종교 혹은 정

치적 이유로 본국을 떠난 이들이 호주에 정착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6). 1901년 호주 연방정부 수립 이후 백호주의의 법적 초

석인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이 제정되어 

난민 입국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및 남유럽으로부터 소규모의 난

민들이 비보호 이민자(non-assisted migrants)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

다. 1930년 에는 독일 나치로부터 탈출한 유 인들이 규모 입국한 바 

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6).

세계 2차 전은 호주 난민 입국의 전환기를 제공했다. 1947년에 호주 정

부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

의 전신인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와의 협약

을 통해 유럽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Neumann, 2016). 이후 약 

20년간 수십만 명의 유럽 난민이 호주로 입국했는데, 이들은 부분 소비

호주 난민 사회보장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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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한 이들이었다(Jupp, 2007). 

1970년 는 호주 난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시기로 평가된다. 기

존에는 유럽이 호주 입국 난민의 주요 원천이었던 반면 정치적 박해를 탈

출한 난민들이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티모르 등지로부터 수용되기 시작

했다. 비유럽 난민 수용은 호주에서 난민 디아스포라(diaspora)의 시발

을 알렸다. 유럽 난민들은 비록 언어와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피부색 

면에서는 백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았고, 특히 동유럽 난민들은 냉

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쉽게 입국이 수용되었다(Jupp, 2007). 그러나 

인도차이나 반도의 전쟁과 인권 위기로 규모 베트남 난민이 발생하자 

호주는 백호주의에 기반한 난민정책의 전면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0년 에 호주는 13만 명에 달하는 인도차이나 난민을 

수용했다(Karlsen, Phillips, & Koleth, 2011). 

1980년 는 호주 난민 구성 다변화가 가속화된 시기로 규정할 수 있

다. 1980년  초반에는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난민 유입이 시발되었

고, 1980년  중반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레

바논과 이란 등 중동,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로

부터의  난민 유입이 확 되었다. 인도차이나 난민 유입은 다소 감소했으

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엘살바도르와 칠레 등 남미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6).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에는 중국의 천안문 광장 사태로 인해 중국 

출신 난민 유입이 급증했다. 1990-91년 총 1만 6248건의 보호비자 신청

에서 무려 77%가 중국 난민이 차지했다(Karlsen et al., 2011). 2000년

 초반에는 아프리카 난민이 급증하여 당시 난민 수용의 70%를 차지하

다(Karlsen et al., 2011).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서남아

시아와 중동 지역이 호주 난민의 주요 출발지가 되고 있다. 이들 지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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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난민이 호주 난민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8).

  2. 호주 난민정책 개요

호주는 2차 세계 전 이후 국가 재건 및 인구 증가에 한 필요에 따라 

이민 유입이 필요했다. 이러한 국가 정책적 요구에 따라 1945년에 호주 최

초의 이민 전담 부처인 이민부(Department of Migration)가 연방정부에 

설립되었다(Phillips, 2017). 그 전의 호주 이민 업무는 외무부 등 다른 부

처의 일부 업무로 수행되어 왔다. 이민부가 독립적 부처로 설립된 이후 상

당 기간 부처 내에서는 난민 업무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채 일반 이민 업

무와 통합되어 다루어졌다. 이 시기 난민 업무는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판

정되는 외(off-shore) 난민 수용에 한정되었다(Karlsen et al., 2011).

그러나 1970년  베트남전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에서 

량 발생한 전쟁 난민은 호주 난민정책에 전환기를 제공했다. 인도차이나 

난민 입국 규모의 확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소위 보트피

플(Indochinese boat people)이 배를 타고 호주 내로 진입하기 시작

했다(Karlsen et al., 2011). 호주로서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정의에 부

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난민신청자에 한 정책적 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프레이저 정부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인도주의 

위기에 응할 새로운 정책으로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내

로 진입한 망명신청자들(asylum seekers)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메

커니즘을 확립하고, 향후 외와 내 난민 유입을 계획하고 통제할 정책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프레이저 정부는 난민에 한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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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1981년에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

(Special Humanitarian Program)’을 도입하여 난민 유입을 확 하고자 

했다. 현재는 ‘국제 특별 인도주의 비자(Global Special Humanitarian 

Visa)’제도로 개명되어 운 되고 있다.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호주 

외에 있으면서 아직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사람을 상으로 하되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의 신청으로 호주 입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8b).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 도입

으로 통상적인 난민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범주의 인도주의 입국 

경로가 마련된 것이다.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현행 호주 난민 유입 계획의 근간 프로그램이 되었며, 연간 난민 규모 관

련 계획의 시발점이 되었다(Karlsen et al., 2011; Phillips, 2017). 

이후 호주 난민정책은 특기할 만한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1993년 키

팅 정부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이민 프로그램(Migration 

Program)에서 독립시켰다. 1996년 하워드(Howard) 정부의 집권으로 

호주 난민정책은 난민 유입 통제와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기존에 외와 내로 구분되어 관리하던 난민

정책 관리체계를 ‘인도주의 및 난민 정착 프로그램(Humanitarian and 

Refugee Resettlement)으로 통합하고, 내 난민 유입 규모를 사전에 

할당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Karlsen et al., 2011). 사전 신청 없이 호

주에 입국한 이들에 한 난민 수용 규모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기존 욕

구에 기초한 난민 지위 심사 신 계획된 숫자에 의거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McMaster, 2001, p. 62). 현재는 내 난민 유입에 한 특별한 

할당제를 시행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인도주의 유입 규모를 계획, 시행하

고 있다(Karlsen et al., 2011). 그러나 난민 유입 통제와 난민 프로그램

의 효율성은 여전히 호주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로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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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호주의 난민정책은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Refugee 

and Humanitarian Program)’으로 정착되어 운 되고 있다. 난민 및 인

도주의 프로그램은 일반 이민 프로그램과 함께 ‘이민법 1958(Migration 

Act 1958)’에 근거하고 있으나, 일반 이민과 달리 강제된 이민(forced 

migration)으로 구분되어 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난민 및 인도주의 프

로그램은 다시 외 및 내 난민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 두 프로그

램은 독립적으로 운 되는 것이 아니라 1996년부터 수치가 연동되어 운

된다. 예를 들어 외 난민 유입의 증가는 내 난민 유입의 감소로 이

어진다(Bruce, 2003, p. 3). 

우선 내 난민 프로그램은 보호비자(Protection Visa)로 불리며, 호

주에 이미 입국한 이들을 상으로 한다. 국제법에 따라 내 난민신청자

에 해 호주 정부는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비자 거부나 취

소의 경우 신청자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신청자는 호주 

이민법에 의거해 유엔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구보호비자(Permanent Protection Visa, 866비자) 

혹은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 785비자) 또는 안전

산업비자(Safe Haven Enterprise Visa, 790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구

보호비자는 유효한 입국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입국한 이가 성공적으로 

심사를 마친 경우에 주어지며, 구보호비자 소지자들은 주비자를 신

청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나머지 두 임시 비자는 사전 인가 없이 호주 

토에 입국한 이를 상으로 한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 복지급여 및 

보건서비스 접근권을 가지지만 공식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는 못한

다(Bruce, 2003). 두 임시 비자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임시보

호비자는 3년 거주 비자임에 반해 안전산업비자는 5년 비자로 이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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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일이나 학업에 종사한 경우 다른 종류의 임

시 및 구 비자를 신청할 권리가 주어진다(Murphy, 2016).

부분의 호주 난민은 외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다. 이들은 유

엔난민기구로부터 심사를 받아 난민 지위를 획득한 후 호주 입국을 신청

하는데, 외 난민 비자는 두 가지의 주 거주 비자로 구성된다. 하나는 

난민 범주(Refugee Category)로 이는 다시 네 개의 세부 비자로 구분된

다. 첫째, 난민비자(Refugee visa, 200비자)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정

의를 충족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둘째는 특정국 인도주의비자(In-coun-

try Special Humanitarian Visa, 201비자)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호주 군인들을 도와줌으로써 위험에 처한 이와 그 부양가족을 

상으로 하는 소규모 비자 유형이다. 셋째, 긴급구조비자(Emergence 

Rescue Visa, 203비자) 역시 소규모 비자로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느

껴 이미 본국에서 탈출한 이들을 상으로 한다. 넷째 여성호보비자

(Woman at Risk Visa, 204비자)는 남성 보호자 없이 타국에서 위험에 

처한 여성을 상으로 한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9a).

<표 5-1> 호주 난민 프로그램

구성 비자 유형 비고

영내 
프로그램

구비자 구보호비자(866비자)

임시비자
임시보호비자(785비자) 3년 거주

안전산업비자(790비자) 5년 거주

영외 
프로그램

난민 범주

난민비자(200비자)

특정국 인도주의 비자 
(201비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긴급구조비자(203비자)

여성보호비자(204비자)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
특별인도주의 

프로그램(202비자)지역사회 난민 지원 
프로그램

자료: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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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Global Special Humanitarian 

Visa, 202비자)은 난민협약의 통상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실

질적인 인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상으로 한다. 난민 신청

은 이미 호주 시민이나 주권자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성공

적으로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동반 신청자가 본신청자의 초기 입국에 수

반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사한 형태의 비자로 2013년부터 ‘지역사

회 난민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Support Program)’을 운  중이

다. 호주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 비즈니스 혹은 지역사회 단체에 난민 유

입에 한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들 개인 

혹은 단체는 특정인의 난민 신청과 입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은 이

민부에 의해 승인된 기관(Approved Proposing Organisations)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8a).

  3. 난민 유입 규모 및 구성

1945년 이후 88만 명 이상이 난민 혹은 인도적 입국자로 호주에 정착

했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9b). 호주는 1977년부터 유

엔난민기구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후 거의 예외 없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유입이 가장 많은 세 나라 중 하나에 속해 있다

(Karlsen, 2016).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재정착 통계에 의하면 2017년에 

총 10만 2800명의 난민이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제3국에 재정착했으며, 

호주는 이들 중 14.7%(1만 5100명)를 받아들여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난민 유입이 많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UNHCR, 2018). 난

민 유입 규모에 한 국제 비교는 절  유입 규모와 함께 인구당 난민 유

입 통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2016년 현재 호주의 인구 1000명당 난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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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1.139명으로 캐나다(1.286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미국

(0.298명)에 비해서는 세 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RMIT ABC, 

2018). 

위의 수치로 볼 때 호주는 난민 유입에 해 매우 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지표에 의하면 호주는 난민 

유입에 해 매우 인색한 나라로 국내외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상기 

지표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에 한 재정착

률을 의미하며, 주로 외 난민 프로그램을 통한 유입을 뜻한다. 난민 지

위가 심사되는 또 다른 경로는 내 망명 신청이다. 호주는 인가 없는 

내 진입을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내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지위

를 부여하는 데에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로 모두

를 고려하여 난민 재정착률을 살펴보면 호주는 인구 1000명당 1.14명의 

난민을 받아들 다. 스웨덴(7.10명)과 독일(5.51명) 등 다른 유럽 선진국

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RMIT ABC, 2018).

〔그림 5-1〕 인구 1000명당 난민 유입

자료: RMIT ABC (2018) (https://www.abc.net.au/news/2017-12-21/fact-check-george- 
brandis-refugees-per-capita/9241276에서 2019. 9.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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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및 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호주의 난민 유입은 체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1970년  후반 급격한 난민 유입은 유엔난민기구

의 재정착 프로그램 참여에 기인한다. 1980년  후반과 1990년  전반

에 걸친 난민 유입 상승은 천안문 사태에 따른 중국 난민의 량 유입에 

따른 결과다. 2012~13년에 다시 한 번 일시적으로 난민 유입의 급상승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집권기에 있던 노동당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Phillips, 2017). 2015년 이후 난민 유입 상승은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의 향에 의한 결과이다. 2017~18년에 1만 6250명의 난민 유

입이 있었다. 2011년 이후 최근 호주 입국 난민은 주로 이라크, 시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콩고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9a). 

〔그림 5-2〕 호주 난민 유입 추이

자료: Phillips (2017) Table 1을 재구성

2017~18년 기준으로 호주 난민 유입을 경로별로 살펴보면 내 난민 

입국은 10명 중 1명(8.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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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9a). 호주 정부는 1996년 

이후 내 난민 유입에 해 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Bruce, 2003), 특별히 최근 내 난민 유입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결국 다수의 난민 유입은 외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

어진다. 

<표 5-2> 경로별 난민 구성

(단위: %)

구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2016~17년 2017~18년

영외

난민 범주 47.2 43.6 47.2 43.9 48.7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

32.8 36.4 41.4 48.3 42.6

영내 20.0 20.0 11.4 7.8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9a, 7쪽), 저자가 백분율 산출

전술했다시피 호주의 외 난민 유입은 반드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심

사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신청 프

로그램을 통해 호주에 이미 거주 중인 호주 시민이나 주권자 (보통은 가

족) 혹은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가 있는 이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난

민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 집단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로, 현재 비통상적인 외 난민 유입과 통상적인 외 난민 유입이 거의 

동등한 비율에 이르러 있다. 이는 호주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

한 난민보다는 입국 후 상 적으로 정착 욕구가 작은 난민들을 점점 더 선

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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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반 이민 대비 난민 유입 비율

(단위: %)

자료: Phillips (2017)

호주 난민 유입의 특징을 보여 주는 또 다른 통계는 일반 이민 비 난민 

유입 비율이다. 1990년  중반까지 호주의 난민 유입( 외 난민 프로그램) 

수치는 일반 이민 비 약 5%선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일반 이민 비 

난민 비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해 왔으며, 최근에는 3.2%

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Karlsen, 2016). 호주는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에서 기술 이민이나 가족 이민을 선호하고 있다. 인도주의 이민은 국

제 협약에 따른 책임을 ‘마지못해’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목이다.

제2절 난민 정착 지원 정책 및 체계

호주의 보수화된 난민정책과 열악한 난민신청차 처우는 호주 국내 문헌

들을 통해 비판적으로 소개되어 왔다(Fiske, 2006; Jupp, 2007; 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9b). 기존의 문헌들은 주로 난민 심사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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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실제 난민 지위 심사를 거쳐 재정착한 이

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소개한 문헌은 드물다. 

국내에서는 이병열과 김희자(2011)가 국제 비교 연구의 일부로 호주 난

민 제도를 다루기는 했지만, 난민 지원체계에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김

안나 외(2012) 역시 국제 비교 관점에서 호주의 외국인 복지제도를 다루

고 있지만, 난민에 특화된 연구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난민 신청 지원

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에 한 정착 지원 정책과 체계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착이란 난민 혹인 이민 입국자들이 이민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기간 혹은 그 상태를 의미하며, 정착 서비스란 정착 과정을 지원하

기 위해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호주 정부는 신규 입국자의 정착 기간을 통상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입국자들이 호주 사회에 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 생활 

기반을 확립하며, 통합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

다(Joint Standing Committee on Migration, 2017). 

  1. 개요 및 체계

난민 지위 심사 및 입국 절차는 이민부 소관이이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

정된 이들에 한 정착 지원은 주로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책임으로 이관된다. 호주 정부는 2016~17년부터 2019~2020회계연도 

기간에 걸쳐 복지부가 집행하는 정착 서비스에 8억 1000만 호주달러(약 

8100억 원)를, 그리고 교육훈련부가 집행하는 이민자 어 프로그램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에 10억 2000만 호주달러(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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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d). 

최근 2019~20년 예산에 의하면 복지부의 정착 서비스에 약 2억 7000

만 호주달러(약 1676억 원), 교육훈련부의 이민자 어 프로그램에 약 2

억 6000만 호주달러(약 2105억 원), 그 외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약 

9600만 호주달러(약 777억 원) 등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9a).

<표 5-3> 정착 서비스 예산(2019~2020년)

부처 프로그램 금액(천 달러)

복지부 정착 서비스(Settlement Services) 207,077

교육훈련부

이민자 어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259,011

구직자 어 프로그램(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Program)

88,964

기초직업교육(Foundation Skills for Your Future) 7,139

자료: Refugee Council of Australia(2019a)

호주 정부의 이민 및 난민 정착에 한 접근은 욕구에 기반한 지원, 호

주 사회에 조기 통합, 환 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민관 협력에 의한 서비

스 제공 등의 주요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다. 난민 정착과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적인 정책(outcomes based service framework)을 지향하고 있으

며, 이에는 어(English proficiency), 교육(Education), 그리고 고용

(Employment) 등 소위 3E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난민 정착 

관련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조기 개입: 인도주의 입

국자들에게는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2) 맞춤형 서비스: 개별 난민

들은 각자 상이한 정착 욕구를 가지고 있다. 3) 사전 준비: 지역사회가 난

민을 맞을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정착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다. 4) 민

관 협력: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협력할 때 서비스 혁신과 좋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 5) 평가 및 개선: 정착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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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d, 2018b).

난민 정착 서비스는 연방(federal)정부, 주(state)정부 그리고 지방

(local)정부 등 3층 정부 체계에 의해 실행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단계 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국가 정착 

기본틀(National Settlement Framework)’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 정

착 기본틀은 난민 및 초기 입국 이민자들의 정착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정

하는 상위 문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a). 국가 정착 

기본틀은 구조적인 청사진과 함께 초기 입국자들이 경험하는 욕구와 장

벽에 기초하여 정착 지원 서비스가 주목해야 할 아홉 가지 핵심 서비스 

역을 선정하고 있다. 역별로 각 단위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담당해

야 할 세부적인 역할이 제시되어 있는데, 전달체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표 5-4> 난민 정착 서비스 핵심 목표 및 전달체계

핵심 목표 전달체계 주요 역할

- 언어서비스
- 고용
- 교육 및 훈련
- 주거
- 건강 및 웰빙
- 교통
- 시민 참여
- 가족 및 사회 

서비스
- 법률 지원

정부

연방정부
(국가)

- 이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관리 및 집행
- 입국 후 5년 내 정착 서비스 재정 지원
- 고용 및 사회보장급여 등 주류(mainstream) 서비

스 관장
- 교육과 보건 등 주정부 관장 서비스 재정 지원
- 인종주의나 차별 등 구조적 장벽 해소 및 다문화주

의와 지역사회 화합 촉진
주정부
(시도)

-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 주정부 단위 서비스 집행

지방정구
(구)

- 지역사회의 특수적인 환경에 맞는 정착 서비스와 
기반 시설 제공 

비정부 기구

- 난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이들의 정착 욕구와 
정책 이슈들을 정부 기관에 조언

- 주류 서비스와 시민사회 간의 연결 역할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 , 긴급구조 지원, 민족공동

체(ethnic communities)들과의 협력사업 등 직
접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자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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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정착 관련 이슈들을 조율하기 위한 부처 간 기구로 ‘난민정

착고위간부회의(Senior Officials Settlement Outcomes Group)’를 

설립, 운 하고 있다. 난민정착고위간부회의는 국가 정착 기본틀 개발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각 주정부 내에서 혹은 주정부에 걸쳐 인도

주의 입국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조율 기능을 담당한다. 난민정착고

위간부회의는 복지부가 좌장이 되며 이민부, 각 주정부, 지방정부연합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공식 회의를 통해 난민 정착 관련 이

슈와 진행 상황을 논의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이 외에도 난민 정착 및 지원 관련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독립적인 자문

기구로 ‘정착서비스자문위원회(Settlement Services Advisory Council)’

를 두고 있다. 정착서비스자문위원회는 ‘난민 재정착 자문위원회(Refugee 

Resettlement Advisory Council)’가 전신인데, 특별히 난민들의 사회

적, 경제적 참여 증진과 사회적 응집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

착 서비스 자문위원들은 주로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들의 난민 서비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f).

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면 서비스 전달은 주로 민간 비정부기구들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난민 서비스 기구들은 사회참여, 경제적 웰빙, 

독립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호

주 복지부는 난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 개의 기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우선 ‘호주정착위원회

(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는 전국적으로 난민 서비스를 제공

하는 80여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표하는 기구로 실질적인 서비스 전

달체계로 볼 수 있다(Joint Standing Committee on Migration, 

2017). 두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옹호네트워크(Multicultural Youth 

Advocacy Network)’는 난민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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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담당하는 전국 단위의 비 리기구다. 세 번째 ‘호주다문화위원회

(Multicultural Council Australia)’는 2012년에 설립된 비 리기구다. 

이민자 및 난민들을 위한 호주의 표적인 옹호 기구로, 연구 및 정책 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 법률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과 동시에 민간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2. 정책

호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난민들의 정착 서비스를 개발, 시행해 왔다. 

호주의 난민 정착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벤치마킹의 상이 되

어 왔다.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들 간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민간 및 비 리기구들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자문, 개발하여 

정책 수립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부로서 

정책 실행자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즉 민관 협력 관계는 호주 난민 정

착 정책 수립 및 실행의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가. 국가 정착 기본틀(National Settlement Framework)

호주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한 가장 상위의 정책은 ‘국가 정착 기본틀

(National Settlement 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국가 정착 기본틀은 아홉 가지 난민 지원 정책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

으며, 이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정착 기본틀은 난민 

지원 정책의 계획, 전달 및 평가 등 세 가지 정책 절차에 한 실행 가이드

라인은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난민 지원 계획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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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율과 정보 교환이 중시된다. 각 주정부는 ‘정착위원회(Settlement 

Outcomes Planning Committee)’를 통해 매년 난민 지원 계획을 수립

한다. 이 계획들은 ‘난민정착고위간부회의’를 통해 다른 주정부의 계획들

과 공유, 조율된다. 난민 지원 실행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유연

한 전달체계와 함께 조율 원칙이 또다시 강조된다. 즉 다양한 전달체계가 

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누락과 중복 제거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

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은 근거 기반 실천을 

지원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난민정착고위간부회

의는 3년마다 국가 정착 기본틀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를 논의한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a).

나. 국가 정착 서비스 성과 표준(National Settlement Services 

Outcomes Standards)

국가 정착 기본틀이 난민 지원 정책의 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방법론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국가 정착 서비

스 성과 표준(National Settlement Services Outcomes Standards)’

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정착위원회

는 복지부 지원으로 국가 정착 서비스 성과 표준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 정착 서비스 성과 표준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국가 정착 기본틀이 정한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질적 표준을 정하여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

입되었다. 각 정책 목표별로 기 되는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양

적인 지표가 아닌 질적인 지표다(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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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국가 정착 서비스 성과 표준

핵심 목표 결과물 표준 성과 지표(주요 내용 발췌)

언어 
서비스

다양한 맥락에서 번역 
및 통역서비스 접근성

- 정착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언어 정책과 절차를 개발
하고 실행 

- 번역사, 통역사, 이중언어 사용 직원 운용 등 다양한 
언어서비스 활용

- 클라이언트들은 언어 서비스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고용

정착 서비스 제공자, 
고용인, 고용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적인 

접근

-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운용
- 작업장 다양성과 차별에 한 고용인 교육
- 여성들의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할 보육

서비스 제공 

교육 및 
훈련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성

-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을 수준의 어 교육 지원 
- 입국 이전부터 입국 이후까지 교육과 훈련 제공
- 직업 상담 서비스 제공

주거
지역사회의 고용 기회 
근접성 내에 적합하고 

지불 가능한 주거

- 주거서비스 제공자들을 상으로 한 주거 정책 및 지
불 가능한 주택 정보 제공 및 교육

- 난민들의 주거 접근권을 저해하는 차별적 장벽 제거
- 보증금 지원, 지역사회 주거 프로그램 등 주거 지원 정

책 및 프로그램 실행

건강 및 
웰빙

건강과 웰빙을 촉진할 
일차 의료 제공 및 

조기 개입

- 초기 입국자들을 위한 적합하고 지불 가능한 보건 서비스
- 호주 보건 시스템에 한 이해와 권리 교육 
- 문화, 언어, 종교적 배경,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 개별

화되고 감수성 있는 접근

교통
사회, 경제적 참여를 
촉진한 지불 가능한 

교통 선택권

- 비용, 교통정보, 중교통 시스템 등 난민들이 겪는 공
통적인 교통 장벽 해소 

- 운전자 교육 등 초기 입국자들의 특수 교통 욕구에 
한 응

- 지방 정착자 등 교통 접근성이 낮은 이들을 위한 안
적 교통수단 및 시스템 개발

시민 참여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적법한 

방식으로 호주 사회에  
 참여

- 본국의 문화적 실천 유지 지원 
- 호주의 더 넓은 맥락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한 노출 

지원 등 문화 간 교류(intercultural dialogue) 이벤
트 시행

- 호주 시민권 획득 경로 및 정보 제공

가족 및 
사회 

서비스

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확립

- 새로운 사회와 지역사회의 규범에 한 적응 지원
-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 유지 지원
- 여성, 청소년 등 특화된 욕구를 고려한 가족 지원   

법률지원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난민들의 
모국어로 제공

- 난민들이 특수하게 겪는 법적인 이슈에 한 응책 
개발

- 법률 분야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으로 사법 체계 내
에서 난민들이 겪는 차별 문제 교육  

- 법적인 논의가 있는 모든 상황에 통역 서비스 제공

자료: 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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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청소년 정착 기본틀

(National Youth Settlement Framework)

호주는 특별히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운 하고 있다. 

‘국가 청소년 정착 기본틀(National Youth Settlement Framework, 

이하 ‘청소년 기본틀’)’은 정착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표적화된 

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문화청소년옹호네트워크’가 

개발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틀은 크게 네 가지 정

책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1) 난민과 이민자 청소년의 정착 경험에 한 

이해 증진(다양한 배경 및 구성), 2) 난민 및 이민자 청소년의 정착 과정 

이해 제고(난민 청소년들 특수적인 정착 욕구 및 장벽들), 3) 적극적인 사

회통합 촉진(사회적, 경제적, 시민 참여 및 개인 복리 증진), 4) 난민 및 이

민자 청소년 지원 실천 능력 향상(강점 중심적 접근 및 트라우마 인지적 

실천(Trauma-informed practice)(Multicultural Youth Advocacy 

Network, 2016). 

다문화청소년옹호네트워크는 청소년 기본틀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섹터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협력하고 있다. 즉 난민 

정착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을 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에 표적화된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네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요

구되는 기초 연구 및 훈련 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Multicultural 

Youth Advocacy Network, 2016). 

라. 지방 정착 정책

부분의 난민들은 호주 도시에 정착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난민 및 이민자들을 가급적 지방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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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한 정부의 관심

에서 비롯되고 있다(Karlsen et al., 2011). 호주 이민부는 난민들의 개

인적인 배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정착을 장려하고 있는데, 가장 주

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호주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 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즉 유 관계가 없는 난민 입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방 정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인도주의 입국자의 약 90%는 호주에 미리 정

착한 가족이나 친구 등을 가지고 있으며, 10% 정도만이 사전 유 관계 

없이 입국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d).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일반 이민자들보다 정착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

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지방은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지방 정착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지방의 지역사회가 고용, 주거, 언어 지원, 상담, 보건서비스 그리고 문화

적 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호주 정부는 

난민들의 성공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한 가이

드라인(Guide to Supporting Settlement in Regional Australia)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b).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 입국 전(pre-arrival) 정착 서비스

: 호주 문화 오리엔테이션(Australian Cultural Orientation)

호주는 정착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 

운 해 왔다. 우선 입국 이전 정착 서비스로, 외 난민들은 ‘호주 문화 

오리엔테이션(Australian Cultural Orientation)’ 프로그램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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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

동 지역 난민에게 제공된다. 5세 이상의 입국 예정자에게 최  5일 동안 

교육을 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a).

이 프로그램은 호주로의 여정, 정착과 관련된 실용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관법부터 입국 이후 예상되는 정착 과

정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기술들을 교육하며, 

입국 후 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권장한다. 또한 양성평등이나 가정폭

력 등과 관련된 호주의 법규와 생활규범 등에 한 오리엔테이션 등이 제

공된다.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호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a; Joint Standing Committee on 

Migration, 2017). 

나. 입국 시(on-arrival) 정착 서비스

: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Humanitarian Settlement Program)

호주 정부는 난민 입국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Humanitarian Settle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기존 ‘인도주의 정착 서비스(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와 ‘복합 욕구 지원 프로그램(Complex Case 

Support Program)’을 통합, 체하여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도

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초기 난민 입국자들을 상으로 하여 입국 후 첫 

몇 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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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섯 개의 지

역사회 기반 비 리 기구가 제공한다. 이 기구들은 초기 정착뿐만 아니라 

이후 주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이 있다. 프로그램 참

여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욕구에 기반한 사례 관

리(case management) 접근법이 적용된다. 즉 서비스 제공자들은 난민 

입국자 개인별 사례 관리자를 할당하며, 이들은 주거, 육체 및 정신건강, 

웰빙, 금전 관리 및 교통,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킹, 가족 기능 및 사회적 

지원, 법률, 언어서비스, 교육 및 훈련, 고용 등 욕구 전반에 걸쳐 개별화

된 사례 관리 계획(case management plan)을 개발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항 접, 초기 숙소 인도, 음식 등 초기 필수 사항

들을 제공하고, 센터링크(Centreklink), 메디케어 및 은행 등에 등록하

는 방법을 지원한다. 통역서비스 이용 방법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기초서비스(foundation services)가 제

공되는데, 이에는 호주 문화와 생활방식 교육, 장기 숙소 구하기, 이민자 

어 프로그램 및 여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록, 고용서비스 등록 및 프

로그램 참여 등에 한 지원을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학교 등록을 지

원한다. 학교 등록은 입국 후 최  6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정착 성과에 따라 조기에 종

료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다. 통상 부분의 난민들

은 호주 입국 후 6~18개월 이내에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

는데, 특별히 취약계층에게는 더 장기간의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b). 이후 난민들은 입국 후 정

착 서비스 혹은 주류 서비스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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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난민들은 정착 욕구가 예외적으로 클 수 있다. 이들에게는 별도로  

‘특수집중서비스(Specialised and Intensive Services)’가 적용된다. 특

수집중서비스는 기존의 복합 욕구 지원 프로그램을 체하는 서비스로,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의 한 구성 요소다. 특수집중서비스는 장애, 심각

한 건강 문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 행동 문제,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곤경 혹은 법률적인 문제로 인

해 정착에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를 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수집중서비스는 입국 후 최  5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6

개월 정도의 단기 개입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c).

다. 입국 후(post-arrival) 정착 서비스

: 정착 참여 및 이행 지원 프로그램(Settlement Engagement  

and Transition Support Program

입국 후 략 18개월까지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나

면, 이후 약 5년간에 걸쳐 본격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는 이민자 어 프로그램, 보건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호

주의 정착 서비스는 2차 세계 전 이후 이민과 난민 입국이  규모화된 

이후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1970년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확 되었다. 2000년  초반 정

착 서비스에 한 체계화 논의에 따라 기존 정착 서비스 체계 및 재정 지

원에 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통합된 정착 서비스로 ‘정착보

조금제도(Settlement Grants Program)’가 2006년에 도입되었다

(Millbank, Phillips, & Bohm, 2006). 정착보조금제도는 난민과 이민자

들의 사회경제적 독립과 자조를 지원하여 사회보장 서비스에 의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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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a).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에 정착보조금제도는 ‘정착 참여 및 이행 지원 프로그램

(Settlement Engagement and Transition Support Program, 이하 

‘이행지원 프로그램’)’으로 재변모했다. 호주 정부는 이행 지원 프로그램

을 기존 정착보조금제도의 ‘진화된 버전’으로 명명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e). 프로그램의 이름에도 반 되어 있듯이 인도주

의적 지원에 자조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행 지원 프로그램은 ‘국

가 정착 기본틀’에 제시된 아홉 가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고, 지방 정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취약계

층에 한 지원을 표적화한 조치로 평가된다(Smyth et al., 2017).

이행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구들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

는 방식으로 운 된다. 이행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업

에 해 재정 지원을 한다.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Client Services)

로 어, 교육 및 고용 참여 등 소위 3E를 중심으로 국가 정착 기본틀이 

정한 서비스에 우선 지원한다. 2019~2022년 전국적으로 76개의 기구들

이 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Community Capacity Building) 사업으로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 혹은 

주민들로 하여금 난민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한

다. 동일한 기간에 총 24개의 기구가 이 형태의 서비스를 위해 재정 지원

을 받게 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e). 

난민들이 정착하는 데 어 구사력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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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어 능력이 있어야 구직활동이나 교육 및 훈련활동 참여가 가

능하고, 독립적으로 호주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복지부

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주요 사회서비스 이용 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무료 통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기관은 다양하다. 사립병원, 

약국, 비정부기구, 부동산, 정부 산하 기구, 노조, 의회 등이 포함된다. 더

불어 입국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고용,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할 경우 무료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학업 및 졸업증명서, 경력 

증명서 번역 등)(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통역 및 번역 서비스와 함께  난민들의 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으로 ‘이민자 어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을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제공하고 있다. 입국 후 5년 이내

의 난민 및 이민자는 510시간의 무료 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

다. 전국적으로 307개의 기관을 통해 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다. 프로그램 참가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9a).

제3절 주요 난민 사회보장 프로그램

입국 이후 난민들은 곧바로 정착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되며, 동시에 사

회보장급여와 서비스 등 주류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된다. 난민들

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 절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서 사회보장급여, 고용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에 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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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여

호주의 사회보장급여 체계는 개인 혹은 고용주들의 기여가 아닌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다. 

즉 호주의 사회보장급여 자격 기준은 거주와 욕구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

해 주로 결정되며, 노동시장에서의 기여 수준이나 기간을 반 하지는 않

는다(여유진, 정용문, 2011).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호주 거주민(Australian resident)이라는 거주 요건부터 충족해야 한다. 

호주 거주민은 사회보장법 1991(Social Security Act 1991)에 의해 규

정되는데, 구체적으로 호주 시민권자와 주권자를 의미한다.

호주의 사회보장급여는 체류상의 지위에 따라 자격 요건을 달리하며, 

시민권자를 준거로 하여 체류 기간이 줄어들수록 접근성이 감소하는 위

계적 구조를 띤다. 즉 시민권자에게는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자격 요건이 자동적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비

주 비자 보유자들에게는 복지 혜택에 한 제도적 배제의 수준이 상 적

으로 높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비 주 이민 장기 체류자

들에 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비 주 이

민 장기 체류자들은 비자에 규정된 근로시간 조건하에서 노동시장에서 

차별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정을 부담하는 기업연금과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김안나 외, 2012). 

주권자들은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와 동일한 사회보장 접근권을 가진다. 

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사회보장급여 자격 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초

기 입국자 기 기간(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요건이 

적용된다. 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4년의 기 기간이 적용되며, 노령연

금(Age Pension)과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에는 10년의 호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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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부과된다. 기 기간은 주 비자를 수여받은 이후 날짜부터 계상되

며, 10년 기 기간 적용 급여의 경우 호주 국내에서 연속 5년간의 거주 요

건 또한 부과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g). 아동이 있는 

가족을 상으로 하는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와 돌봄수당

(Carer Allowance) 등에는 기 기간 면제 혹은 상 적으로 짧은 기 기

간이 적용된다. 신규 이민 입국자의 기 기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호주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

는데, 장애인을 동반한 이민자와 난민이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일단 일반 주 이민자와 동등한 사회보장

급여권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 주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기 기간이 

면제되어 모든 복지급여를 비자 취득과 동시에 받게 된다. 따라서 난민은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결국 호주 시민권자와 동일한 사회보장급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복지급여 접근권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안나 외, 2012).

<표 5-6> 주요 사회보장급여

범주 급     여

가족 및 
아동

가족 지원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유급 출산휴가(Paid Parental Leave)
고아수당(Double Orphan Pension)
가족위기(가정폭력)급여(Crisis Payment)
특별(소득보충)수당(Special Benefit)

보육
보육급여(Child Care Subsidy)
출산수당(Newborn Supplement and Newborn Upfront 
Payment)

노인, 질병  
 및 장애인

노인
노령연금(Age Pension)
배우자연금(Wife Pension)
노인 의료 할인 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질병 및 
장애인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돌보미급여(Carer Allowance)
돌보미수당(Carer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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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터링크(Centrelink) (2019).

호주의 사회보장급여는 말 그 로 그물망 모양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

고 있다. 18개의 사회보장급여와 함께 55개의 보충급여가 각기 다른 사

회보장 욕구에 응하고 있다. 지나치게 종류가 많고, 유사 급여들 간의 

복잡한 연계 등의 문제로 급여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

황인 만큼(McClure, 2015) 일단 사회보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부분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기 기간 없이 포괄적인 사회보장급여권을 갖는다고 해서 난민들이 사

회보장급여에서 특혜를 받지는 않는다. 즉 난민들에게 특화된 별도의 급

여가 있거나, 난민들에게 더 높은 급여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난민 역시 일반 실업급여 신청자와 동일하게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를 받아야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Buckmaster, 2012).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호주 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의 열악한 상태에 한 재정 지원 

범주 급     여

교육 및 
노동

학생 및 
청소년

학업수당(Austudy)
원주민 학업수당(ABSTUDY)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벽지 학생 교육수당(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노동시장

실업수당(New Start Allowance)
실업자배우자수당 (Partner Allowance)
과부수당(Widow Allowance)
육아급여(Parenting Payment)
교통수당(Mobility Allowance)
특별수당(Special Benefit)
연금수령자 교육 보충 수당(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기타 급여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주거비 지원(Rent Assistance)
벽지수당(Remote Area Allowance)
공과금수당(Energy Supplement)



제5장 호주 난민 사회보장제도 135

책으로 1992년에 처음으로 ‘망명신청자 지원 프로그램(Asylum Seekers 

Assistance Scheme)을 만들었고, 2005년부터는 망명신청자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Assistance Support Program)’을 운 해 

왔다(Refugee Council of Australia, 2018).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사

회에 거주하면서(community-based asylum seekers) 난민 비자 수속

을 하고 있는 이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표 5-7> 지위 해결 지원 서비스 급여체계

급여 분류 급여 내용 자격 요건 욕구 등급별(Band) 요율

생활수당(Living 
Allowance)

실업수당의 
일정 비율

2 – 6등급
1등급: 급여 없음(수용 서비스에 의
해 기본적인 욕구 해소)
2등급: 생활수당 소액 수령
3등급: 실업수당의 60%(2012년 8월  
 이후 입국자)에서 70%(2012년 8월 
이전 입국자)
4~6등급: 개인의 욕구(가족 구성 등)
에 따라 실업급여의 89~100%

부양아동수당(Depe
ndent Child 
Allowance)

가족세제급여
의 일정 비율

3 - 6등급

주거비수당 (Rental 
Allowance)

주거비 지원의 
일정 비율

4 – 6 등급

자료: 복지권센터(Welfare Rights Centre NSW) (2018).

2014년부터 망명신청자 재정 지원은 ‘지위 해결 지원 서비스(Status 

Resolution Support Services)’로 새롭게 개명되어 운 되고 있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7). 기존

의 ‘망명신청자 지원 프로그램’은 욕구의 크기에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89

퍼센트 선에서 단일 요율로 급여가 제공되었다.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

램’은 적십자(Red Cross)가 단독으로 제공하 다(Buckmaster, 2012). 

그러나 ‘지위 해결 지원 서비스’는 욕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한다. 우선 급여는 생활수당, 부양아동수당, 그리고 집세 보

조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욕구의 크기가 여섯 단계로 분류되어 급여



136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별로 다른 자격 요건 및 급여율이 적용된다(Welfare Rights Centre 

NSW, 2018). 

  2. 고용

국가 정착 기본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고용을 통해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난민 지원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인

도주의 입국자들의 고용 성과에 집중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도주의적 보호 책무를 경제개발 정책에 통합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호

주 정부는 이민자 및 난민의 지방 재정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 노

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난민들을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소위 동반승리(win-win) 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Boese, van Kooy, 

& Bowman, 2018).

일반적으로 난민들의 고용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초기 입국 난민들

의 부분은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전반적으로도 일반 근로 연령  실업률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sufzai, 2017). 난민에만 한

정된 실업률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입국 후 10년이 된 난민들의 

실업률은 33% 정도로 추정된다(Hartley & Fleay, 2016). 난민들은 일반 

이민자들과 달리 기술에 기초하여 선택된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들의 

상 적 고실업률은 그다지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난민들의 고실업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어 구사력, 차별, 입국 후 노동시장 참여 경

험 부족, 해외에서의 자격 및 기술 증명상의 어려움 등이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urhani & Sayed, 2018).  

호주 정부는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현금 급여 감소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c),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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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 고용에 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의 직접

적인 효과인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Education and 

Employment References Committee, 2019), 상당수의 난민들은 일

정 기간이 지나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호주 복지부 통

계에 의하면 입국 후 5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Yosufzai, 2017).

호주의 난민 고용정책은 자율적 참가를 허용하던 방식에서 점차 강제적 

참가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새로 입국한 난민이 12주 

동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면, 13주째부터는 상호의무제(Mutual 

Obligation)에 기반한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성인실업수당, 청년실

업수당, 양육수당과 특별수당 등 실업과 관련된 급여를 받는 모든 이에게 

상호의무제 참여 의무가 부과된다. 전업 돌보미에 한해 매우 제한적인 예

외 규정을 두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9d). 상호의

무제에 참여하면 센터링크와 함께 구직 계획(Job Plan)을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는 향후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선택적으로 참

여하게 되는데, 이에는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 이민자 어 프로그램, 

유급 노동, 공인된 교육이나 훈련, 자원봉사 및 기타 공인된 활동이 포함

된다. 실업 관련 급여를 6개월 동안 받게 되면 고용서비스로 위탁된다

(Department of Employment Skills Small and Family Business, 

2019b).

호주의 주류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고용(JobActive)’ 프로그램으로 명명

된다. 2015년부터 전신인 ‘호주 일자리 서비스(Job Services Australia)’

를 체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 프로그램은 민관 협력 고용 프로그램으

로 전국적으로 1700개 지역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가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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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급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강제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이다(Department of employment Skills 

Small and Family Business, 2019a).

적극적 고용 프로그램은 이력서 작성, 일자리 찾기, 인터뷰 준비 및 취

업 상태 유지 등 일반적인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 한다. 구직자의 

상황과 지원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센터링크로부터 고용서비스로 위탁되게 되면 우선 지원 욕구 등급 

심사를 받는다. 이 절차는 ‘구직자 분류 도구(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를 활용하여 구직자의 구직 난이도와 구직 의향을 측정하

고, 구직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구

직자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장 낮은 등급인 A등급에는 구직 의향이 

강하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구직이 가능한 이들이 포함된다. 좀 더 집중

적인 서비스가 요구될 경우 B등급과 C등급으로 분류된다(JobActive, 

2015). 난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표 5-8> 적극적 고용 구직자 등급 분류 및 서비스 체계

등급 욕구 서비스 체계

A단계(Stream A)
강한 구직 의향을 가진 

사람(Stronger 
Participation Incentives)

- 자율적인 구직활동 지원(최초 6개월)
- 상호의무제 활동 단계(7~12개월)
- 사례 관리 단계(13~18개월)
- 상호의무제 활동 단계(19~24개월)

B단계(Stream B) 강한 구직 의향을 가진 사람 - 사례 관리 단계(최초 12개월)
- 상호의무제 활동 단계(13~18개월)
- 사례 관리 단계(19~24개월)C단계(Stream C)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

자료: JobActive(2015), Jobseeker Information Network(2015).

적극적 고용 서비스 제공자들은 구직자를 직업교육 서비스로 위탁할 수 

있다. ‘교육과 고용을 위한 기술(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및 직업생활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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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수리 등 직업 환경에 맞게 실질적인 훈

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참석하여 면 교육을 받지

만,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 된다. 2018년 6월 이전 참가자

들에게는 800시간의 무료 교육이 제공되었으나, 이후 참가자들에게는 

650시간으로 줄어들었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9b).

주류 고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난민들을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은 긍정보다 개선의 여지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Boese et al., 2018; 

Education and Employment References Committee, 2019; 

Tahiri, 2017). 우선 호주의 고용서비스가 민간 기관들의 사례 관리

(case management)를 통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이 고용 

실적에 기반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

배하게 된다. 즉 복합적 욕구를 가진 구직자(난민 포함)의 경우 고용 효과

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기관은 이 집단을 지원하려는 동기가 약할 수 

있다. 따라서 욕구가 높은 구직자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호주 고용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에 한 고통 분담 부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난민 고용 지원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통제를 위

한 노동시장 정책(workfare)의 성격이 강하다. 난민들은 고용의 질과는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아무 일’에 

종사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이다(조선주, 정가원, 김난주, 손정민, 

2013). 또한 난민을 포함하여 비 어권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부족한 점도 주요한 개선 사

항으로 지적된다(Tahir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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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

인도주의 입국자들은 적합한 비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주요 보건서비스에 

한 접근권을 부여받는다. 여기에는 호주의 보편적인 보건 시스템인 메디

케어(Medicare), 의약품보조금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그리고 예방접종서비스(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등이 해당된

다. 메디케어 자격 요건을 가진 이는 자동적으로 의약품보조금제도와 예

방접종서비스에 한 접근권을 갖는다. 메디케어는 일반의와 전문의 치

료, 각종 의료 테스트나 스캔, 수술 및 시력 검사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급차, 치과 치료, 안경이나 보청기, 성형수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들은 메디케어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망명신청자의 경우에는 난민 비자 수속 중에 있는 연결비자(Bridging 

Visa) 소지자에 한해 메디케어 접근권이 부여된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3). 

인도주의 입국자들은 전쟁이나 박해, 고문이나 구금 등으로 인한 신체

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강제 이주, 장기간에 걸

친 정치적 억압, 난민 수용소에서의 경험, 가족 상실 및 결별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언어 및 문화적 요인, 사

회경제적 지위상의 문제, 혹은 보건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정책 등으

로 인해 난민들은 보건서비스 이용에서 장벽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고

문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은 ‘고문과 트라우마 생존자 서비스 포럼

(Forum of Australian Services for Survivors of Torture and 

Trauma)’ 서비스에 위탁되어 전문적인 회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문과 트라우마 생존자 서비스 포럼’은 호주의 전문 재활 기관 연합으로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상으로 심리적 손상 검사, 상담 그리고 치료 개



제5장 호주 난민 사회보장제도 141

입 등을 제공한다(Forum of Australian Services for Survivors of 

Torture and Trauma, 2019). 

이 외에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난민 보건 실천 가이

드(Australian Refugee Health Practice Guide)’를 개발하여 운  중

이다. ‘난민 보건 실천 가이드’는 일반의, 간호사 및 다른 보건서비스 제

공자들이 난민 혹은 망명신청자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구되는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담고 있다. 난민 환자를 식별하는 방법, 난민들에

게서 흔히 발견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 난민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적절한 위탁처 및 위탁 방법 등에 한 최적의 실천(best practice) 접근

법을 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 공유하고 있다(Victorian Foundation for 

Survivors of Torture Inc, 2019).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6제 장





  1. 도입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하여 ‘사회보장(31조), 기초생활보장

(32조), 교육보장(33조), 사회적응교육(34조), 학력 인정(35조), 자격 인

정(36조), 배우자 등의 입국 허가(37조)’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는 반면, 인도적체류자에 하여는 ‘취업활동 허가(39조)’ 외에 별다른 권

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난민신청자에 하여는 ‘생계비 지원(40조), 주

거시설 지원(41조), 의료지원(42조), 교육보장(43조)’ 등을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 인정 절차에서의 지위마다 난민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구분될 뿐만 아니라 난민법에 보장된 처우의 권리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이다.

특히 광의의 난민(난민 인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 난민으로 확인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포함)에 관한 정착 지원 상은 난민신청자, 인

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난민인정자의 

정착 지원 실태에로만 한정한다. 하지만 낮은 난민인정률로 표되는 지

나치게 가혹한 난민 인정 기준으로 인해 협약상 난민이 난민으로 확인받

지 못하고, 실제로는 난민임에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난민신청자에 한 지원은 정착 지원이라

고 하기보다는 ‘심사 기간 동안의 잠정적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나 부당한 불인정 결정, 장기화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에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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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도 ‘난민에 한 정착 지원’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해서는 난민법 제30조 이하에서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위의 

조항들이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실제로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는 규정만 

보고서는 알기 어렵다. 실무상으로는 난민인정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

장 서비스에 해 난민 관련 기관들이 일일이 관련 정부 부처에 연락해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65). 난민인정자들 본인들은  권리

를 향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법무부가 배포하는 

두 장의 ‘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이 구체적인 사회보장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p.8)이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다.

이하에서 난민이라고 하는 경우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

정자를 모두 포함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광의의 난민’을 가리킨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는 난민인정자라고 부른다.

  2. 난민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66)

근  국가는 토주권에 힘입어 외국인의 토 내 체류를 적법하게 허

가하거나 불허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에 외국인들의 경우 국적을 보유한 

국민과 달리 정부가 정한 ‘체류 자격’의 범위에서 활동하게 하고, ‘체류 

65) 한국난민인권연구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보고 회 자
료집(2018), p. 3

66) 이하 항목별 요약된 비교표는 김종철, 김연주, 김지림, 신고운, 이일, ‘난민사건 법률지
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2018), pp.125 141.에서 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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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만 국내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의해 체류가 관리된

다. 이 범위를 넘는 경우 범칙금 통고,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상 조치를 통해 체류가 제한되거나 국

외로 출국당하게 된다. 난민의 경우도 외국인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

라 난민 인정 절차의 단계에 맞추어 별도의 체류 자격이 부여되고 체류 

자격에 따라 상이한 권리를 갖게 된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기타(G-1-5) 기타(G-1-6) 거주(F-2)  

자료: 김종철 외 (2018) 125쪽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

타(G-1-5) 체류 자격으로 1~6개월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난민 인정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

여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아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김

종철 외, 2018, pp.125-126).67) 인도적체류 허가는 기타(G-1) 체류 자

격으로 매회 1년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

자는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매회 3년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즉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는 통상적인 체류 자격이 아닌 ‘잠

정적인 체류 자격’ 범주인 ‘기타(G타입)’ 체류 자격을 받고, 난민인정자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 자격’의 범주인 ‘F타입’ 체류 자격을 받는 것이다.

67) 이때 난민신청자가 적시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체류 상태로 분류되어 
추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인한 통고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의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머무르다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미등록 체류 기간의 기간에 따라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
는데, 시점마다 그 기간을 정하는 지침이 계속 변경되어 난민신청자들의 안전한 난민신
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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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체류 근거 확보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에서 취업 등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고, 일정 기간의 적법한 체류 기간을 부여받아 체류하

는 것이 국적법상 귀화의 요건이 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

한편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체류지를 변경하 을 

때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

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난민의 경우에도 아직 귀화 허가를 받아 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변경 신고 등 외국인으로서의 신고를 해야 한다.

실무상 난민인정자의 체류 기간 연장은 별다른 소명 자료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외국

인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 조치가 난민신청자에게 가

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난민 인정 절차 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3. 난민의 증명서 등 서류 발급

가. 각종 증명서 

  (1) 외국인등록증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O O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26쪽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표시된 

증표로 국내에서의 법적 자격을 소명하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 



제6장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 149

난민들은 외국인등록증을 ‘ID카드’로 부르고 이를 여권에 상응하는 신분

증으로 여긴다. 특히 한국에서 난민의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통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자녀에게 ‘ID카

드’를 발급받는 방법을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된다.

난민신청자는 현행 지침에 따라 난민 인정 신청서 접수 후 기타(G-1-5)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 시 받게 

되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체류관리 담당 부서를 찾아가 체류 

자격 부여 신청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 후 기타

(G-1-5) 체류 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서 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서에 “다만 인도

적체류를 허가한다.”라는 문구가 부기되는데, 이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

로,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체류 자격

을 변경하여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기타(G-1-6)로, 난민인정자의 경우 거

주(F-2)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다(김종철 외, 2018). 

  (2) 난민인정증명서

난민인정절차 중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를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문서의 형태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난민신청

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다. 난민신청자인지, 난민인정자인지 등을 건강

보험 자격 취득이나 기타 모든 사회복지제도 접근 시 담당 부처에서는 확

인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난민 지위를 얻었는지 또는 어떤 심사 

단계에 있는지는 출입국 당국은 전산망을 통해 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출입국 외의 부처에서는 난민인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 신청 접수증을 받아 난민법상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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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인도적체류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부기된 난민불인정결정서를 발급받는다. 난민인정자

의 경우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

았다는 사실 및 법적 지위를 서류의 형태로 증명할 수 있다.  

  (3) 난민의 여행증명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27쪽

여행증명서란 여권에 준하는 문서다. 난민들의 경우 자국의 여권이 만

료되면 이를 자국 사관에서 연장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므로 

난민에게는 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받을 여행증명서가 제3국으로의 여

행을 위해 중요하다. 현행 법제상 난민인정자와 달리 난민신청자와 인도

적체류자에게는 한민국 정부가 신원을 보증하고 여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여행하는 나라에 요청하는 근거인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데, 

이는 난민협약에 따른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

야 하는데 국적국으로부터는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협약국

이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난민인정자가 자국의 여권이 만료되어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자국의 여권을 사실상 얻을 수 없는 경우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체류

지 관할 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5). 

난민여행증명서는 난민여행증 발급 신청서와 증명사진 및 수수료를 납

부하고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인정 사실을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6장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 151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는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된다. 난민여행증명서

의 유효 기간은 2년인데 복수여권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서 2년 안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다. 난민인정자는 한국에서 거주(F-2)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난민인정자의 경우도 실무상 여행의 목

적지인 제3국에서 비자를 부여하지 않거나, 아예 난민여행증명서의 접수

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난민여행증명서만으로는 여행이 완전히 보장되

지는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비자 발급은 각국에서 판단할 문제이

나 법무부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여권에 준하는 여행문서로 보지 않

아 접수를 하지 않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해서는 행정당국으로

서도 국내에 있는 여러 사관에 적시에 설명, 응하여 한국의 여권에 

준하는 문서라는 사실의 규범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난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

자료: 김종철 외 (2018) 128쪽

한민국 내의 다양한 행정 절차는 가족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 그러

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 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

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에 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외국인’은 그 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와 혼인 혹은 입양 등을 

통해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거나 당사자가 추후 귀화를 하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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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김종철 외, 2018, p.128)

따라서 난민인정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한민국 정부를 통해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본국에서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한 번역, 사공증과 같은 복잡한 절

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고 실제로는 국적국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pp.26-28, p.64). 특

히 한민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국적국 정부도 존재 자체를 모

른다. 특히 난민인정자의 건강보험 가입 신청의 경우68) 가족으로서 피부

양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선 공단이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

계가 표기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초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부분인

데, 인도적체류자의 경우는 이마저도 제각각이다.

  (5) 난민의 통장 개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여권 유(有) O
여권 무(無) ×

여권 유(有) O
여권 무(無)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28쪽

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민국에서 경제생활을 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에 난민도 마찬가지이다. 난민 인정 절차의 

지위에 따른 차이는 없다. 다만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에 한 제재’의 

68) 인도적체류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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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특정 국가 출신자에게는 은행별로 통상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김종철 외, 2018, p.128). 이는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될 수도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임을 명시하여 진정을 제

기하는 정도가 가능하나 적정한 구제 수단은 없다. 여권이 없는 난민신청

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 다만 여권이 없는 난민인정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난민인정증명서를 지참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난민인정자가 여

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4. 난민의 가족결합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28쪽

난민협약, 세계인권선언 제16조 등에 기초한 권리로서의 ‘가족결합권’

은 난민에게 중요하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난민의 지위를 확인받은 이후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이기 때

문이다. 

난민법 제37조 제1항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입

국 신청 시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입국을 허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 일정 정도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 

자녀는 재외 공관에서 단기 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

국할 수 있으며, 위 근거 및 난민협약, 세계인권선언 등에 기초한 가족결

합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69)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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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는 인도적체류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또는 배우자에 하여는 가족결합원칙을 준용하여 인도적체류자 ‘가족’

의 체류 자격(G-1-12)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도적체류자(G-1-6)와 효력

상 차이가 없는 의미 없는 비자 유형 신설이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법 제37조 제1항을 실제로 구체화할 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상이 되지 않기에 가족결합의 

상도 좁을뿐더러 ‘비자, 여권’ 문제로 한국까지 가족이 와서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데 수많은 제약이 있다. 현재는 해외 공관에서 난민인정자의 배

우자 및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C-3 단기 상용 사증을 부여하여 한국까

지 올 수 있게 한다. 그 과정에서도 가족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재외 공관

마다 경험이 부족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 

여권 없이 긴급하게 탈출한 자녀,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해 여권이 없는 자

녀의 경우는 사증 자체를 부여할 여행 문서가 없기에 가족결합이 실제로 

어렵다.

  5. 난민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한국의 사회문화, 법체계 안에서는 결국 난민인정자라 하여도 다양한 

불편이 따르므로 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난민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난민협약 제34조도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

한 한 용이하게 하고,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이러한 절차

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고 규정하여 간이한 국적 취득 절차를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다.

69) 자동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 자녀는 입국 후 난
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결과 가족결합 원칙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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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적법 제5조의 요건70)을 충

족하는 경우 누구나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권 전치주

의를 도입한 개정 국적법(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에는 현 일반귀화 

신청 요건에 더하여 ‘ 한민국에서 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는데, 모두가 다 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체류 자격만이 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 난민 분야에서 두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첫째

로 난민인정자는 우선 주(F-5) 비자를 취득한 후에 비로소 일반귀화 신

청을 할 수 있어 그 단계가 복잡하고 더 오래 걸리게 되었다. 둘째, 주 

자격의 취득이 기타(G타입 비자) 체류 자격에서는 안 되게 바뀌었기에 인

도적체류자(G-1-6)나 난민신청자(G-1-5)는 아예 한국 국적 취득을 위

한 신청 자체가 단절되었다. 

난민인정자라 하여도 귀화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최근 개정

된 국적법은 난민이 요건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다. 특히 개정 국적

법에서는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이 개정 전의 2배인 6000만 원, 전년도 국

민총소득(GNI) 지수 이상의 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

운 난민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이다. 주권 전치주의 자체도 문제다. 난

민심사 기간 2~3년, 난민 인정 이후에 신설된 F5비자( 주비자)를 취득

하기 위한 5년의 체류, 국적 신청 및 심사 기간 2년을 더하면 10년 이상

70)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

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 능력과 한민국의 풍습에 한 이해 등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

養)을 갖추고 있을 것



156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71) 또한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명확하지 않은 심사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실무자의 재량 행

사 폭이 넓어져 난민인정자라 하여도 불명확한 이유로 귀화가 불허될 가

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난민인정자에 한 귀화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72) 인도적체류자에 하여도 귀화 허가를 결

정하는 데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기술,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국적 취득 후 국가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기도 하 다.73)

71) 정부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경우 주권 취득 간이화를 위한 특칙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
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72)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피고는 난민인정자의 귀화 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난민인
정자는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난민인정자가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폭은 몹시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난
민인정자에 하여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 등
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귀화가 허가되더라도 새로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난민인정자가 생계 유지 능
력이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데에는 일정 수준의 재정적 능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동
체의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자립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73)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3816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인도적체류 허가는 1년마다 허가 여부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활동을 하
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러한 불
안정한 지위로 인해 국내에서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요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능력에 
맞는 소득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던 사정은 원고의 재정 능력 및 생계 유지 능
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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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난민의 일할 권리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후술할 제한적 생계비 지원 및 출입국·외

국인지원센터 입소 지원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이 없다. 생계를 스스

로 유지하고 난민 인정 절차에 임하기 위하여 일할 권리는 난민신청자에

게 중요하다. 스스로의 경제생활을 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일할 권리 

자체는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인정자에게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

는 체류 자격인 기타(G타입)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 때문에 취업활

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G타입) 체류 자격의 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다른 

활동에 관한 별도의 허가, 즉 ‘체류 자격 외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난민법 제39조, 제40조 제2항)(김종철 외, 2018, p.133).74) ‘고용

허가제’의 틀 안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의 노동을 관리하려는 정부

의 정책적 목표하에 난민신청자의 노동은 최소한의 것으로 범위가 억제

된다. 난민 신청 절차가 취업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을 통해 취업 목적 외

국인의 난민 인정 절차 유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기도 하여 

그 틈바구니에서 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74) 난민신청자는 난민 인정 신청일로부터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
난 후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한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 기간 범위에서 1회 6
개월 기간으로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다. 인도적체류자가 비전
문 분야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 없이 취
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1회 1년 기간으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전문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8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가. 취업 범위

외국인의 활동은 체류 자격이 정한 활동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이에 한 예외로 체류 자격에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자격에 거주(F-2)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게 된다(출입국 관리법 제23조 제2항).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

순 노무 분야
- 전문 분야 취업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원하
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받아야 함  

-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닌 분야
- 전문 분야 취업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원하
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받아야 함  

- 별도 제한 없음

자료: 김종철 외 (2018) 132쪽

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및 사전 고용계약 요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필요 필요 불필요

사전 고용계약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자료: 김종철 외 (2018) 132쪽

난민신청자의 경우 체류 자격 외 취업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관련 [별표 5의 2]에 따라 첨부 서류

로 고용계약서 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사전 

고용계약). 그러나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이를 매번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

므로 내부 지침에 따라 “사전” 고용계약서의 제출은 요구받지 않는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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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난민신청자는 취업 허가도 없이 고용주로부터 선고용이 되어야 법무

부로부터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도적체류자도 G-1(기타)이

라는 비자 타입으로 취업을 해야 하므로 실무상 취업 자체가 매우 힘든 

구조다(김종철 외, 2018, p.133). 더욱이 취업 허가는 체류 기간 연장과

도 연동되어 있다. 1~6개월 사이로 정해지는 체류 기간 연장에 따라 계속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발급받아야 난민신청자들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기형적인 단기 고용을 강요하게 되어 노동권이 제한되

는 것은 물론 취업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한 F-2(거주) 체류 자격을 가진 난민인정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별도의 고용 허가 절차 없이 출입국당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상 취업 자

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허가 

없이 취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소극적 의미만 가질 뿐 실

질적인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난민들에게는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일해도 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난민인정자들에 한 좋은 취업 지원은 임금의 획득뿐 아니라 안정적 생

활 기반의 마련, 지속적인 한국어 습득의 기회, 사회적인 관계 형성과 같은 

한국 사회 정착의 기초가 된다.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정착

의 고용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허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에 한 취업 알

선 및 취업교육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부분의 난민들은 단순 

노무 및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직업훈련 및 취업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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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 및 워

크넷의 서비스는 난민인정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한국난민인

권연구회, 2018, p.77).

난민인정자가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

여도 한국어 이메일로 답을 받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후 통역을 동

하여 상담을 받더라도 직업훈련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불가하다. 고

용주들도 언어 때문에 고용을 난감해할 것이라는 답을 받기도 한다. 

  7. 난민의 주거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 난민들의 주거 형태는 부분 자가소

유가 아닌 ‘월세 등 임 주택’이다. 적법하게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의 월

세 및 임 차 보증금은 친지나 종교 단체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

다.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장 기숙사, 음식점, 또는 가게 내

의 임시 숙소, 친구집’에 거주하기도 한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

람’도 상당하다. ‘민간단체가 운 하는 쉼터’가 있지만, 그 수가 적어 이

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 분양자가 되거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 지원 수급권자가 될 수 있

을 뿐이다.75)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관한 모든 책임이 난민 본인에게 지워

져 있고,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능한 주거급여 등 일반적 지원체

계에 편입될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그에 한정하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 하는 일반적인 주거시설 및 주거비 지원

은 전무하다.

75) 김세진, 2015,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참여연  복지동향, http://www. 
peoplepower21.org/Welfare/1371418



제6장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 16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권 보장 정책에는 주거급여제도, 노숙인지원

제도, 공공임 주택, 전월세 출 지원 등이 있는데, 난민은 이를 지원받

기가 쉽지 않다. 주거급여제도는 난민인정자도 수급 상이지만 정보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긴급 지원 상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숙인지원제도 수급 상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법을 외국인에게까지 확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한국난민인권연

구회, 2018, pp.57-58). 법무부는 오히려 노숙인 상태의 외국인에 해

서는 지원하려 하지 않고  공공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체류 자격을 취소

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 및 보

호명령을 내려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할 것이 예상되므로 난민인정자의 

노숙인 시설 입소도 상상하기 어렵다. 

공공임 주택의 경우 다양한 특별공급 기준이 있으나, 모두 ‘무주택세

주’를 전제하고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은 가능하나 

주민등록표에 올라갈 것을 전제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념 정

의76)상 세 주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주민등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에 표기가 안 된 난민인정자들은 신청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난민인정자는 전월세 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한 담당 공무원 교육이 부족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외국인들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 지원받지 못

하고 있다(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pp.57-58). 노숙인 지원 시설에 

난민이 입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주민등록이 없거나 체

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76) 8. ‘세 주’라 함은 세 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 원으로 이루어진 세 의 세 주를 말한다. 다만, 세 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 원이 없는 세 주(이하 ‘단독세 주’라 한다)로서 「민법」 제4
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라 한다)은 세 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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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난민의 사회보장77) 

가. 상호 보증의 예외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8조는 ‘난민인정자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기본법과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김종철 외, 2018, p.129, 134). 하지만 

이는 오로지 난민의 지위를 확인받은 난민인정자에 국한되는 것이다. 

나. (예외) 취업 허가 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O ×  ×

자료: 김종철 외 (2018) 129쪽

7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처함으로써 국
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
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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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 후 6개월까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

로 6개월간의 생활비용을 사전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경우 심사 

기가 불가능하다. 난민법이 정한 생계비 지원제도란 이처럼 난민 신청

에 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생계 지원을 위해 취업허가를 해 주기 

전까지인 6개월까지 국가가 일정 금액을 선별적으로78) 지원하는 제도다

(난민법 제40조).79)80) 예멘 난민들의 2018년 한국 도착 후 일각에서 벌

어진 ‘(나는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는데) 왜 난민에게 국민 세금으로 생계

비를 지급하느냐’는 오해가 있었으나 생계비는 난민 인정 심사 기회 보장

을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6개월 동안 취업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에서 지급하는 것일 뿐 사회보장과는 무관하다. 

그 성격에 관하여 법원은 생계지급 불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난민신

청자에 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조치라기보다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81)

78) 6개월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하나, 법무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이 기존 국민들에 

한 혜택보다 과하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선별적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
히고 있다. 

79) “2017. 12. 31. 기준 난민신청자가 실제 생계비를 지급받는 평균 기간은 3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의 비율은 전체 난민신청자 비 3%에 불과
합니다. 전체 난민신청자 비 생계비 지급률은 2016년 기준 8.6%, 2017년 기준 
3.2%입니다.”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생계비 편 (2017. 12. 
31. 기준)”, (2019. 8. 30. 최종 접속, http://nancen.org/1741)

80) 다만 법 제17조 1항 단서에 의거하여 중 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1)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
고, 그에 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위 통보만으로는 처분 상 방인 갑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통보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 고, 법무부 장관이 휴 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없고 그에 관하여 갑이 동의하 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통보가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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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 취업 허가 전 난민신청자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거지 제공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O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0쪽

난민신청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

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유일한 주거시설인 종도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

터에서 임시로 살 수 있다.82) 난민신청자의 초기 주거 지원은 첫째, 주거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 둘째, 정부가 직접 시설을 관리, 운 하는 방안, 

셋째 민간 위탁을 통해 운 하고 이를 보조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 속에 두 번째 안을 택한 것이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는 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을 

우선 이용 상자로 할 수 있고(난민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② 6개월

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③ 다

만 이용자의 건강 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 지원 

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④ 주

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83)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보다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매년 30명 한도에서 3년간 들어 왔던 재정착 난민들의 초기 적응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경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82) 난민법 제41조는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8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난민신청자는 입국 후 6개월 안에 신청을 해
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입소 후 6개월만 머무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
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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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정착지원시설(Reception Center)의 용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정원 8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매년 60퍼센트 의 이

용률을 보이고 있다.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이용률은 48.5퍼센트 에 

불과하다. 2017년 공개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집행 예산액을 기준

으로 할 때 전체 신청자·인정자의 2%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난민인권센터, 2018).  

다. 사회 보험 

  (1) 국민연금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당연 적용 배제 당연 적용 배제 당연 적용 상

임의 가입 불가

자료: 김종철 외 (2018) 134쪽

난민인정자는 당연 적용 상자로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당연 적용 

상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

자의 경우 G-1(기타)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 제외 상자

이지만 난민인정자는 F-2(거주)는 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

장을 받는다는 법 제31조에 의하여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국민연금법」 

당연 적용 상자다(김종철 외, 2018, pp.134-137). 하지만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임의 가입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



166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법이 없는 상태다. 결국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주에 준하

는 장기체류를 할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수급권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건강보험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직장가입 O O O

지역가입 × O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5쪽 표 재구성

난민 인정 절차의 단계와 무관하게 직장 가입은 가능하나, 난민인정자

에 한하여 지역 가입 상이 되었던 것이 종전의 제도 다. 국가인권위원

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린 2013. 11. 19.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한 정책개선 권고」84)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

성이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2018년 6월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개선 방안’을 

통해 인도적체류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전반에 하여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시키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도 지역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직장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

84)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19. 결정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한 
정책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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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상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

자의 형태로 당연 가입 상자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 

인정 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한 경우 직

장가입자 형태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85) 

② 지역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 2조에 따르면 직장가

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국내에 3개월 이

상 거주한 외국인에 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인도적체류자

(G-1-6), 인도적체류자의 가족(G-1-12)도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86) 

제도는 이러하나 실무상 보험료 지불을 못 하여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난민인정자도 상당하다.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일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

면 되나 난민인정자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

면 일반 외국인들처럼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서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난민인정자의 경우 상당한 목돈의 보

험료가 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속

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이유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평균 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로 인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역 가입

을 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난민도 상당하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가족을 피부양자 또는 세 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도적 난점이 있어 실무상 충돌이 발생한다. 

85) 건강보험 직장 가입의 경우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피부양자 등록은 제도
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실무상 자녀의 경우 DNA 검사 등을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
한 사례가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86) 위 직장가입, 지역가입 절차에 한 설명은 김종철 외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
울지방변호사회(2018),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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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O O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6쪽 표 재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노동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

이므로 난민 인정 절차의 단계와 무관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

상보험 가입 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난민인정자·난민지위신청자·인도

적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체류 지위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는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난민

지위신청자·인도적체류자 해당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해외에 있는 유족은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김종철 외, 2018, 

pp.134-137).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 가

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국적을 불문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난

민인정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4) 고용보험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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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

고 구체적으로는 체류 자격에 따라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용보험법」 제

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 (D-9)의 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그리고 주(F-5)의 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는 당연적용이 되고, 그 외는 적용이 조금 복

잡하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F-2) 비자의 난민인정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기타(G-1) 체류 자격을 받는 인도적체류허가자 

및 난민 인정 신청자는 적용배제 상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용

보험의 보장 여부만 보더라도 오로지 난민인정자만이 구에 준하는 장

기체류자로서 사회통합의 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법체계가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공공부조 

생계비 지원이 난민 인정 절차와 연계되어 난민신청자에게만 초기 6개

월간 가능하므로 오히려 난민 인정을 받고 나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또

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다수의 난민들이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

가 생긴다. 이에 공공부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1) 기초생활보장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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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2조는 ‘(외국인에 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5조의 2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

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

명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

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의 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상이 아니다.

하지만 난민인정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홍보 및 

부족한 정보 제공,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어려움

을 겪는다. 또한 난민인정자 부분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이 매우 어렵고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운데 그 실무적 기준도 

제각각이다. 만 64세의 난민인정자가 신체가 건강하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 반면(김세진, 2015), 재정착제도

를 통해 들어온 난민들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인데도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 체류가 오래되어 생활관계가 형성

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난민인정자들은 모두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

가 많아 기초생활수급 상의 기준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하

는 것은 부당하다. 

난민인정자들이 호소하는 다른 문제도 있다. 난민신청 사실은 국적국

에 알려질 수 없고,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알려져

서는 안 된다(난민법 제17조).87)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상자 선정을 위

87) 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
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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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면담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난민인정 사실만 난민인정증명서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거나, 난민 사유를 묻

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개인 정보 및 난민 사유에 

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난민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과거 경험 진

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긴급복지지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O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8쪽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

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난민인정자는 현행법상 「긴

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에 따라 긴급 지원 상자로 명시

되어 있다(김종철 외, 2018, pp.137-138).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12월 6일자 결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를 긴급 지원 상자가 될 수 있

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88) 법률 개정사항이 

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88)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6.자 결정 [인도적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한 긴급복
지지원제도 개선권고]”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새로 시행될 「난민법」에
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져 있지 생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이어서 생
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비자가 아닌 기타 비자(G-1) 소지자로서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
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상으로 편입되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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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에도 권고가 이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2018년 5월 현

재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호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인도적체류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89) 이에 긴급복지지원법에 해서

는 공공부조 제도에서 이례적으로 인도적체류자까지는 상으로 포함됨

을 알 수 있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1) 장애인 등록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39쪽 

장애인 등록은 난민법의 일반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개별 법령

의 미비로 난민인정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구체적 사례의 발굴 및 이

에 한 기획소송, 의원실의 관심 등의 단계를 걸쳐 제도가 개선된 표

적 분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 

개정) 제32조의 2 제5호는 난민인정자를 장애인 등록 상자로 명시하고 

있다.90) 보건복지부 지침상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사업 

요가 있으며, 그 적용 상의 규모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89) 보건복지부, “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긴급지원 상자의 발굴 및 선정’” 제51면. 
90) 20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난민인정자 아동이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
고, 그에 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2017. 10. 27. 법원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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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상이었으나(김종철 외, 2018, pp.139-140), 난민인정자가 장애

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지침 개정으로 인해 원칙적 제외 상인 외

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을 한 난민인정자는 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91)

  (2) 아동 관련 

(가)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적용

법률의 문언 해석상으로는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아동 

모두 「아동복지법」이나 「 유아보육법」의 적용 상이라고 볼 수 있

다.92) 이에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유

아 보육료(44만 1000~22만 원)와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 해 연령별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10만∼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93) 하지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도 문언상 

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한민국 국
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 다(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위 소송에 한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난민인정자도 장애인 등록 상으로 명시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 개정] (제32조의 2 제5호)이 통과
되었다.

91)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음”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I. 상자 선정’, 5면

92)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기본 이념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 보육 이념에
서 ‘ 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3) 2018. 6. 20. 국회 ‘국내 난민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 자료, 제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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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처럼 실제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데, 실무상 난민

인정증명서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난민신청자와 인

도적체류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4) 실

무상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아동의 주양육자 역시 취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아동을 보육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아 보육료의 지원과 같은 사업의 적용 가부는 매

우 큰 의미를 갖는다.

(나) 아동수당 사업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40쪽

2018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

하인 소득 가구의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최  72

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을 시행하 다(김종철 외, 

2018, pp.139-140). 이 사업은 애초에 문언상 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난민인정자 아동을 명시하여 상으로 하고 있다.95) 

94) 정부24, 2019, 만0~5세 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
과,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CH000000010

95)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 인정 신청에 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
은 제외” 보건복지부, ‘2019 아동수당 사업안내’ 제1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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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난민의 교육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초등학교·중학교 O O O

고등학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가부 결정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가부 결정
O

학력 인정 × × O

자료: 김종철 외 (2018) 141쪽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권은 난민 인정 절차와 무관한 보편적인 권리이

므로,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그리고 그의 미성년 자녀는 

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초등·중등)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

정 유아 중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민과ﾠ동일

하게ﾠ초등교육과ﾠ중등교육을ﾠ의무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ﾠ초중등교육

법에 따라 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p.70).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난민을 교육부 장관에게 추

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그

의 미성년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여부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6조, 제75조).

그러나 난민 가정의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 및 난민에 한 잘못된 인

식으로 인한 인종차별96) 등을 겪으면서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

다(김세진, 2015). 고등교육을 원하는 난민인정자들은 취업 등을 위하여 

학 진학을 원하지만, 학력 증명의 어려움 및 학 입시전형 통과, 재정

96) 난민 아동들이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출입국사무소도 아니라 바로 학교
라고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내 난민 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7), 163 
내지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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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학력 인정의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자가 외국에

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

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이 인정된다. 학령기 아동(만 6세 이

상, 만 18세 미만)의 난민인정자가 학력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혹은 학력 

증빙 서류가 불충분 또는 확인이 어려워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 학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당 신청자의 학력을 인

정한다. 난민들의 경우 서류 취득의 어려움이 감안되어 학력 인정은 어느 

정도 용이한 편이다.97)

  10. 난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난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한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이에 관한 일괄

적인 지원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  미국의 재

정착 난민(Refugees) 또는 난민인정자(Asylee)들에 한 취업지원,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주거지원, 언어 교육과 같은 

지원을 정부와 계약을 맺은 비 리단체들의 사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

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 혹은 마찬가지로 난민의 범주에 포함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여되는 일률적인 지원98)이 난민인정자에게는 

9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3(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근거하여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입교할 수 없는 다문화 학생에 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가 설치 및 운 될 수 있다. 교육부, ‘2018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
위원회 운 도움자료’, 24면.

9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하여 통일부는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주거(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취업(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담당관, 기타), 사회
복지(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 특례), 교육(특례 편입학, 학비 지원), 정착 도우미’ 등으로 
세분하여 이를 안내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착지원제도’, (https://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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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난민 인정을 받게 되더라도 퇴거당하지 않

을 권리와 취업해도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확인된 것일 뿐 언어와 문화의 

차이, 지역 공동체와의 연 망 부존재 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 하기는 어렵다. 사회와 단절된 극빈층에 머

물게 된다. 또한 사회통합교육은 난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용이하게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난민에게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시켜 안정

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서도 중요하다. 

현재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교육은 주권 취득 또는 국적 취

득을 위한 사전 단계로 한국의 문화, 언어, 법질서 등을 위 목적하에 숙지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난민인정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존

재하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고,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인

지하고 있었지만 신청 방법, 시간  등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난민인정자들에 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

하는 결혼이주여성에 주로 특화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서도 일부 

가능하나 접근성, 커리큘럼의 특화 등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그나마 있는 프로그램도 접근이 어렵고, 이는 언어교육의 부재라는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다.

신속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난민인정자들이 모든 

사회제도에 접근하는 데 벽으로 다가온다. 한국에 있는 난민인정자들 중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TV 프로그램, 

회사, 친구 등을 통해 파편적으로만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난민인정자

들은 언어적 문제가 생겼을 때 지인(한국인 친구, 변호사, 활동가)에게 도

에서 2019. 9.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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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요청하여 긴급한 의사 전달을 꾀하는 상황이다. 

난민인정자를 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없으니 여성가족부와 다

누리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는 부분 1

차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 가족(결혼이

주여성, 아동 등)을 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다누

리 콜센터는 많은 난민인정자들의 모국어인 아랍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등을 지원하지 않아 난민인정자들이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한국

난민인권연구회, 2018, pp.19-22). 일반 이주민과 구별되는 난민의 특

수한 배경이 반 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없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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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그동안 국내에서 난민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2018년 제주도

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유입되면서 난민 문제가 표면화되고, 이에 

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제주 예멘 난민 정착에 한 한국 사회의 

여론과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2차에 걸쳐 조사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차에서는 응답자 중 49.1%가 ‘난민 수

용을 반 ’하 으나, 2차에서는 4.3%포인트 증가한 53.4%가 ‘수용을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18). 

이렇듯 최근 난민 정착에 한 우려와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그동

안 한국 사회는 난민에 한 인식과 수용력이 낮아 난민으로 인정받아 산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199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난민신청

자는 총 3만 1366명이었다. 이 중 782명(인정률 2.5%)만이 난민으로 인

정받았다. 그럼에도 난민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8575명

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는 2010년 423명과 비교할 때 20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법무부, 2017). 향후 한국 내 난민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들에 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응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난관들을 뚫고 난민인정자가 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난민법과 

제도의 한계로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난민 가정

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보장서비스 접근성의 배

제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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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규정하고(30조) 이들에 한 사회보

장(31조)과 기초생활보장(32조)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포

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복지를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한국난민인권연구회, 2018, p. 9).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의 삶

의 질 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난민에 한 연구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이들의 구체적

인 욕구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은 여전히 부족하

다. 그동안 국내에서 난민과 관련해 진행되어 온 연구들은 부분 난민 

지위와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고문현, 2008; 박선욱, 2013; 안선경, 

윤이숙, 2013; 권한용, 2016)에 집중되어 왔다. 난민의 생활 실태를 이해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난민에 한 한

국인들의 인식 제고와 난민인정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정착을 위한 국

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난민에 한 혐오와 두려움으로 인한 수용 반 와 국

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용 찬성의 팽팽

한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

나 국내 난민인정자의 정착 경험이나 제도적 지원 현황에 한 정확한 실

태를 파악한 자료가 매우 미비하여 현재 시점에서 향후 사회적 응과 제

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난민의 한국 생활

에 한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고,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

위에서의 제도와 정책의 응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난민인정자의 한국 사회 유입과 정착 과정에서의 생활 

경험들을 살펴보고, 초기 적응에 중요한 복지와 노동체계를 중심으로 이

들이 경험한 삶의 변화 배제의 양상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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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착을 위한 개인과 가족의 전략, 생계 안정과 취업, 지역사회 적응과 

같은 생활 경험, 관련 복지정책 및 서비스 이용에 한 경험들을 파악하고

자 하 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난민인정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착을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과 배제하는 장애 요인들을 밝혀내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복지와 노동 관련 정책,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하 다. 

 

제2절 문헌 연구

  1. 난민의 개념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발생한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해 본

국을 떠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이 탈출 이후 

본국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

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권한용, 2016, p. 217; UNHCR, 2016). 이와 함께 본국을 

떠나 국제 이주를 시도하는 이주민 중 어떠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하

고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

를 반 하여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은 최초로 난민

에 한 정의를 규정하 다. 이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

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

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f be-

ing persecuted)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

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184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이들 사건의 결과로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

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

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신지원 외, 

2012, p. 6; UNHCR, 2010). 난민협약의 정의를 토 로 난민 인정 자격 

기준을 정리하면 ① 박해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공포의 발생 원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서 기인하며, ③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

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

호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④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

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

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라는 4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박

선욱, 2013, pp. 27-30; 권한용, 2016, p. 217).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를 비준하 다(신은주, 조성희, 김희주, 2018, p. 22). 2012년 2월 아시

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박선욱, 

2013, p. 39). 이렇듯 한국 정부는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난민에 해 ‘위험한 사람’, ‘본국을 배신한 사람’, ‘못 

배우고 못사는 사람’과 같은 편견이 존재하여 국내에서 난민들은 여러 가

지 사회적 차별도 경험하고 있다(안 빈, 김정원, 2017, p. 174).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의 지위는 크게 난민을 인정받은 난민인정자(Recognized 

refugee),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체류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

(Humanitarian status), 난민 신청에 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신청

자(Asylum applicant), 난민으로 불인정되어 이에 한 소송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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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Court process), 마지막으로 소송 절차가 끝났지만 돌아가지 못

하고 있는 사람(Failed asylum-seeker)으로 나뉘고, 아동의 경우 가족

결합의 원칙에 의해 부모의 지위를 따르게 된다(김현미 외, 2013, p. 6). 

이 중 이 연구의 상이 되는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난민법 제30조)를 받고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교육 등(난민법 제31

조, 제32조, 제33조)에서 국민과 같은 우를 받는다. 난민인정자의 자녀

들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연령과 수학 능력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이나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지원도 받게 된다. 특별히 3~5세의 취학 전 난민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비가 지원되고, 임신한 여성 난민인정

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는다(한국난민

인권연구회, 2018, pp. 9-13). 

  2. 국내 난민의 실태

국내 연구 중 ‘난민’을 키워드로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난민인정자

를 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난민 실태, 난민 인권, 난민 아동과 관련

된 일부의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난민인정자를 

포함하여 국내의 난민에 한 일반적인 실태와 관련한 문헌 연구를 정리

하 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의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은 4%에 그쳐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어려움

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신은주, 조성희, 김희주, 2018, p. 23). 세

이브더칠드런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난민 아동

은 총 136명이었다. 이 중 난민 인정 아동은 35명, 인도적체류 아동은 18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외, 2013, p. 9). 이후 안 빈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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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2017)의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국내 난민 가정의 아동 수가 총 

879명이었다. 이 중 난민 인정 아동은 138명, 인도적체류 아동은 155명

으로 2012년에 비해 난민 아동의 수 증가로 난민 인정 아동이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안 빈, 김정원, 2017, pp. 174-175).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 중 30가족

을 상으로 난민아동실태조사(김현미 외, 2013)를 하 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난민 부모들은 난민으로서 자녀가 받을 차별을 염려하여 자녀 교

육에 한 열의와 기 가 높았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관계

의 단절, 부모·자녀 간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들

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의 

난민 가정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지고 있었

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장기간 체류한 아동들은 부모와의 문화적 차이, 

한국 사회 주변적인 존재로서의 경험 등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5년 피난처에서 국내 인도적체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 다. 어려

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 같은 출신국 난민 및 이주민들

과의 커뮤니티 부재로 인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주거비 지출에 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건강

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높은 의료비 

지출에 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난

민 가정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다. 특히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 스트레스가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 어린 자녀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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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난민 아동의 생존과 발달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 다(김현

미, 2015).  

난민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 이전에는 지나치게 긴 난민 인정 심사 

절차나 취업허가제도의 문제들, 한국어 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로 난민들

은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 다. 국가 차원의 취업 지원이 부족하여 저임

금 고강도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이후 한국 노동자와의 임금 차별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

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취업 지위로 인해 노동권을 제

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정 외, 2016). 

국내 체류 난민 여성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는데, 연구 결

과 박해로 인해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난민 여성들은 모국에서부

터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우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입국해서는 난

민 남성과 비교할 때 자원에 한 접근성이 더 낮고 한국 사회로의 통합

에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 여성은 

난민과 여성 등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여성들을 위

한 인식 개선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

함을 시사하 다(송효진, 김소 , 이인선, 한지 , 2016).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부분 난민에 한 실태조사나 난민 아동

이나 여성에 한 욕구와 현황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중 부분은 설

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난민이

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의 난민과 그들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들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지위에 따른 난민의 생

활 경험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경우 이들의 경험들에서 차이점이 

발견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난민 안에서도 난민인정자, 신청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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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류자 등 다양한 법적 지위에 따른 난민의 경험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

하고, 그에 따른 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난민으

로서 법적 인정을 받은 난민인정자들은 난민법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동

일한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회권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욕구와 제도적 지원들을 파악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책과 서비스의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난민인정자들을 상으

로 이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과 복지 및 노동체계에서의 구체적인 욕구와 

경험들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 다. 질적 연구

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되는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이다(Creswell, 

1998). 따라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표본 추출 전략 

유형 중 기준표집(Criterion Samping)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 다. 질적 연구 방법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가 몇 명인가’보다는 

‘연구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한 현상을 제 로 

드러내 주고 자료 내용의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 다. 이에 따라 총 9명의 연구 참여자가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국내 난민인정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외부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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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이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참여

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난민을 지

원하는 관련 기관들을 섭외하고, 기관 담당자를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한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통해 주위의 난민인정자들을 소개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추가로 참여자를 선정하 다. 

심층면접의 문항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 질문들로 구성하 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구성하되 심층면접을 진행하면

서 필요에 따라 문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체적인 면접 질문은 

<표 7-1>에 제시하 다.

<표 7-1> 심층면접 질문지 문항

 연구 문제 1 :난민인정자들의 정착 과정과 난민 인정 이후 다양한 삶

의 역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와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면접 질문 1: 본국을 떠나게 된 이유와 난민인정자가 된 과정

 면접 질문 2: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 법적 지위의 변화가 준 경험은 

무엇입니까? 

 면접 질문 3: 현재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현재의 경제 상태, 생계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제적 자원들

  (2) 구직활동을 시도했을 때 경험한 어려움 등

 면접 질문 4: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

엇입니까? 

  (1)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2) 지역사회 정보 및 자원 접근(예: 주민센터, 병원, 은행, 자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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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윤리적 절차 확보

연구자가 섭외한 관련 기관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으

면 참여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면접 진행과 비밀 보장이 가능한 공간에 

해 논의하고 합의된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하 다. 본격적인 면접을 시

등 이용 경험) 

  (3)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관계 

  (4) 난민에 한 차별

 면접 질문 5: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들은 무

엇입니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연구 문제 2: 사회적 배제와 불이익 속에서 난민인정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에 적응하고 있는가?

 면접 질문 1: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면접 질문 2: 한국 생활의 어려움과 차별에 하여 어떻게 처하

며 살고 있습니까?

 연구 문제3 : 난민인정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은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가?

 면접 질문 1: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한

국 사회의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면접 질문 2: 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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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기 전에 잠재 참여자에게 연구에 해 먼저 설명하 다. 연구 참여가 

자발적임을 강조하며 서면 동의서를 보여 주고, 참여에 동의하면 면접을 

시작하 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정서적 

고통과 피해가 있음을 미리 알리고 본인이 말하기 싫은 부분은 말하지 않

을 권리가 있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 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는 한국어와 

참여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두 가지 언어로 된 동의서를 모두 보여 주고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 다. 한국어와 어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 다. 프랑스어

를 사용하는 참여자의 경우 프랑스어 통역자를 섭외하여 면접을 진행하

다. 이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은 협성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 이뤄졌다. 

  3. 연구 참여자 특성

이 연구는 난민인정자가 한국 유입 후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착을 위해 생계와 노동, 주거, 건강 

등 삶의 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국내의 관련 복지 서비스 이

용 또는 신청 경험이 있는 난민인정자를 참여자로 포함하 다. 그 밖에 

출신 국가, 국내 체류 및 난민 인정 기간, 가족 형태 등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추구하 다. 

이 연구에 참여한 총 9명에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7-2>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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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연구 참여자 특성

ID 나이 국적 성별 직업 거주지 가족 월소득
입국/난민 
인정 시기

참여자 A 26 부룬디 여 주부 안산 남편, 자녀 1 180만 원 2016/2019

참여자 B 35 우간다 여 무직 안산
자녀 3 

(자녀 2는 
본국에 있음)

40만 원 
(생계비 
지원)

2013/2015

참여자 C 43 콩고 여 주부 안산
남편, 자녀 4

(자녀 3은 
본국에 있음)

150만 원 2010/2014

참여자 D 42 콩고 여
NGO 
직원

시흥 남편, 자녀 2 350만 원 2004/2011

참여자 E 32 예멘 여 주부 안산 남편, 자녀 3
120만 원 
(생계급여)

2015/2016

참여자 F 47 요르단 남
공장 

노동자
인천 아내, 자녀 4 230만 원 2014/2017

참여자 G 29 에티오피아 여
아르바
이트

안산 남편, 자녀 1 200만 원 2015/2018

참여자 H 46 방글라데시 남
NGO 
직원

김포 아내, 자녀 1 350만 원 1994/2004

참여자 I 30 에티오피아 여
공장 

노동자
안산 남편, 자녀 1 290만 원 2016/2017

참여자 A

참여자 A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으나 난민인정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 다.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남편을 따

라 난민인정자 신청을 하 고, 2019년에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게 되었

다. 남편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참여자는 생후 11

개월 된 아들을 양육 중이다. 

참여자 B 

본국에서 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해고를 당하고 이후 정부 기관 요원에 

납치되어 정부에 반 하는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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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났다. 이후 정치적 박해에 한 공포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머니와 

자녀 2명을 본국에 두고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하 다. 난민 신청 

과정에서 한번 거부당한 후 비정부기구(NGO)의 도움으로 다시 신청 후 

난민 인정 자격을 부여받았다. 현재 남자 친구와 낳은 아들을 양육하면서 

일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해 준 것에 감사하

고 있으며, 자녀 출산 후 다양한 복지지원에 만족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준 시민으로서 살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참여자 C

참여자 C의 남편은 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 박해로 한

국으로 망명하 다. 이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남편으로부터 소식

을 들은 참여자 C는 자녀 3명을 부모에게 맡기고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 다. 2014년 난민인정자가 되었으나 이후 정부와 NGO의 지원

이 끊기고 취업도 어려워짐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또한 본국에 두고 온 자녀들 걱정으로 다소 우울한 심리 상태를 보여 

주었다.

참여자 D

본국에서 사관 직원으로 일하던 참여자 D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본국 상황에서 정치 스파이 누명을 받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이

주하 다. 한국에 한 정보나 연고도 없이 입국하여 한국 내 본국 출신 

이주민 공동체의 도움으로 2004년 난민 신청을 하 으나 7년 동안 2번

의 신청 거부와 재신청 끝에 2011년 마침내 난민 인정 자격을 취득하

다. 신청 과정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과 거부가 반복되면서 심신이 지쳤으

나 난민 인정 후 향후 한국 생활에 한 기 감이 컸었다. 그러나 한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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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길어지면서 난민인정자로서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에 실망

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난민법 제도에 명시된 ‘내국인과의 동등한 권

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제약들이 많아 제

도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E

부모가 어릴 때 예멘으로 이주한 후 심각한 인종차별로 삶의 위협을 느

껴 부모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다시 이주하 다. 그러나 국가의 심각한 빈

곤과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참여자는 남동생이 난민인정자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 다. 한국에 와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

다. 임신 중이었던 참여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도의 난민보호 시설

에 입소하여 출산과 초기 양육에 한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 E는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고, 현재 인천에서 남편과 자녀 3명과 생활하

고 있다. 가족의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

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한국 생활에 해 만족해하고 있

다. 그러나 3명의 자녀 양육과 항상 부족한 생활비에 한 스트레스가 있

다.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F

본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

해 한국으로 이주하 다. 한국 공항 입국 심사 에서 걸린 후 정치적 망

명 신청을 하 고, 6일간 공항에서 지내면서 심사 통과 후 난민신청자로 

풀러났다. 공항 출입국관리소의 도움으로 종도에 있는 난민보호 시설

에서 3개월 정도 지냈다. 이후 경기도 한 지역 공장에 취직하 으나 난민

신청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으로 어렵게 생활하 다. 난민 인



제7장 국내 난민인정자 정착과 배제 경험: 복지(사회보장)와 노동체계를 중심으로 195

정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법원에 줄 편지를 쓰

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2017년 난민 인정 지위를 받았다. 이후 본국에서 

가족들을 초청해 모두 난민 인정 자격을 받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국

에서 고위 공직에 있다가 한국에서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사회경제

적 지위의 하락과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 G

본국에서 결혼한 남편이 한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본국의 정치적 혼

란으로 난민 신청을 하 다. 참여자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이주하여 난민

인정자가 되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난민인정자가 아닌 상태라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아이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자가 아닌 다

른 외국인 자격으로는 의료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

다. 이후 구직 과정이나 정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차별과 배제의 경험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참여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녀가 어리고 아프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당분간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하 다. 

참여자 H

본국 고향에서 내전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자가 되어 1990년 초기 한

국으로 이주하 다. 참여자 H가 한국에 이주했을 때는 난민법이 제정되

기 전이었고, 난민에 한 이해나 법적 지위에 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

에 처음에는 난민 신청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냈다. 

이 과정에서 본국의 참여자가 속한 줌머족이 박해받는 상황을 알리기 위

해 국내 언론과 해외 사관들을 찾아다니며 고국의 상황들을 알렸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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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같은 줌머 이주민들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 다. 오랜 시간이 지나 

참여자는 본인이 했던 활동이 난민 신청 활동과 유사했음을 인지하 다. 

이후 한국에서 잘 정착해 현재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사무직 업무를 맡고 

있다. 또 국내 줌머 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한국인들과의 교류

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한

국에서의 거주 기간도 길고 같은 출신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잘 된 상태 다.

참여자 I

한국에 이주하여 난민인정자가 된 남편을 따라 국내에 입국한 참여자 I

는 현재 두 살 된 딸을 양육하면서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

고 있다. 자녀를 임신할 때부터 난민인정자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

를 받았다. 특히 자녀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을 때 주민센터에

서 생계급여 지급과 임 주택을 지원받았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취업에서는 난민들에게 기회가 잘 오

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난민 여성들은 상 적으로 취업하는 데 더 불리하

고, 일을 구해도 고강도의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일들이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지원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제4절 연구 결과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개 역과 13개 주제, 

30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중 4개 역은 난민인정자들의 한국 이주 후 

난민 인정 자격 취득, 한국에서의 다양한 삶의 경험, 이 과정에서의 배제 



제7장 국내 난민인정자 정착과 배제 경험: 복지(사회보장)와 노동체계를 중심으로 197

경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등 시간적 흐름과 경험의 양상을 기반으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분석에 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주 및 난민 인정 과정

연구 참여자들이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한 후 난민 신청과 인정을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이주 과정’, ‘난민 신청과 인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가. 이주 과정

참여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과정은 크게 ‘정치적 망명에 의한 이

주’와 ‘가족을 따라 온 이주’로 구분되었다. 참여자 가운데는 본국에서 정

치적 혼란이나 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치적 누명을 받거나 독재에 

항하여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가 많았다. 일부 참여자는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도움으

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한국에 해 아는 것도 없고, 선호하는 것

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들이 맞으면서 막연히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정의 조건 중 하나는 난민법이 있는 나라

이고, 따라서 난민을 지원하는 국가라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한국으로 

이주를 하 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에 한 정보나 연고가 없었다. 따라서 

초기에 한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저는 고국에서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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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감금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르쳤다고 주

장했고, 저는 아니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2~3

주 동안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는데 전 너무 무서워서 아픈 줄도 몰랐

어요. 그러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한테 제발 내보내 달라고 사정을 했

고, 겨우 빠져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또다시 정부에 대항했

다고 누명을 쓰고 잡혀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의 도

움을 받아서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 저는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했어요(참여자 B).    

방글라데시는 벵갈족하고 줌머족이 계속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고, 

줌머족이 사는 곳은 완전히 게릴라전 지대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한테 선택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게릴라전에 참여하거나, 두 번

째는 집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학교들이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되죠. 이동할 자유도 없고 일자리도 없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

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줌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게릴라전에 참가하면서도 일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많이 나갔었어요. 저희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웃음)(참여자 H).

저는 아는 사람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스파이라는 억울

한 누명을 쓰고 잡힐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참여자 D). 

또 다른 참여자들은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고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 정치적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이주한 후 배우자를 따라 한국에 입국

한 경우 다. 정치적 망명은 아니지만 고국의 심각한 경제적 빈곤과 인종

차별에 한 공포,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 먼저 들어온 가족을 따라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는 유학생 신분으

로 공부하러 왔다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배우자와 결혼 후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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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렇듯 국내에서 난

민 인정을 받은 참여자들의 입국 경로는 정치적 박해 외에도 경제적 빈곤, 

인종차별, 가족 만남 등 난민 발생의 원인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콩고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남편을 잡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

도 몰랐어요. 아이가 3명 있는데 혼자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남편이 한국에서 전화를 했고, 저는 아이들을 고국에 두고 남편

이 있는 한국으로 왔어요(참여자 C). 

남편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가족이었는데,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왔

다가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저는 남

편과 결혼을 한 상태라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구요(참여자 G).  

나. 난민 신청과 인정 과정

  (1) 입국 초기 한국 생활 

한국에 입국한 직후의 참여자들은 바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 본국에서의 혼란과 탄압에 한 공

포가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안도감으로 바뀌기도 하 다. 그러나 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사소통의 장벽을 경험하고 

충격에 빠지기도 하 다. 당장 돈과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무작정 NGO

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같은 출신국 공동체를 찾아 그곳에서 도

움을 구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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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

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직업도 

없고 살 곳도 없었어요. 다행히 콩고 출신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참여자 D).

한국에 와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보호 시설이나 NGO 같은 

곳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분이 알려 준 NGO에 무작정 찾아가서 하

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기관이 난민들을 도와주는 NGO

였어요. 저한테는 한국에서 첫 번째 가족 같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공

포심 때문에 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NGO분들이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한국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다니라고 했어요(참여자 B). 

혼자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참여자 F는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서 돈을 열심히 모았고, 난민 인정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가족들을 한국으

로 초청하 다. 참여자 C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해 불

법 체류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물론이고 출입국관리소에 붙잡혀 강제 추

방을 당할 것에 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보내기도 하 다. 1990년 에 

한국에 입국했던 참여자 H는 스스로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

하 다. 그는 불법 체류자로 지내면서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

들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줌머족에 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 다.   

F2 비자를 받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었어요. 그래서 내가 난민인정자가 되면 가족들을 초청하려고요. 그런

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신청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힘들었는

데, 다행히 그때 F2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참여자 F).

그때는 난민이 아니라서 일을 못 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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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사는데, 오빠한데 돈을 받아서 살기도 했어요(참여자 C).

2000년에 재입국하고, 그때도 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줌머족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인권 캠페인을 하면서 멕시코 대

사관에 가서 political asylum 신청했어요. 서류상으로 한 것이 아니

고 제가 난민 개념에 대해 몰라서 모든 자료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집으로 못 간다. 그때도 제가 하는 일들이 난민 신청인 

줄 몰랐어요. 2002년에는 우리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절에 다니면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호소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스센터에 배포

하면서 우리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했어요(참여자 H). 

  (2) 기관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함

참여자들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 난민 지원 단체의 도

움을 받거나 같은 출신국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 다. 혼자서는 난

민 신청을 하는 방법도,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

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 다. 그 결과 난민 신청을 

도와주는 표적인 NGO인 P기관에 연결이 되어 서류 준비에서부터 인

터뷰 작업, 법률적 조언을 위한 변호사 지원까지 모두 기관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었다.

난민지원 NGO인 P기관 보호소에서 두 달 정도 지내면서 난민 신청

에 대한 도움을 받았어요. P기관에서 저에게 서류를 줘서 저는 그것을 

작성했고, 기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을 해 줬어요(참여자 B).  

우연히 콩고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한테 저희 상황

을 설명했더니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줬어요. 특히 UNHCR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 바로 신청했

어요(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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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입국하면서 종도에 있는 난민지원센터로 연계되고 임시 거주

지는 물론 생계비 지원, 임신과 출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난민 신청을 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비록 센터에서의 생활이 자유

롭지 못하고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입국 초

기 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에 높은 만족감을 

보 다. 특히 참여자 H는 이곳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된다

고 판단하 다. 가족들을 초청했을 때는 자녀들이 센터에서 수개월간 거

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의도적으로 센터 입소를 주장하 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난민 신청을 했고, 그런 다음 영종도에 있

는 난민지원센터에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여서 스

트레스가 많았는데, 센터에서 정말 잘해 줬어요, 그곳에서 9개월 정도 

지냈는데, 센터에서 생활비도 주고, 주거는 물론이고 생필품도 다 제

공해 줬어요. 또 임신 당시 병원비도 다 지원해 주고, 출산했을 때는 

저와 아기를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처음으로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있

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나올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아야 할지 몰라서 정말 무서웠어요(참여자 E).

 제가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을 때 저의 변호사가 아이들을 난

민지원센터로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들으면 아이들이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센터에서 규칙

을 따라야 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6개월 동안 있으라고 얘기했어요(참여자 F). 

  (3) 노력 끝에 난민 인정을 받음

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빠른 시기에 난민 신청을 하

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특히 난민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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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터뷰를 한 후 2년 가까이 연락이 없는 초조한 상황들이 반복되기

도 하 다. 난민 인정의 사유가 부족하여 여러 번의 면접에서 특정 단어 

사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기도 하 다. 절박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또다시 신청을 하 고, 이후 여러 해 동안 결과를 기다리며 

마침내 난민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심사와 

거부에 심신이 지쳤다. 암담하 으나 그럴 때마다 NGO 직원들의 도움으

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배우자가 이미 난민 인정을 받은 참여자들은 상 적으로 난민 심사가 

수월하여 한 번의 인터뷰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참여자

들이 난민 인정을 받는 과정은 입국 시기나 경로 등에 따라 한 번에 받기

도 하고, 여러 해 동안 신청과 거부당함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난민 인정

을 받는 등 과정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난민 심사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번을 받았고, 2번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당한 이유가 첫 번째 인터뷰랑 두 번째 인터뷰 때 단어 

하나가 달랐다는 이유였어요. 난민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저의 스토

리는 매번 같았는데요. 그런데 불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두 번째 인터뷰 때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고, 본국의 

상황도 좋아졌으니까 난민 신청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결국 2번 거부를 당하고 난민 지원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

해 줘서 2011년에 인정을 받았어요. 거의 7년 동안 기다리고 싸운 

결과죠(웃음)(참여자 D).

저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난민 신청 과정에서 

동시통역 받고 상대가 바뀌면 그분이 여러 번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열 번 정도 인터뷰한 거 같아요. 그때는 줌머에 대해서 아예 정

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참여자 H).  

저는 처음에 난민 신청할 때 고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이나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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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15일 뒤에 다시 

갔을 때 F2 비자를 받았어요(참여자 I).

영역 주제 범주 개념

이주 및 
난민 
인정 
과정

이주 과정

정치적 망명에 의한 
이주

억울한 정치적 누명을 쓰고 망명함, 정
치적 혼란과 부패로 한국으로 이주, 한
국에 한 정보 없이 무작정 이주함, 한
국이 선택지는 아니었음, 민족 갈등으로 
인한 내전으로 이주함.

가족을 따라 온 이주

난민 신청을 한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함,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이주, 
난민인정자인 남편과 결혼 후 난민 신
청, 고국의 가난과 인종차별로 가족이 
있는 한국에 이주함.

난민 신청 
및 인정 

과정

입국 초기 한국에서 
생활

한국에 입국 후 공포감이 사라짐, 공용
어가 어가 아니라 충격을 받음, 가족
을 초청하기 위해 일을 하여 돈을 모음, 
합법적인 취업이 허용되지 않음, 돈이 
없어 친구 집에서 얹혀 삶, 비자 연장을 
못해 불법 체류자가 됨, 난민법 이전에
는 난민에 한 개념도 없었음,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줌머 난민에 해 알림. 

기관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함 

자녀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난민지원센
터에 입소시킴, 한국에 입국 후 난민지
원센터에서 케어를 받음, 난민 지원 기
관의 도움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난민 
신청을 함, 콩고 공동체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음.

노력 끝에 난민 인정을 
받음

특정 단어 사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
이 거부됨, 난민 신청 후 여러 번 인정
을 거부당함, 반복되는 심사에 지침, 한 
번의 인터뷰로 난민 심사를 통과함, 오
랜 기다림 끝에 난민 인정 지위를 받음.

  2. 난민 인정 이후 삶의 경험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는 제도적, 사회적으로 참여자들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법적 지위의 변화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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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경

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심리적 안정’, ‘가족을 위한 삶’ 그리고 ‘다

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1) 의료보험 가입 자격을 얻음

참여자들에게 난민 인정 지위가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사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특히 어

린 자녀가 있는 난민 가정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데, 난민인정자에게 허용되는 건강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다. 참여자 G는 딸이 태어난 후 뇌에 이상이 생겨 수술과 치료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난민신청자 기 때문에 국가의 건강보험은 물

론 사적 의료보험도 가입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큰 심리적 상처를 받

은 참여자 G는 난민인정자가 된 후 건강보험에 가입, 딸의 재활 치료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줄면서 필요할 때 건강 체크와 진료

를 받을 수 있는 건강 관련 제도에 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

서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체로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해

서는 높은 만족감을 보 다. 의료진들이 친절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

이 없었으며 때로는 임신, 출산 관련 지원에 한 정보도 병원에서 듣고 

신청하기도 하 다. 이들이 방문하는 병원은 부분 지역 NGO에서 추천

하는 병원들로 난민이나 외국인에 한 이해가 높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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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지금 4대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난민인정자가 되면

서 중요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참여자 A).

건강보험이 없었을 때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면 1000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참여자 E).

한국은 건강 선진국이라 생각돼요. 우리나라는 아파야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건강과 관련해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H).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은 안산에 있는 병원인데, 서비스가 너무 좋았

어요. 그래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다 좋았

고 의사 선생님이 영어를 못했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주려고 하셨어요

(참여자 B). 

그러나 참여자 C와 참여자 F의 경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한 부담으로 가입을 포기하 거나 중단하기도 하

다. 즉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줄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덜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

우 매달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우린 보험 없어요. 듣기로는 외국인들 다 보험 가입해야 하

는데 한 달에 12만 3000원 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일 못 구해

서 돈이 없어요. 우리 같은 난민들이 어떻게 그 돈을 내요(참여자 C).

일을 안 했을 때는 여섯 식구를 위해 15만 8000원의 보험료를 매

달 내라고 해서 보험을 중단했어요. 이건 꼭 알아야 해요. 난민들은 

그만큼의 돈을 내기가 어려워요(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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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계와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음

난민인정자들은 난민 자격을 취득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제공해 준 사

회보장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한 서류를 받는다. 참여자들 또한 서류

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

고,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내국인’과 같은 우로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어린 자녀 양육이나 취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한 참여자들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 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들은 매달 제공되는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

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I는 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의 도움으로 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주거비 부담

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

는 동안 생활비 충당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었다. 참여자는 일시

적인 기간 동안이나마 생활비 걱정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 등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참여자들은 부분 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저희는 남편이 가끔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

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가 

난민이고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얘기했어요. 난민들은 한국 사

람하고 똑같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민

센터에서 알아보고서 매달 생계비랑 주거비를 지원받았고, 우리 아이

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교육비도 지원받고 있어요. 이렇게 신청

하는 과정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정부에서 제공한 집99)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99) 참여자 I는 ‘government house’라고 했지만 현재 임 주택 정책에서는 국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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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의 월세만 내고 있어요. 남편만 일을 하고 제가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곳에서 주택 지원에 

대해 알려 줬고, 이 집을 안내해 줬어요(참여자 I).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제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한국인 친구가 제가 난민인정자인데, 지금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제발 도와 달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주민센터에서 4개월 동안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그 뒤로 매달 40만 원씩 받아서 월세랑 음식

을 사는 데 쓰고 있어요. 비록 4개월만 지원되지만 이 돈이 있어서 

저는 아이랑 살 수 있어요(참여자 B). 

  (3) 임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 받음

국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확 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미취학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 관련 국가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여자들은 6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를 임신 기간 동안 활용하 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으로 자녀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난민법’상의 난민 인정 아

동도 지원 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는 참여자들에

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임산부 카드를 알려 줬어요. 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 카드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A).

외국인은 임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집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월세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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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던 날 병원 1층에서 건강보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50만 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병원 진료비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카드를 ‘행복카드’

라고 불렀어요(참여자 B).

난민 인정을 받은 후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우리 아이 어린이

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요. 제가 G1 비자였을 때는 받을 수 없었

던 지원들을 F2가 되면서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참여자 E). 

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1) 합법적 취업이 허용됨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

해졌다는 점이었다. 오랜 기간 난민신청자로 살았을 때는 취업이 허용되

지 않아 불법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NGO에서 

받는 생계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되면서 안정적이고 보호된 사업장에서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 착

취나 인권 침해의 부당한 상황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식으로 고

용이 될 경우 4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건강보험

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남편이 난민 인정을 받은 지 4~5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참여자 A).

난민인정자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취

업의 자유와 같은 거죠(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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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회사에서 고

용주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요. 체류 자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

우 고용주들이 착취하거나 맘대로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민

으로 인정받게 되면 회사에서도 착취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조심스러워

하죠(참여자 H).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부분 한국어 부족과 학력 및 

경력 미인정으로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러나 참여자 B의 경우 본국에서의 경력과 어 실력 등을 인정받아 국내 

NGO와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어 과외 교사와 유치원에서 파트타임 

어 교사 일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H는 처음 공장에서 일을 하

다가 출신국 공동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즉 입국 초기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에서 현재는 이주민 지원 기

관의 사무직 종사자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되었고, 한국에서의 정착

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가 본국에서 교사로 일했던 걸 아니까 P기관에서 영어 과외교사 

일을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교사 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한국 여성분이 저를 과외 교사로 

허락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분 여동생이 유치원을 하는

데 거기 영어 교사 일을 소개시켜 줘서 일주일에 3번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참여자 B).   

제가 전에 난민 인정받고 나서도 가구공장에서 2, 3년 일했는데 나

중에 줌머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서 사업비 받아서 3년 동안 실무 활

동을 했어요.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줌머분들 통역

일을 시켜서 통역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역사회랑 소통을 하게 되면

서 이곳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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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렵고 빠듯한 경제 상태

난민 인정 지위와 함께 참여자들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졌지만, 경

제적인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 다. 이러한 원인들을 보면 참여자

들이 일하는 직종이 부분 공장의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직업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그나마 소득이 나아지지만, 자녀가 어린 여성 참여자들은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경

제활동을 포기하고, 배우자 혼자 생계를 어렵게 책임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여자들은 매일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따라

서 부족한 소득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에서 식품이나 주거비 등 기본적으

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역 외에는 거의 지출을 하지 않는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은 일정하지 않

아요. 150~200 정도. 수입이 적을 때는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요. 

옷이나 외출, 외식 같은 지출을 아예 안 하고 정말 먹는 것만 지출을 

하는 거죠. 1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매달 살아가기

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축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특히 매달 지출되는 

월세 부담이 많이 커요. 월세만 줄여도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A).

지금 아이들이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맞

추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 어린이 집이 8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모든 

직장들을 대부분 9시부터 시작하고 5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거든

요(참여자 F).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족이 제 로 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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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C는 난민 신청을 하기 전에는 NGO에서 취업이 금지된 난민신청자 

가족을 위해 매달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의존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되면서 NGO의 지원

들이 중단되었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면 오

히려 난민신청자일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음을 토로하

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직

업과 소득을 통해 저축도 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세우고 싶다는 바람도 표

현하 다. 

난민 인정 못 받았을 때는 NGO가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이 도

와줬었어요. 그런데 난민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지원들이 다 없어졌어

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더 조금 힘들어졌어요(참여자 C).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두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 생산량이나 물건이 팔린 정도에 따

라서 일을 계속하거나 그만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좀 더 안정

적인 직업을 갖고 싶지만 그게 어려워요(참여자 A).

  (3)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유지를 위한 여유 없는 삶 속에서도 일부 참여자

들은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과감히 교육에 자신을 투자하는 결단력

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학위 취득, 보다 전문적인 직업

훈련과 같은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일용직 난민 노동자

의 지위에서 좀 더 발전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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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해요. 그래도 주말에 저는 일요일마

다, 아내는 토요일마다 한국어 수업에 꼭 가요. 저는 고국에서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법을 공부해서 난민을 위한 법에 관련

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고국에 있는 친척에게 제 대

학교 졸업장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어요. 졸업장이 있으면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법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지금 저의 사회경제적인 상황도 더 좋아질 거라

고 생각해요(참여자 F).

저는 고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대

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꼭 받고 싶어요. 학위가 있으면 더 좋은 일

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한국 선생님이 사회통

합프로그램에서 레벨 5까지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꼭 이 프로그램을 마쳐서 영주권을 받고 싶어

요.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꼭 해내

려고 해요.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업훈련을 받

은 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 힘들었어요. 그때는 생계도 

중요했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공장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직업훈련

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참여자 B).

다. 심리적 안정

  (1)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 참여자들은 더 이상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

다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한국

에서 살 수 있다는 기 감으로 심리적 상태가 안정되는 경험들을 하 다. 

또한 난민 인정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한 시민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어 한국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정착을 기 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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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와 혼란으로 난민 신청을 했던 참여자들

은 한국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과 안전함을 높이 평가하 다. 이러

한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심리적 상처와 불안감

이 해소되는 경험들을 하 다.

저는 고국에서 고문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한국에서도 늘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난민인정자가 된 후부터는 고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은 후부터 시민으로서의 의식이랄

까, 이런 소속감과 감사함이 생겼어요(참여자 B).

남편은 고국에서는 정치적인 불안과 압박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한국에서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택시를 타도 어디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안전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

어요(참여자 A).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여서 모든 것이 다 안전해요. 정치도 안전하고 

공기오염도 없어서 안전해요(참여자 F).

한국에서는 모든 게 자유로워요. 일을 할 때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

게 할 수 있고,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전에 예멘 난민들 일

이 있었을 때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나가하고 

하면 어떡하나 하구요. NGO 직원이 우리는 이미 난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

어요(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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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을 위한 삶

  (1) 본국 가족과의 재결합 희망

본국에 가족을 두고 온 참여자들은 난민인정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본국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 감을 경험하 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온 부모들은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

함과 그리움으로 늘 마음이 무겁고,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과 재결합하기 

위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걱정과 조바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즉 이들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착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

는 본국 자녀와의 재결합에 한 희망과 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다.   

고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오랫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국의 정치적 상황도 좋아졌

고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으니 고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난민인정자인 F2 비자라서 고

국에 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락 안 해줄 것도 같아요(참여자 I). 

계속 콩고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올 때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부탁했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누가 

잘 돌보고 있을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 못 본 지 9년이 되어 

가는데 아이들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이 없

어서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모르겠어요(참여자 C).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맡기고 온 두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이제 아이들과 재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

복했어요. 난민인정자들은 아이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초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큰 집도 찾아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해요. 지금 큰딸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엄마의 관리와 케

어가 필요해요(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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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난민인정자들은 한국에서 어떻게든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기 위해 노력

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삶과 미래 때문

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

육에 한 투자 다. 여유 없는 생활에서도 자녀의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성장

하고 정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한국인

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동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기도 하 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한 혼란과 이로 인한 언

어 발달의 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여자 H는 줌

머족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의사소통 장벽과 이로 인한 유기적

인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면서 자신의 민족,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했고,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 다. 이는 비단 줌머 

난민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다. 다른 난민 가정의 자녀에게

서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로 보 다. 특히 난민 1세 인 부모와 자녀 사이 

문화 적응의 격차와 한국어를 더 선호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장벽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녀 발달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한 책이 필요해 보 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제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할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교육비가 비싸질 텐데 그때 아이의 교육을 위

한 돈이 필요하니까요(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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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역사와 

같이 한국에 대해 교육하고 그래서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시

키고 싶어요(참여자 F).

 

우리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언어 정체성, 문화 정체성, 민족 정체성 등. 그리고 줌머 자녀들은 언

어 발달 문제가 있어요. 학자분들이 이게 정체성 문제로부터 발생한 

거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발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요. 아이들 열 명이면 그중 다섯 명이 발달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언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죠. 부모들도 기본적인 말 외에는 한국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커넥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어를 잘해야 아이들이 배울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들이랑 줌머 언어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 한국어

로도 잘 안 되지, 그래서 애들이 언어 성장이 늦어요(참여자 H).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

착하기를 희망하 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삼고 있었

다. 이들은 여전히 고국을 그리워하고 이방인의 삶을 힘들어하면서도 자

녀를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의 학교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일 년에 

2~3번은 꼭 아이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첫 번

째 학부모 상담은 무조건 가구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걱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죠. 우리 아이들을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이든지 저는 항상 지지할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장벽을 깰 수 있으니까요(참여자 D). 

한국에 와서 정말 고국 생각 많이 했고 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지

만 우리 아이가 한국에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저는 아이의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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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고 클 때까지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참여자 G). 

마.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1) 민간 기관의 도움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한 참여자들에게 난민 신청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지 체계는 난민들을 지원하는 

NGO들이었다. 난민인정자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장벽에 

부딪칠 때마다 NGO 전문가들은 이들의 통역자이며 중재자, 옹호자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전에 제 여권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난민 지원 기관의 선생님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

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저랑 은행에 가서 제가 난민이고 여행증명서

가 여권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참여자 D).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글로벌센터에서 많이 도와

줬고, 이번에 직장에서 계약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센터의 다른 

분이 중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난민 신청할 때는 통역일도 해 주었

구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

어요(참여자 I).

  (2)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

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회 같은 종교 단체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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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는 사이가 많았고, 그나마 한국인들과 교류할 기

회조차 없는 참여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거나 견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로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한국인 친구가 난민이나 외국인에 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에 해 실망하기도 하 다. 참여자 F의 경우 직장에서 부당한 일

을 경험하고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인들과 나쁜 관계

를 가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자신의 이익보다 한국인

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정도로 한국인 그리고 한국 사회와 좋은 유 관

계를 가지기를 희망하지만, 이들이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국어라는 장벽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반면에 일부 참여

자들은 수용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국인 친구들이 있

었고, 그들을 통해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친구들을 대부분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

면 전화도 가끔 해요(참여자 A).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했는데,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날에는 혼자서 집에서 아무

것도 못 사고 누워만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도 없고 그때는 고국 친구

들도 몰랐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참여자 I).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노동부에 갈 수 없어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해서 이기더라도 직장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는 게 싫어요. 저는 한

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참여자 F).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한국인들 전체가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한국인 친구가 어느 날 

두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저와 같은 난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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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성장하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

을 낳을 텐데 혼혈 아이들이 많아질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오픈 마인드이고 좋은 사람이라

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좋은 한국인 친구들도 많아서 괜찮았어요(참여자 D).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줄 때 가끔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요. 그럼 

저한테 OO 엄마라고 하고 말을 거는데, 저는 그냥 인사만하고 와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 엄마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해요(참여자 E). 

제가 알게 된 한국인 여성이 어느 날 제가 좋다면서 저의 친구이며 

멘토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분이 저의 좋은 친

구이며 큰언니가 되어 줄 테니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고 하더라구요(참여자 B).

  (3) 이주민 공동체 활동

낯선 타국에서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지지 체계이다. 특히 한국 이주 역

사가 길고 공동체 관계가 견고하며 활동이 활발한 경우 이주민 공동체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어 난민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 다. 특히 김포시에 집중되어 있는 줌머족 공동체는 오

랜 역사와 강한 민족주의가 바탕이 되어 줌머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 외에도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이 있

는데, 이곳에서는 고국에서의 경험이나 지위가 중요시되지 않는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한 정서적 연 감을 갖게 되는데, 낯선 외

국에서의 삶을 이겨 나가는 중요한 정서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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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한 줌머인단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설립되고 지금까지 꾸

준히 활동을 하고 우리 줌머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상호 상호교

류가 돼요. 어찌 보면 현지와 다른 다름없이 우리가 서로서로 어울리

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서로서로를 돕긴 하는데 전에 더 도움

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누군가가 미등록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고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는데 맹장 수

술하는 데 180만 원 필요하면 바로 걷어 버렸어요. 이렇게 도와가면

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거의 다 자립해 가니까 그런 일들

이 별로 없어요. 자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제도적으로도 많이 도움받

고, 또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분들은 부부끼리 맞벌이로 활동하면서 경

제적인 자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들을 지금 극복하고 있

는 상황이죠(참여자 H).

부룬디 사람들하고는 거의 매일 만나서 쇼핑도 가고 이야기도 해요. 

교회에도 부룬디 공동체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만나면 우리 전통 악

기도 연주하면서 어울려요. 한국에 있으면 고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잊고 여기서 가족이 되어요. 만약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

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참여자 A). 

이주민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는 출신국 이주민들의 적응과 자립을 지원

하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한국 사회와 이주민을 이어 주는 중요한 연

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 다. 줌머 공동체처럼 한국의 지역사회와 어울리

면서 자연스럽게 줌머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러

나 부분의 이주민 공동체는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하지 않다보니 참여자들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

이지 않은 모습을 보 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난민인정자들은 출

신국 공동체보다는 난민 지원 기관에서 만난 다른 난민들과의 교류를 통

해 정보나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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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줌머분들이 잘 적응해 와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와 아무

런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 행사할 때 시장까지 나오고, 

지역 주민도 나오고 물론 참여하는 한국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그래도 

반응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동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나와

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서로 소속감을 가지니까요. 줌머분들

이 행사할 때 시장이나 주민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 사회에 함께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H).

콩고 공동체는 난민뿐만 아니라 유학생, 노동자까지 다 참여해요. 

문제는 점점 콩고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거의 공동체 모임이 없

다는 점이죠(참여자 D). 

영역 주제 범주 개념

난민 인정 
이후  

삶의 경험

사회보장제
도의 혜택

의료보험 가입 자격을 
얻음

사회보장서비스 가입이 허용됨, 아픈 딸을 
위해 의료보험에 가입, 건강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듦,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이 수월했음, 일을 하지 않을 때 보험
료 부담이 커짐,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포
기함, 한국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 제도에 
만족함.

생계와 주거 관련 지원 
받음

기초생활수급비 중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을 받음,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 임 주택에 
입주함,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긴급복지지
원을 받음.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받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매달 받는 양육수당,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합법적 취업이 허용됨

취업이 가능해짐, 안정적이고 보호된 취업
이 가능함, 직장에서 4  보험에 가입됨, 
주변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함, 난민 
인정 이후 사무직에 취직함.

어렵고 빠듯한 경제 
상태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음, 수입이 
적을 때는 지출을 최소화하여 생활함, 어린 
자녀가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됨, 저
축은 생각도 못 함, 난민 인정 이후 NGO
의 지원이 중단됨, 주거비 부담이 큼, 안정
된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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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제 범주 개념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움, 공부를 계
속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희망함, 사회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권 취득을 
계획함, 본국에서 학 졸업장을 확보해 
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결단 필요함.

심리적 안정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

난민인정자 신분이 주는 안정감, 시민으로
서의 소속감을 가짐, 본국 자녀와의 재결합
에 한 기 감, 거리에서도 안전함을 느낌. 

가족을 위한 
삶

본국 가족과의 재결합 
희망

본국의 가족들이 그리워도 만나기 어려움, 
어머니를 모셔 오고 싶어 함, 본국에 자녀
가 있지만 돈이 없어 데려오지 못함.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자 노
력함, 자녀에게도 모국 문화를 심어 주려고 
노력함, 자녀를 위해 한국 국적 취득을 계
획함,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살기
를 원함, 자녀를 위해 저축이 필요함, 자녀
의 정체성 혼란과 아동 발달의 어려움, 자
녀와의 언어적 장벽을 염려하며 한국어를 
배움, 자녀를 위해 한국을 떠나지 않음.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민간 기관의 도움
한국 사회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NGO의 도움을 받음, 공공기관 이용 시 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함.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교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림, 한국인과 친해
지기 위해 노력함, 삶의 멘토와 같은 한국인 
친구가 생김, 한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
해 부당함도 참아 냄, 한국인 친구들이 있지
만 깊은 화는 불편함, 호기심이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한국인들이 불편함, 자녀
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제하기 어려움,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음.

이주민 공동체 활동

강력한 연  관계를 통해 출신국 이주민을 
지원하는 줌머 공동체, 같은 출신국 공동체
에서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음, 출신국 
공동체를 통해 한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
되려고 노력함, 타국에서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짐, 난민지원
센터를 통해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의 관
계 맺기, 한국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난민 공동체, 출신
국 사람이 줄면서 공동체 활동이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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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제의 경험

난민인정자들은 법적 지위의 변화 이후 다양한 역에서 새로운 변화

와 경험을 하 으나, 반면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배제와 차별의 문제들

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배제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고용 차별과 경제적 배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도적 지원으로부

터의 배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가. 고용 차별과 경제적 배제

  (1) 고용 차별 

참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싶어도 빈곤

한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난민들을 고용하지 않으

려는 사업자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참여자들의 경우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고용을 거부

당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노동자들을 원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 다. 

공장 관리자가 일을 하려면 우리가 쓴 히잡을 벗어야 한다고 했어

요. 우리한테 히잡은 중요한 의식이고 히잡을 쓰고 위생 모자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는 계속 히잡을 쓰고 일

하려고 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공장에서 해고됐어요(참여자 E).

전화로 고용주랑 얘기하면 일을 하러 사무실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우리가 흑인이라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로는 

일해도 된다고 하고 직접 만나면 우리는 ‘까만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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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참여자 G). 

남편이 3년 동안 직장을 찾으면서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거절을 당한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찾다가 마지막 회사에서 받

아 준 적도 있어요(참여자 D).

때로는 고용된 직장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차별 우를 받기도 하

다. 퇴직금이나 잔업 수당과 같이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노동권들이 참여자들에게서는 종종 무시당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

다. 그러나 난민들의 구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 참여자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참으면서 어떻게든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제가 정말 냄새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10개월을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일을 그만둬

야 하나고 물어보고 센터에서 선생님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10월 때 그만 두고 계약서를 다

시 쓰자고 한 거였어요. 제가 난민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요(참여자 I).

공장에서 밤까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퇴근하고 다른 일이 있는데도 

잔업을 계속 시켜요. 그래 놓고 잔업에 대한 돈도 안 주고 몇 년째 월

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신고하면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취직이 빨리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일하고 있어요(참여자 F).

  (2) 일을 통한 자립의 어려움

부분의 참여자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생계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일

을 하여 자립하기를 원했지만, 난민인정자들의 취업이 너무나 어렵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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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일을 통한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참

여자들은 고국에서보다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아졌고, 난

민인정자가 되고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다는 기쁨은 다시 절망감으로 변

하기도 하 다.

고국에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

았어요. 저도 일을 했었고, 월급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썼어요. 아버지

는 은행원이셨고, 어머니는 의사였는데 우리 9남매 모두 대학까지 교

육을 잘 받았어요. 고국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어요(참여자 D).

그나마 참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고된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공

장 일들이었는데 여성 참여자들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환

경 속에서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

하 다.

2년 반 동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자가 하기에

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이 힘드니까 두 달을 못 버티고 결국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았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해요. 일을 안 하면 돈

이 없으니까 몸이 아파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힘들어요.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참여자 B).

고용에서의 인종적 차별 외에도 참여자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고국

에서의 경력 및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 좋은 조건

과 환경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고국에서 고학력에 전문

직 일을 하 더라도 한국에서는 언어와 경력 증명의 어려움이라는 장벽



제7장 국내 난민인정자 정착과 배제 경험: 복지(사회보장)와 노동체계를 중심으로 227

에 부딪혀 결국 낮은 임금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도 그렇고 본국에서 교육도 잘 받았고, 전문 기술이나 경력도 많

은 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국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여

기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저와 같은 난민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이 돼요(참여자 B).

난민인정자들의 구직을 도와주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

부와 같은 정부 기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 다. 취업 연계의 역

할을 하는 기관들은 참여자들에게 맞는 사업장 리스트를 정리해서 전화

로 고용 여부를 문의할 뿐 적극적으로 사업체를 찾아서 이들이 취업이 될 

때까지 자리를 연결해 주는 일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급

해진 참여자들은 상 적으로 일자리 연계가 더 빠른 직업소개소에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지난주에도 갔는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3~4개 회

사에 전화를 걸어서 외국인 일할 사람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회사들이 전부 ‘우리는 외국인은 필요 없어요’라고 하니까 일을 구하

기가 어려워요(참여자 G).

고용노동부 직원은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회사에 전화

를 하면 ‘외국 사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하거나 외국인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고. 아니면 한국말 잘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직원도 어쩔 수가 없어요(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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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직업소개소에 돈을 내고 일을 구했어요. 

130만 원 정도 주고 지금 일하는 공장에 취직했어요(참여자 I).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에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강조하 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

적으로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워야겠죠(참여자 A). 

  (3)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생계비 지원

9명의 참여자 중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자는 총 

3명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아기 자녀가 있고, 현재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2명은 수급 자격을 얻어 매달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조건부 수급자로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비록 액수는 많

지 않으나 국가의 생계비 지원이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명의 참여자 중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생계비 지원 등에 해 

알아보고 신청하 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원을 거부당하 다. 

특히 6명의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참여자 I는 생계비 지원 액수가 6식

구가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적어서 신청을 포기하 다. 참여자 I와 G는 생

업을 위해 구입했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는 주민센터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다.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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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경우 가정 조사에서 3식구가 투 룸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상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들이 난민

들의 생활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 다. 특히 난민들의 경우 자녀

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다자녀 난민 가족을 위한 세금이나 비용 감

면의 혜택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점도 정부 생계비 지원 시스템의 한계

로 지적하 다. 이렇듯 정부의 생계비 지원 제도에 한 불만은 한국의 

공공부조 체계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격 조건에 한 설명을 

제 로 듣지 못하다 보니 난민으로서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제외된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다.

주민센터에 가서 생계비 신청을 했는데 남편한테 오래된 차가 있다

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까지 일을 하러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자동차는 우리한테 필수품인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민센터를 찾아

가지 않았어요(참여자 G).

우리가 지금 투 룸에서 살고 차가 있다고 주민센터에서 안 도와줬어

요. 전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지금은 일도 못 

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데, 방이 2개 있다고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3명인데 방이 1개이면 아이는 어디서 자요?(참여자 C).

난민 인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찾아갔는데, 조건이나 지원받는 액수를 듣고 더 이상 물어

보지 않았어요. 6명의 가족이 한 달에 180만 원 이하의 수입이 있어

야 하고, 생활비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우리 식

구가 살기에 너무 적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식비며 아이들 교육

비, 교통비 등을 다 감당해요. 차라리 힘들어도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죠. 한국인들을 자녀가 1~2명밖에 없지만 난민 가족의 경

우 우리처럼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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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요.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자동차가 있으면 교통비를 더 절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자동차 세금이나 가

스비 할인 같은 지원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

이 아니라서 이러한 지원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참여자 F).

나. 교육으로부터 배제

  (1) 자립에 필요한 교육 참여의 장벽

참여자들에게 한국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과 취업

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분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수입

이 불안정하고 취업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적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어의 부족이나 전문 직업 기술의 부족과 같은 교육

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인적자본의 부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참여자들이 한국어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교

육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어 교육을 통한 안정된 취업

과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

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들은 아이를 맡기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충

분한 지지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교육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남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

런데 문제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교육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참여자 A).

한국 생활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예요. 제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지금은 아이가 어리고 제가 혼자 

데리고 있어야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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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난민인정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훈련들

은 주중 낮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계 활동이 급한 참여자들은 일

을 포기하고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들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자들만 참여가 가능한데, 이 카

드는 난민들을 상에 포함하지 않아 훈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는 난민인정자들은 이 수업

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난민들이 일하는 낮에 수업

이 있어서 참여가 어려워요. 이 수업을 들으려고 중간에 공장에서 나

올 수는 없잖아요(참여자 B).

저와 같은 난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대부

분의 한국어 수업들은 주중 낮에만 있어요. 주중 밤에 수업이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말이죠. 사실 주말에도 남편이 일을 가게 되면 저

는 수업에 가기가 힘들어요. 또 주말에는 못한 청소랑 집안일을 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한국어 수업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참여자 I).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랑 제 아내가 참여

하기를 원했어요. 그 교육 받으면 식당이나 자동차 공업 등에 대한 교

육들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일배움카드가 필요해

서 신청을 했는데, 난민들은 자격이 안 돼서 발급을 못 받았어요. 이 

카드가 없으면 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참여자 F).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

는 참여자 또는 자녀를 고등교육까지 시키기 원하는 경우 비싼 학비를 감

당하기 어려워 교육에 한 욕구가 높아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 다. 이들은 난민 가정의 자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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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 사회에서 향력이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그러나 현실에서 난민 가족들은 정부의 장

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

에 진입하는 데 큰 장벽이 있음을 지적하 다.

한국에서 좀 더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비가 너무 비싸서 고등

교육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난민들을 위해 학비가 좀 더 낮아

지거나 (웃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

어 장학금 제도 같은…. 그리고 취업 훈련들도 많이 지원이 되면 난민

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한국에서 

좀 더 잘 생활할 수 있겠죠(참여자 A). 

다.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배제

  (1) 난민지원법·제도의 한계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 정착과 적응의 가장 큰 장벽으로 난민지원법과 

제도가 현실에서는 제 로 실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 다. 이들은 난민

인정자가 되고 2페이지 정도의 서류를 통해 난민인정자에게 제공되는 국

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한 정보를 습득하 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원 신청을 하 지만, 많은 경우 지원 자격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고, 서류에 명시된 ‘내국인과 동일한 보장’이

라는 규정은 현실에서는 계속 불인정됨을 경험하 다. 즉 난민지원제도

는 있지만, 실제 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제도에 명시된 내용들은 제

로 실행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난민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서 무조건 외국인은 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여 참여자들이 큰 실

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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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이 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서류를 받

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보여 줬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거 당신은 받

을 수 없어요. 이 지원들을 한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라고 해서 스트

레스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런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 몰랐

고 immigration에서 난민 인정받을 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계속 주민센터 가면 한국 사람

만 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참여자 C).

물론 (난민인정자를 위한) 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요. 제도는 되어 

있지만 작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공무원들은 매뉴얼 보고 

일하는데, 보통은 외국인에 대해 약간 거부감도 있고, 난민인정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얼굴만 보고 무조건 외국인이라 안 된다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참여자 H).

 

참여자 D는 처음에 난민인정자가 되었을 때 삶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 하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민인정자가 되어도 자신의 삶은 많이 

변하지 않았음을 실감하 다.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

어 있지만, 실제로 구직과정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더 많고, 국가의 사회

보장제도들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 때문에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가 더 많았던 것이다. 난민인정자가 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이들은 정책과 사회지원의 사각지

에 놓이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지적하기도 하 다.

난민 인정을 받으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제도는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단지 ‘난민인정자들은 제도적으로 지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우리는 삶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

각하고, 법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난민신

청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죠(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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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 접근으로부터의 배제

참여자들이 정부의 지원 제도에 해 불만이 높고 답답함을 느끼는 주

요 이유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지원 정책에 한 설명과 어디에서 어떤 서

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난민인정자가 된 후 종이로 된 안내서만 받을 뿐 한

국 사회의 법과 제도의 현황과 난민인정자들을 상으로 하는 사회서비

스에 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 보니 자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

고 거부당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더 큰 실망감

과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인정받은 난민들은 아무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한

국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모르고, 일자리도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난민 가정에

도 애기 태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무료 예방접종 같은 건

강과 관련한 안내나 오리엔테이션이 제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물어보면서 찾아야 하

는 거죠(참여자 H). 

난민인정자가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실제로 저는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주민센터에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참여자 A).

참여자 I는 본인이 고용된 직장에서 4  보험에 제 로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하고 싶었으나, 각각의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이고, 각 

기관의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답답한 상태로 지내

고 있었다. 즉 사회보장서비스나 보험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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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배제는 난민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난민인정자

들에게 더 강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

을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어느 날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4대 보험 다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 진짜? 알았어’ 하고 

일주일 뒤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다른 4

대 보험도 진짜로 다 가입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는 확인할 방법을 몰라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F). 

  (3) 행정지원의 배제

사회보장서비스와 같은 국가 지원이나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

는 데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난민인정자들은 여권을 신하

여 한국 정부로부터 2년 기간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관공서 외에 

기타 상업 기관에서 여행증명서가 여권을 신한다는 점을 모를 경우 신

분을 증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경험하 다. 또한 난민 신분으로 

인해 본국 사관으로부터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혼인 

증명서가 없을 경우 참여자들은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가족 전체가 특정 시스템 안에서 함께 등록이 되기 위해

서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는데, 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

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서비스에서 가족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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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가져왔다. 한 예로 남편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 으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피부양자 등록을 거부

받아 적용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위

해 할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

려놓기도 했다.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료에 

한 부담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항상 

신분 증명으로 여권을 달라고 해요. 아마 여행증명서에 적인 제 ID 번

호가 은행 시스템에서는 인식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우

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권이 아니

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증명서가 여권과 같

은 것이라고 하고 또 저는 난민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해요(참여자 D).  

남편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증명서가 없어

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결혼신고를 하고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난민인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국 정부는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구요(참여자 A).

남편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저와 아들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은 남편 보험에 함께 등록되지 못했

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

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가족

관계증명서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들도 고려해 주면 좋겠어요. 결국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제가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아이들을 피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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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겨우 가입시켰어요. 우리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이 안 돼서) 남

편과 제가 이중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참여자 D).

행정서비스의 배제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에 따라 같은 서비스라도 지원이 되기도 하고 거부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아닌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서비스 지원의 현

황들을 한계로 지적하 다. 이렇듯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보장서비

스 외에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난민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

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 상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참

여자들은 다양한 행정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었다. 또

한 상업시설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난민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한국인과 다른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난민인정자들은 내국인과 다

른 차별을 경험하거나 난민인정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

식하 다. 또한 이는 일반 시민을 상으로 난민인정자에 한 교육과 홍

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내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담

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공무원을 만날 

경우 여러 가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

움을 주지만 조금 무관심하거나 냉정한 공무원을 만나면 ‘외국인이라

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거나 연락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참여자 G).

같은 복지서비스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남편이 전에 공무원 도움으

로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지원에서 탈

락되었어요.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도시나 지역 주민센터마다 

또 달라요(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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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

  (1) 난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난민에 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지적하 다. 난민이라고 하면 부분 ‘가난

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함께 붙어서 사람들

의 동정이나 연민 아니면 무시와 같은 상반된 시각을 받게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참여자들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문명적으

로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프리카에 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이렇듯 난민에 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아 가까운 지인들도 난민들에 해 경계심

을 보일 때가 많았다. 또한 같은 이주민이라도 결혼이주민이나 북한이탈

주민과는 다르게 우하는 사회적 인식은 이들 상자와 난민을 지원하

는 제도에도 차이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 다. 그러나 참여

자들은 한국인들과 피부색만 다를 뿐 많은 난민들은 본국에서 좋은 교육

을 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강조하 고, 한국 사회가 좀 더 난민

의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난민 하면 보통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출신국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마실 것

도 제대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민이 된 것인데,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 난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난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난민으로 

한국에서 살지만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왜 한국에서 사는지 

난민 입장에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같아요(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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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인 시각은 부

정적이죠. 난민의 꼬리표가 달려 있는…. 항상 난민에 대한 혐오가 있

는 거 같고 물론 좋은 생각으로 난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를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려면 

어떤 딱지 같은 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H).

우리 난민들은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또 다르게 인

식이 돼요.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처럼 도망쳐 나온 경우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하고 같은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한국인으

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우하죠(참여자 F).

또한 참여자들은 난민이라는 편견 외에도 여성과 인종에 한 이중 차

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성 참여자에 비해 여성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해 취업을 희망하여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

기가 어려웠다. 이들에게 허용되는 부분의 일자리는 강력한 육체노동

이 요구되는 남성 중심의 직종들이 부분이었다. 또한 아프리카의 국가

에서 온 난민인정자들은 난민의 지위 외에도 흑인이라는 인종적 특징이 

한국 사회에서 환 받지 못하고 차별의 상이 되는 점들을 지적하 다. 

때로는 난민이라는 신분보다는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라는 점과 한국보다 

빈곤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인종, 국가적 특성들이 오히려 더 큰 

차별을 만들어 내기도 하 다. 따라서 난민에 한 인식 개선이나 이해 

교육에서 성별과 인종 및 민족에 한 반편견, 반차별 교육들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학교 못 간 사람이에요.(웃음) 티비에서 다큐

멘터리 보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계속 나쁜 쪽만 보여 줘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 한국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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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많이 안 가 봤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다큐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참여자 C). 

우리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일을 구할 때도 흑인들을 고용 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샤워를 잘 안 해서 까맣다고 우리 피부색을 가지고 차

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여자라서 일을 찾는 것도 더 어려워요.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

은 그일마저도 찾기가 어려워요. 또 아이가 어린 경우 하루 8시간 이

상 일을 하거나 주말에는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

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참여자 G).

  (2)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고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난민인정자들은 기존의 사회적 지지 체계

가 무너지고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장벽과 난민에 한 이해 부족 그리고 고정

관념들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

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고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고국에서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항상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

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8시간씩 일하고 오면 친구들이 모여서 하루 

일과 이야기도 하고 가까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기도 어렵고, 또 아기 있고 일하다 보면 친구들을 매

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고국에서와 달리 오랫동안 알면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도 어렵구요(참여자 I). 

우리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이주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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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우리를 좀 더 따뜻하게 인정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에 통합되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 A).

  (3)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차별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에게 부여되는 부정적인 꼬리표와 차

별이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해 걱정과 안타까움

을 표현하 다.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

들이 접촉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꺼려하거나 아프리카 난민의 자녀라는 이

유로 어린이집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하 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부분 난민 가정의 2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어와 한국 문화가 더 익숙하고 자신들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들을 여전히 외국인, 난민, 이방인으로 우하

며 ‘우리’가 다른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의 자

녀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 다. 참여

자들은 한국에서 난민의 자녀들이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비

판하며 아이들의 미래가 이로 인해 포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에 어린이집을 알아보는데 일부 원장님들은 우리 아이가 아프리

카 사람이라고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전화로 물어볼 때는 자리가 있

다고 하더니 직접 아이를 데려가면 자리가 없다고 하거나, 먼저 아이

를 만나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에 다니기 전에 우리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한 적도 있고.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와서 보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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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한국 문화가 더 편하고 어릴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크면서 점점 본인이 한국 아이들과 다르고 그

래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한국인 대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친구들한

테 피부색 때문에 차별도 경험하고….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랑 물을 나눠 마시는데, 그 친구가 같이 마시는 걸 거부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 보니 저희 아들이 마신 물을 마시면 피부가 까매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상처 많이 받았죠. 아이는 콩고가 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난민의 경험을 한 적이 없지만, 법적으로 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미래의 꿈

을 얘기하다가도 ‘어차피 한국에서는 못해’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아

프죠(참여자 D).

영역 주제 범주 개념

배제의 
경험

고용 차별과 
경제적 배제

고용 차별

구직 과정에서 문화적 차별, 동남아시아 
노동자만 찾고 아프리카 노동자는 고용을 
거절함, 냄새 나고 고된 공장 일만 기회가 
주어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함, 일에 한 정당한 급여
를 주지 않음. 부당한 우에 불이익을 당
할까봐 응하지 못함.

일을 통한 자립의 어려움

고국에서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 
여성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노동 환경, 여
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한
국어 능력 부족과 경력 및 교육 증명의 
어려움으로 좋은 직장 취업이 어려움, 정
부 기관의 소극적 지원은 취업으로 이어
지지 못함, 취업을 위해 직업소개소에 돈
을 내고 일을 구함, 여기저기 가능한 아르
바이트를 하면 생계유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함.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생계비 지원

가족 상황에 맞지 않는 수급비 지원 금액
으로 도움 요청을 포기함, 다자녀 난민 가
족을 위한 감면 혜택이 부족함, 자동차, 
주거 규모 등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지키
지 못해 지원에서 탈락함, 취업이 어려움
에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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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제 범주 개념

교육으로부
터 배제

자립에 필요한 교육 
참여의 장벽

안정된 취업을 위해서 전문 취업 교육이 
필요하지만 생계활동으로 참여가 어려움, 
자녀 양육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움, 일을 
해야 하는 난민들은 주중 교육 참여가 어
려움, 난민을 위한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
원의 부재,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에서 
제외되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함.

제도적 
지원으로부

터 배제

난민지원법·제도의 한계

난민인정자 관련 서류에 명시된 ‘내국인과 
동일한 보장’은 현실에서는 계속 거부됨, 
난민 지원 제도는 있지만 실행 장치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음, 공무원들도 난민지원
제도에 해 잘 이해하지 못함, 난민인정
자와 이주노동자를 구분하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거절함, 난민지원제도가 오히려 인
정자를 지원의 사각지 로 집어넣음.

정보 접근으로부터 배제

난민인정자 상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
에 한 OT가 없음, 난민이 신청할 수 있
는 복지서비스에 한 정확한 이해가 없
이 서비스를 신청함, 4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름, 구체적인 복지
지원 서비스에 한 이해가 없음.

행정지원의 배제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는 신분 증명의 제
약이 많음, 본국 사관으로부터 결혼증명
서 발급을 거부 받음,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을 받지 못해 의료보험에서 남편의 피부
양자로 등록하지 못함, 자녀의 보험 가입
을 위해 부부가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함,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지
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짐, 주민센터마다 
서비스 지원이 일관적이지 않음.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

난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불쌍한 사람, 
난민의 부정적 꼬리표, 가까운 친구도 외
국인에 한 경계심을 보일 때가 있음, 다
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게 
인식됨, 누구나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
음, 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
요함, 피부색만 다를 뿐 능력이 있는 사람
들, 난민과 여성의 이중차별 있음.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자녀 양육에 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
음, 한국인들로부터 환 과 이해받지 못
함, 혼자서 양육과 자신 돌보기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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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조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 정착과 적응의 장벽

이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로 긍정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조건으로 ‘난민인정자의 노력’, ‘제도적 지원’의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가. 난민인정자의 노력

  (1) 미래를 위한 희망

먼저 난민인정자 가족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어우러

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려운 현실의 장벽과 배제되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희망을 놓지 않

고 꾸준히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는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희망은 한국 국적 취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

었는데,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국 

사회에 한 소속감을 가지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

영역 주제 범주 개념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차별

피부색이 달라 접촉하는 것을 불편해함,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살기 
어려움,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함, 난민 자녀로서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움, 호기심을 넘
어 도를 지나친 행동에 불괘함, 자녀가 피
부색 때문에 친구로부터 상처받음, 어린
이집에서 아프리카 난민 자녀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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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진짜 ‘외국인 출신 

한국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본

국에서 더욱 위험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이겨 나가고 

처하려는 내면적 강함을 보여 주기도 하 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포기

하지 않았고,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책임감으로도 연결되었다. 

또한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출신국 또는 난민들에 한 사

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

다. 일부 참여자는 자녀가 성장하고 안정이 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기를 원하기도 하 다. 

국가에서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고 현행 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

고 잘 시행되면 좋고, 난민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한국 사회에도 잘 적응하게 되죠. 그래서 난민들도 노력을 많

이 해야죠. 난민들이 계속 도움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 기여를 

못 하더라도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갈 때 긍정적 이미지도 더 많이 만들

어지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참여자 H).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과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

으로 저랑 남편 모두 직장도 구하고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해요(참여자 E).

최종적으로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외국 출신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한국이 좋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는 내 나라로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는 

한국어를 배울 거고 한국 학교에 다닐 거예요. 아이들의 삶은 저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해요(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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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예요. 이 아

이들이 난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의 밑바닥으로 살게 되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영리하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는 부모인 저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나

라도 함께 도와줘야 해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아프리카 문

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보여지는 아프리카의 이미지

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문화를 가르치고 알리는 일

을 하고 싶어요(참여자 D).

종합해 보면 참여자들은 지금은 저소득의 일용직 노동자로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이지만,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한국 사회의 일원으

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제도적 지원

  (1) 난민들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참여자들은 이들이 더 이상 사회적 보호 상 또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

이 되는 상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 다. 즉 이들에 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교

육을 지원함으로써 난민인정자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이 난민인정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D는 지금까지 참여했던 한국어 교

육들은 일상생활에 유용하기보다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같은 인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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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하 다. 이는 실제로 한국인과의 화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

국어들을 가르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난민의 교육 수준과 욕

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서 모든 난민인정자들이 공장에서

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된다면 전문 직종에서도 고용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 다. 그 밖에 여성 난민들을 위한 생

애주기 건강 서비스나 양육 관련 교육들이 지원되고, 주거와 관련된 다양

한 교육과 정보들이 제공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적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

기를 희망하 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해

요. 특히 한국어 교육, 난민인정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시험

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 중심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되면 좋겠어

요. 또 직업훈련도 난민의 출신 국가나 고국에서의 전공 분야, 교육 

수준들을 고려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제공되면 좋겠어요. 

난민들이라고 언제까지 계속 공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요. 저는 마케

팅을 전공하고 본국에서 15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이러

한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한국어 교육이 지원되면 난민

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것 같아요(참여자 D).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지원되면 좋겠어요. 남편이 전에 6개월 

정도 한국어 수업을 지원받아서 다녔는데,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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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민을 위한 시스템

현재 난민지원 제도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난민들을 

다른 집단과 분리해서 법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이들에 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 다.

저는 지원이나 시스템에서 난민들을 따로 분리하기보다 통합해서 하

나의 시스템에서 지원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민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한국 사람들도 난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난민 관련 정책이 한국인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더 강한 것 같아요(참여자 D). 

한국 사회에 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난민인정자들을 위해 이들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나 담당 공무원들을 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에 

배치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한 지원 자격, 조건 등 난민인정자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

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난민에 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을 제

거하고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에 한 인식 개선과 반차

별 교육이 시민들을 상으로 일상생활 역에서 제공될 수 있기를 기

하 다.

한국에서 난민들을 전담해서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나 전담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

서 상담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

여자 C). 

난민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면 난민들이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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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찾아갈 때 거기에 맞는 지원들을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참

여자 H).

많은 한국인들은 난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 교육과 차별 금지 교육들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참여자 B).

영역 주제 범주 개념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조건

난민인정자 
의 노력

미래를 위한 희망 

국적 취득을 통해 진짜 ‘외국인 출신 한국
인’이 되고 싶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현재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려
고 함,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추구, 자
녀의 미래를 위한 노력, 한국의 아프리칸 
이주민을 위한 활동가, 고국으로 돌아가
기를 희망함.

제도적 지원

난민들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난민 
여성을 위한 건강 및 교육지원 서비스, 한
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기관, 난민의 교육 수준, 욕구에 맞는 직
업훈련 지원, 주거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필요함.

난민을 위한 시스템

난민들을 분리하지 않고 다른 집단과 통
합 지원하는 시스템, 난민들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 배치, 난민에 
한 인식 개선 교육 필요함.

제5절 소결

이 연구에서는 국내 난민인정자의 정착 과정과 생활 경험들을 파악하

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들을 복지서비스와 고용체

계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로의 긍정적

인 통합을 위한 조건들을 논의하고자 하 다. 그동안 국내 난민에 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의 지위나 법에 한 한계



25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와 방향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부분 난민 아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더구나 난민의 지

위가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

른 제도적 지원도 다르지만 기존 연구들은 난민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

어 이들의 복지 욕구, 법과 제도의 방향성들을 논의하 다. 그러다 보니 

난민의 욕구와 어려움, 지원 제도들이 난민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뒤섞

여 논의되고 이슈화되면서 이들에 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들이 증폭되

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난민 중에

서도 난민 인정을 받고 국내 난민법이 인정한 법과 제도의 지원 상이 

되는 난민인정자들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

과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와 맥락들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난민인정자들의 사회적 배제와 통합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총 10명의 난민인정자들을 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 분석에서 드러

나듯 난민인정자들은 한국 이주 과정과 난민 인정 과정에서 험난한 경험

들을 하 다.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여러 번의 인정 거부와 재심사 등의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이주에는 정치적 

망명 등 본인의 사유로 인한 이주도 있었고, 배우자의 망명을 따라 난민

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

관없이 본국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이주민이었다는 점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

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합법적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 다. 일부는 비자 연장을 못 해서 

불법체류자기 되기도 하 다. 또한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기

다리기까지 1~2년의 시간이 걸렸고, 일부는 2번 이상 심사에서 탈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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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원 기관의 도움으로 재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는 등 심사 과정이나 

결과가 결코 참여자들에게 평탄하고 쉬운 과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남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미 난민 인정을 받은 참여자들은 

비교적 쉽게 난민 인정을 받게 되어 난민 심사의 절차와 과정이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 참여자들은 비로소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의 지

원 상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서도 난민인정자가 되기 전과 후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  보험의 가입 자격을 얻었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참여자들은 기초생

활수급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수

당을 받게 되면서 일부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는 모두 난민법에

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동등한 지원 자격을 획득하면서 가능해진 

혜택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은 난민 인정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진 점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설명하 다. 참여자들은 국

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호보다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

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강한 자립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

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활동은 주로 단순 노동의 저임금 일용직 분야에 

몰려 있어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은 난민 

인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더 좋은 환경의 취업이 어려

운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과 교육 및 경력의 부족으로 나타나 참여자

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 삶의 중심과 방향이 ‘가족의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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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한국 사

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 이유가 자녀의 미래를 위함이었다. 참

여자 자녀들은 부분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적에 한국에 이주

하 기 때문에 본국보다 한국이 더 익숙하고 문화적으로도 더 많이 동화

되어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한국

에 정착하며 살아야 함을 받아들이고, 자녀의 미래와 한국 시민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본국에 자녀 또는 부모를 두고 온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재

결합을 꿈꾸며 기회를 만들고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한국인과 민간 기관, 이주민 공동체 등

의 다양한 사회체계와 관계를 맺으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고 있

었다. 특히 난민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난민 지원 NGO들은 이들이 난

민 신청을 할 때부터 난민 인정 이후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서 큰 도움을 

주는 주요 공공 지원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인과의 관계

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장벽과 참여자들의 제한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았다. 같은 난민이나 출신국 사

람들과의 이주민 공동체도 참여자들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에 도움이 되

는 주요 체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리고 출신국 이주민의 

수가 적은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참여자들은 이주민 공동체 활동에도 활

발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의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의 경

우 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왔고, 국내에 큰 규모의 이주민 공동체가 형

성되어 있어 초기 적응 과정에서 이러한 공동체 참여를 통해 적응에 필요

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의 경우 난민이나 

출신국 공동체의 규모나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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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동체가 기여하는 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방글라데

시 줌머 난민 공동체의 경우 줌머족의 민족적 특성과 경기 지역에 이들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특성들로 인해 이주민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은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

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

해 실제 생활에서는 자격을 불인정받는 배제된 위치를 재확인하기도 하

다. 먼저 참여자들은 난민인정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 취업을 허용’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인 고용 

차별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분 공장의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을 주요 구직 업종으로 삼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야는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주요 업종 분야이

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상 적으로 익숙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참여자들은 고용을 거절하

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은 ‘아프리카 사람 필요 없어요. 중국, 동남아

시아 사람 구해요’라는 말로 거절을 하고 이를 들은 참여자들은 고용주들

이 아프리카와 같은 특정 지역 출신 이주민이나 난민들을 차별한다고 인

식하게 되었다. 또한 직장에서 부당한 우를 받아도 직장을 그만둘 경우 

또다시 부딪칠 구직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맞 응하지 못하고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이를 상담하고 도움을 구

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약하다 보니 연 와 협력보다는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 높았다. 노동시장에서는 좀 더 고립된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

고용에서 거부와 배제를 경험하다 보니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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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고국에서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 낮아지기도 하 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일을 그만

두기도 하 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생활

을 하고자 노력하여도 그들이 꿈꾸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제적 자

립은 쉽게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배제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부족과 교육 및 경력의 불인정과도 연결되어 논의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고, 본국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필

요한데, 이러한 조건들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훈련, 학원 진학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일과 교육의 동시 참여의 어

려움과 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의 높

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의 교육 욕구와 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 인정 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한국 사회 적응 교

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에서는 한국어와 경제적 자립에 필요

한 취업 훈련, 한국 생활에 관한 정보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 참여자들을 가장 실망시키는 경험은 

제도적 지원으로부터의 배제 다. 난민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장’의 제도적 지원이 현실에서는 계속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제도적 실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 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정책 지원이 담당 공무원이나 주민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지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

원이 되지 않는 비일관적인 공공 행정 시스템에 한 문제점들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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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의 난민지원법은 법적으로는 잘 만들어져 있으나 이를 실행하

는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음을 고백하 다. 난민인정자들은 오랜 기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난민 인정을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공정 

지지 체계의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한 적절한 

예로 난민인정자들을 상으로 2페이지 정도의 법과 제도에 한 안내와 

지원 가능한 서비스들이 적힌 서류 외에 한국 생활이나 주요 서비스에 

한 안내를 제공하는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출입국관리소가 있지만, 이 기관은 

참여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난민 심사 관련 업무 외에 다른 복지나 행정서

비스에 한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자들

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의사소통의 장벽과 난민에 한 

이해와 교육을 제 로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이들이 원하는 정보와 도움

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

에 필요한 주요 정보 접근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

에 근거하여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자격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 밖에 여권

이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내국인을 상으로 발급되는 

일반적인 행정 증명서를 참여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발급받지 못하

다. 이는 각종 공공이나 민간 기관의 서비스 신청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인

정자들을 위한 복지 및 행정 지원에 한 내용들을 매뉴얼화하여 담당 공

무원이나 관련 민간 기관에 배포하여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요

청할 수 있다. 또한 매뉴얼의 내용을 난민인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비교적 쉬운 용어로 작성한 후 이를 어, 프랑스어 등 국내 난

민인정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적인 언어들로 번역하여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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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매뉴얼을 찾아 난민인정자들 스스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난민에 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인종과 여성, 난민의 

이중 차별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때로는 자녀에게까지 이

어지면서 자녀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었다. ‘가난하고 교육수준

이 낮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난민에 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은 한국

인들과의 보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

다. 특히 한국 사회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

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부분 

본국에서 학교 이상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본국에서 교사

나 공무원 등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들이 있었다. 부분 한국에서 공적 

지원 체계에만 의존하기보다 취업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위한 초

기 지원 시스템만 제 로 작동할 경우 난민은 한국 사회가 보호하고 도와

야 할 구제 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적자원 역

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 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난민에 

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가리어져 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앞으로 

자녀들이 한국에서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배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당분간은 한

국에서 정착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

다. 이러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었는데, 이들 자녀는 부분 한

국에서 태어나 자라 왔으며, 문화적 정체성도 부모의 고국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가 난민인정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수용하고 구성원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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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들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나 실질적인 제도

적 지원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하 다.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 스스로도 

한국 사회에 한 소속감을 가지며 한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함을 강조하 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도움과 보호의 상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 난민에 한 인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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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이 연구에 포함된 설문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배제 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과제와 이민정책연구원의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간에 연구 조사 및 교류 협력을 체결(2019. 2. 18.)

하여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실시하 다. 이민정책연

구원의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는 국민의 난민과 난민 관련 제

도에 한 이해 정도와 난민에 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배제 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

발’ 과제를 위한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와 중첩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 중 ‘난민 인식’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개발·조사

한 문항을 사용하여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반 하는 표들의 내용이 

두 보고서 모두에 제시됐다100). 표의 분석 내용에 한 설명은 각각 다른 

필자가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은 겹칠 수 있음을 밝혀둔다.

100) 이번 장의 표 8-1부터 8-16까지 모두 16개의 표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의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와 일부 동일한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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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 변수

국민의 난민에 한 인지도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아래 

<표 8-1>과 같이 크게 난민에 한 인지도와 난민에 한 태도로 나누어 

구성하 다. 이와 함께 응답자 거주 지역의 외국인과 관련된 특성을 객관

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나누어 사용하 다. 객관적인 지표는 조사 

지역 시군구 수준의 구분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주민 비율에 따라 분류

하여 세부 지표로 사용하 다. 주관적인 지표로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의식하는 외국인에 한 지표로 활용하 다. 

난민에 한 인지도는 주요 상에 한 인지도와 난민 및 난민정책에 

한 개념적인 인지도를 조사하 다. 주요 상에 한 인지도는 난민신

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각각에 해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리고 이 상에 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누어 물어보았다.  난민 

및 난민정책에 한 개념적인 인지도는 ‘난민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 

세 가지’를 적도록 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알아보았고, 동시에 난민 인정 

사유에 해서 알고 있는지를 각각 항목(인종, 빈곤101), 종교, 국적, 정치

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기타)에 하여 복수 응답을 하

도록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난민에 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 무엇

이고,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은 무엇인지를 측정하 다. 

다음으로 난민에 한 태도는 난민신청자에 한 태도와 난민인정자에 

한 태도, 그리고 난민 및 난민정책에 한 전반적인 태도로 나누어진

101)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 
해당되지만 빈곤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빈곤의 항목을 삽입하 다. 또한 다
른 이유로 오인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타를 표시한 경우 한글로 기입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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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민신청자에 한 태도는 여섯 개의 문항에 한 동의 정도를 질의

하 다. 난민신청자들에 한 박해의 위험에 한 동의 정도와 난민 심사

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취업 허용, 아동이나 청소년의 교육, 난

민신청자에 한 경제적인 지원,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에 한 의료서비

스 이용 가능에 한 동의 정도, 난민 심사 기간에 정부 운  난민지원센

터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한 동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인정자에 한 태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난민인정자가 기

본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권리에 한 부분과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향

에 한 부분으로 구성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난민인정자의 권

리에 한 태도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기본적인 인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

급여 권리,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 가족결합권에 한 동의 정도를 질의

하 다.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향에 한 태도에는 사회복지비용 증가

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 정도, 노동력과 재능 제공에 따른 경제적 기여 

정도, 범죄 유발 가능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지에 한 동의 정도가 해

당된다. 

마지막으로 난민 및 난민정책에 한 전반적인 태도로 ‘난민 심사가 공

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해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질의하 다. 또한 거주 지역에 난민이 미칠 향에 해서 부정적

인 향을 준다 0점, 향을 미치지 않는다 5점, 긍정적인 향을 준다 

10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에 해서 엄격해야 한다 

0점, 현행 로 한다 5점, 관 해야 한다 10점으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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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측정 변수

영역 중지표 세부 지표

난민에 대한 
인지도

주요 대상
인지도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들어본 경험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인지 수준

개념적 인지:
난민/

난민정책

﹡ 난민 연상되는 단어
﹡ 난민 인정 사유: 인종, 빈곤,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기타(복수 응답)
 ﹡ 난민정책 인지
  - 난민 신청 자격
  - 난민인정자 생계보조금 지원
  -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의 사회복지 혜택 차이
  - 난민인정자의 의무

정보 접촉 수단
및 내용

﹡ 정보 접촉 경로
﹡ 난민에 하여 가장 많이 들어 본 정보

난민에 대한 
태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태도

﹡ 본국에서의 박해에 한 동의 정도
﹡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취업 허락 동의 정도
﹡ 아동·청소년의 교육 동의 정도
﹡ 정부 운  난민지원센터 체류 동의 정도
﹡ 경제적 지원 동의 정도
﹡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의 의료서비스 제공 동의 정도

난민인정자에 
대한 태도

﹡ 기본적 인권 향유 동의 정도
﹡ 노동법적 권리 향유 동의 정도
﹡ 복지급여권 향유 동의 정도
﹡ 교육권 향유 동의 정도
﹡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향유 동의 정도
﹡ 가족결합권 향유 동의 정도
﹡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동의 정도
﹡ 노동력과 재능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기여 동의 정도
﹡ 범죄 유발 가능성 동의 정도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 
동의 정도

﹡ 난민의 긍정적·부정적 향
﹡ 난민정책 엄격·관  추진 방향

응답자 특성 지역 특성
*외국인 주민 비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관적 평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
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3, III-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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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답자 특성

국민의 난민에 한 인지도 및 태도에 한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표 

8-2>와 같다. 

전체 4001명 중 남성은 2021명(50.5%), 여성은 1980명(49.5%)을 차

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

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졸 이상이 전체의 47.4%이고, 고졸 36.8%로 전

체의 80% 이상이었다. 졸 이상인 남성은 51.0%, 여성은 43.7%인 반

면, 초졸 이하인 남성은 5.4%, 여성은 10.9%로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전체의 63.4%가 유배우로 집계되었

고, 유배우 비율은 여성(65.0%)이 남성(61.9%)보다 높았다. 미혼 비율은 

남성이 31.3%로 19.2%인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상용직 근로자가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으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26.4%로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

었다. 남성의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44.0%), 자 업자(24.3%), 비경제활

동(15.6%)의 순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비경제활동(37.3%), 상용직 근로

자(27.7%), 자 업자(13.7%), 임시직 근로자(10.1%)로 성별로 큰 차이

를 보 다. 주관적 외국인 인식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편이

라는 응답자는 56.3%, 보통 25.5%, 적은 편이라는 응답자는 18.3%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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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계 4,001(100.0) 2,021(50.5) 1,980(49.5)

연령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세 이상

736(18.4)
724(18.1)
828(20.7)
824(20.6)
888(22.2)

389(19.3)
 403(19.9)
 400(19.8)
 404(20.0)
 425(21.1)

 347(17.5)
 321(16.2)
 428(21.6)
 420(21.2)
 463(23.4)

계 4,001(100.0) 2,021(100.0) 1,980(1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326(8.2)
  308(7.7)

 1,471(36.8)
 1,895(47.4)

  109(5.4)
  139(6.9)
 742(36.7)

 1,030(51.0)

 217(10.9)
  169(8.5)
 729(36.8)
 865(43.7)

계 4,001(100.0) 2,021(100.0) 1,980(100.0)

혼인 
상태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

 2,538(63.4)
  30(0.7)
  255(6.4)
  165(4.1)

 1,013(25.3)

 1,252(61.9)
  14(0.7)
  36(1.8)
  87(4.3)

 633(31.3)

 1,286(65.0)
  15(0.8)

 219(11.1)
  78(4.0)

 380(19.2)

계 4,001(100.0) 2,021(100.0) 1,980(100.0)

경제
활동

상태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1,438(35.9)
  317(7.9)
  136(3.4)
  65(1.6)

 763(19.1)
  109(2.7)
  119(3.0)

 1,055(26.4)

890(44.0)
  117(5.8)
  84(4.2)
  51(2.5)

 492(24.3)
  7(0.4)
  65(3.2)

 315(15.6)

 548(27.7)
 200(10.1)
  51(2.6)
  14(0.7)

 271(13.7)
  102(5.2)
  54(2.7)

 739(37.3)

계 4,001(100.0) 2,021(100.0) 1,980(100.0)

주관적 
인식

외국인 많음
외국인 보통
외국인 적음

2,252(56.3)
1,018(25.5)
731(18.3)

1,124(55.6)
523(25.9)
374(18.5)

1,128(57.0)
495(25.0)
357(18.0)

계 4,001(100.0) 2,021(100.0) 1,980(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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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난민에 대한 인지도

  1. 대상별 인지도

난민 인정 심사 절차상 난민은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세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 해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누어 조사하 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 항목에 해

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

지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에 먼저 들어 본 경험의 

유무, 그리고 각 상에 한 인지 수준을 ‘매우 잘 안다’(1점)에서 ‘전혀 

모른다’(5점)로 응답하 다. 이 장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전혀 모른

다’를 1점, ‘매우 잘 안다’를 5점으로 역코딩한 결과를 제시하 다. 

난민 주요 상에 해 들어 본 경험에서는 난민신청자가 71.1%로 가

장 많이 들어 보았고, 다음이 난민인정자 50.4%, 인도적체류자 49.8%로 

나타났다. 즉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에 해서는 국민의 과반수 정

도만 들어 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별 인지도를 보면, 난민신청자는 평균 2.59점, 난민인정자 2.35

점, 인도적체류자 2.31점으로 모두 3점에 못 미치고 있어 모르는 편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조금 안다’와 ‘매우 잘 안다’의 응답률이 난민신청자 

19.9%, 난민인정자 13.1%, 인도적체류자 12.3%로 모두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에 한 주관적 인지도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세부 집단 중 주관적 인지도의 평균이 

보통(3점) 이상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난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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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30, 40 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 보다 높았다. 학력별로는 졸 이상의 주관적 인지도가 다른 집단

보다 높았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도

가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난민

인정자에 한 주관적 인지도의 차이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에 

한 인지도 차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소득 분위에 따라서도 난민 주요 상에 한 주

관적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소득일수록 주관적 인지도가 높은 경

향을 보 다. 거주 지역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거주하는지에 한 주관적

인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편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에 외국인이 적은 편 혹은 보통이라고 한 경우보다 난

민 주요 상에 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았으나,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표 8-3> 인구학적 특성과 난민 주요 대상 주관적 인지도

 (단위: 점, %)

구분
난민신청자

평균(표준편차)
난민인정자

평균(표준편차)
인도적체류자

평균(표준편차)
비율

남성
2.69
(0.95)

2.47
(0.96)

2.43
(0.95)

50.5

여성
2.48
(0.95)

2.22
(0.93)

2.20
(0.94)

49.5

t 5.37*** 6.34*** 5.79***

19~29세
2.54
(0.85)

2.32
(0.85)

2.32
(0.87)

18.4

30~39세
2.73
(0.97)

2.47
(0.99)

2.46
(0.98)

18.1

40~49세
2.71
(0.94)

2.44
(0.96)

2.40
(0.93)

20.7

50~59세
2.63
(0.92)

2.43
(0.92)

2.37
(0.96)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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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산정하여 5분위로 나누어 할당하 음. 2) 행정안전부 외국인 밀집 지역. 
3) 주관적 거주 지역 외국인 정도를 의미함.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6, 7, 8 재구성

구분
난민신청자

평균(표준편차)
난민인정자

평균(표준편차)
인도적체류자

평균(표준편차)
비율

60세 이상
2.35
(1.03)

2.11
(0.97)

2.06
(0.96)

22.2

F 15.16*** 15.02*** 16.40***

초졸 이하
1.97
(0.93)

1.76
(0.86)

1.75
(0.84)

8.2

중졸
2.17
(0.91)

1.99
(0.84)

1.94
(0.88)

7.7

고졸
2.50
(0.90)

2.25
(0.87)

2.22
(0.87)

36.8

대졸 이상
2.83
(0.92)

2.58
(0.96)

2.55
(0.96)

47.4

F 89.39*** 83.67*** 80.49***

소득 1분위1) 2.21
(1.00)

2.01
(0.96)

1.96
(0.96)

소득 2분위
2.51
(1.01)

2.28
(1.01)

2.26
(1.02)

소득 3분위
2.59
(0.91)

2.33
(0.90)

2.31
(0.90)

소득 4분위
2.76
(0.89)

2.46
(0.89)

2.40
(0.90)

소득 5분위
2.78
(0.78)

2.57
(0.90)

2.56
(0.89)

F 30.54*** 26.09*** 27.32***

외국인 밀집 지역2)

  거주○
2.57
(0.88)

2.34
(0.87)

2.30
(0.88)

50.0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

2.60
(1.02)

2.35
(1.02)

2.33
(1.02)

50.0

t 0.63 0.15 0.56

거주 지역 외국인 
적음3)

1.70
(0.79)

1.51
(0.71)

1.50
(0.71)

56.3

거주 지역 외국인 
보통

1.63
(0.76)

1.50
(0.70)

1.47
(0.67)

25.5

거주 지역 외국인 
많음

1.75
(0.78)

1.60
(0.74)

1.58
(0.72)

18.3

F 1.59 2.1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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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개념적 인지

다음으로 난민 인정 사유에 해 얼마나 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중 한국에서 난민 인정 이유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에 모두 응

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 다. 선택 가능 항목에는 인정의 사유에 해당하

는 항목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징집 상, 

사회적 소수자 등)과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항목인 빈곤의 항목을 첨가

하 다.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타 항목을 넣고 기입하는 방

식으로 모두 응답하도록 질의하 다. 

조사 결과 전체의 72.2%가 빈곤을 선택하여 가난한 사람이면 난민으로 

인정받는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난민 인정 사유로 

인정되는 인종(43.7%), 종교(35.5%), 국적(34.6%), 정치적 견해(32.3%),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11.6%) 항목에 한 선택 비율은 50%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타의 항목은 전쟁 피해(0.5%), 모름(0.4%), 인도적 이

유(0.1%) 등이었다. 

난민정책에 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문항에 하

여 아는지를 검토하 다. 각각의 문항에 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른

다’의 선택지를 제공하 다. 우선 ‘누구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에 

해서 ‘그렇다’라고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8.3%에 불과

하 다. ‘아니다’로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50.5%로 훨씬 많았으며, ‘모

르겠다’는 응답도 31.2%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인정자는 모두 국가로부

터 생계보조금을 받는다’에 해서는 ‘아니다’의 응답이 31.6%로 ‘그렇

다’(25.3%)보다 많았으나 43.1%는 ‘모르겠다’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가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동일하다’에 

해서 ‘아니다’로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41.2%로 다른 항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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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높았으나 인지 수준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보다 

‘모르겠다’는 응답자(46.2%)가 더 많았다. ‘난민인정자는 세금이나 보험

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19.7%

로 매우 저조하 으며, ‘아니다’는 30.6%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해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49.6%로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난민정책 및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30%가 

넘는 국민이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잘못 알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난민인정자를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은 받으면

서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는’ 사

회적 부담이 되는 사람들로 잘못 인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

라서 난민제도의 정착과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난민 및 난민정책에 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

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8-4> 난민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항목
인지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계

1 누구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18.3 50.5 31.2 100.0

2
난민인정자는 모두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는다
25.3 31.6 43.1 100.0

3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가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동일하다
12.6 41.2 46.2 100.0

4
난민인정자는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9.7 30.6 49.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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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난민인정자에 대한 태도

난민인정자에 한 태도는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와 난민인정

자의 사회적 향에 한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난민인정자의 권리

에 한 태도로는 현행 난민법102)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인 기본적 인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 가족과 함

께 살 권리로 구성하 다. 이들 권리에 한 태도 평점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3.84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얻고 있었다. 다음은 치료받을 권리

(3.82점), 기본적인 인권(3.71점), 교육권(3.61점), 노동법적 권리(3.40

점),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3.1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인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

리,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에 초점을 두고, 난민인정자의 가족재결합권은 

크게 다루지 않는다. 

<표 8-5>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102) 현재 난민인정자에 한 처우는 난민법 제4장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부분에 제30
조부터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1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보장, 
제3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제33조 교육의 보장, 제37조 배우자 및 미성년 자
녀의 입국허가 등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제15조에 명시되
어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신
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항목

동의 정도

평균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1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8 7.8 23.7 51.1 15.5 100.0 3.71

2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 14.2 31.1 42.0 9.5 100.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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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3장의 표 III-34 재구성.

동의하지 않는 편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서 25.5%, 즉 약 4분의 1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

다. 이보다는 적지만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17.5%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기본권이나 교육권, 치

료받을 수 있는 권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에 한 비동의 비율이 

약 10% 내외인 것과는 비교된다. 따라서 복지급여에 한 수급이나 노동

법적 권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분류될 수 있어 

다른 부분보다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향에 한 태도로 난민인정자는 사회복지비용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된다는 데에 약간 동의한다가 

41.1%, 매우 동의한다 21.6%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률(9.5%)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용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난민이 노

동력과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는 항목에는 부정

적인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4%)이 

긍정적인 응답(약간 동의한다 21.0%, 매우 동의한다 2.9%)보다 조금 더 

항목

동의 정도

평균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3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5.1 20.4 35.6 32.5 6.5 100.0 3.15

4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1 9.7 27.2 46.4 14.5 100.0 3.61

5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6 6.0 20.9 51.3 20.1 100.0 3.82

6
난민인정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1.4 6.1 22.1 48.4 22.0 100.0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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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범죄 가능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데에는 

44.4%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평균 점수를 

보아도 난민인정자가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

담이 된다는 데에는 3.73점이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데에도 3.39점을 기록하는 반면, 노동력과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3점에 못 미치는 2.89점을 나타냈다.

이를 종합하면 난민인정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도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초적인 권리는 누릴 

권리가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난민인정

자가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와 달리 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난민 심사 절차를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일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표 8-6>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항목

동의 정도

평균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한

다

매우 
동의
한다

계

1

난민인정자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된다

1.6 7.9 27.9 41.1 21.6 100.0 3.73

2
난민인정자는 노동력과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다
6.4 24.7 45.0 21.0 2.9 100.0 2.89

3
난민인정자는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사회 
다른 집단보다 높다

1.5 13.4 40.6 33.4 11.0 100.0 3.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3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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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난민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해

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40.0%(약간 동의한다 33.9%, 매우 동의한다 6.1%)

로 부정적인 응답률(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7.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1%)보다 훨씬 높았다. 즉 정부의 난민 심사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난

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난민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정비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된다면 난민에 

한 국민의 반 가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많은 국민들

이 난민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기

여를 기 하지도 않으면서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쟁점이 되었던 난민에 한 여론은 ‘난

민’ 자체를 반 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절차적 공정성의 부재나 정부 

부처의 정책적 처에 한 국민의 불안감을 반 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

능하다. 정부 부처는 보도자료나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적 공

정성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난민에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표 8-7>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1
 17.5
 38.4
 33.9
  6.1

계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4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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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별로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데 한 동의 정도에 차이를 보 다. 아래 <표 8-8>를 보면 전반적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졸 이상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42.5%(약간 동의한다 35.0%, 매우 동의한다 7.5%)인 반

면, 초졸 이하의 경우는 29.1%(약간 동의한다 27.3%, 매우 동의한다 

1.8%)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 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학력별

로 큰 차이 없이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초졸 이하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6.7%로 다른 집단보다는 상 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8-8> 교육 수준별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6.7
 16.6
 47.5
 27.3
  1.8

  3.9
 16.9
 46.4
 30.5
  2.3

  4.6
 18.8
 36.1
 34.6
  5.9

  3.4
 16.7
 37.4
 35.0
  7.5

  4.1
 17.5
 38.4
 33.9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3장의 표 III-50 재구성.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난민이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0점까지 표시하도록 하 다. 그 결과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5점을 선택한 사람이 46.9%로 과반

수보다 조금 낮게 분포되어 있었다. 양 방향의 응답률을 비교해 볼 때, 부

정적인 향을 준다는 쪽으로 표시한 응답자가 긍정적인 향을 준다 쪽

으로 표시한 응답자보다 상당히 많았다. 부정적인 향을 준다는 응답률

은 45.0로 중도적인 입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긍정적인  향이

라는 쪽의 응답률은 8.1%에 불과하 다. 부정적인 향을 준다의 최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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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자도 4.2%로 긍정적인 향의 최극단(0.1%)보다 매우 많았다. 

<표 8-9>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4.2 3.7 9.5 14.6 13.0 46.9 3.8 2.6 1.2 0.4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55 재구성. 

한편 ‘귀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난민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응답에 역시 0(엄격해야 한다)에서 10점(관 해야 한

다) 중 선택하도록 하 다. 이에 해서는 현행 로 한다는 중도의 입장

이 3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엄격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을 표명한 

응답률은 51.3%인 반면, 지금보다 관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2.8%로 

집계되었다. 즉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난민정책이 지

금보다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추진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10> 정부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

(단위: %)

엄격해야
한다

현행대로
한다

관대해야
한다

7.9 7.8 12.2 13.2 10.2 35.9 4.4 5.3 1.9 0.6 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61 재구성.

다음 <표 8-11>을 보면 연령에 따라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향이나 

정부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에 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30 와 20 의 평점이 각각 

3.80점, 3.95점으로 다른 연령보다 현저히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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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0 가 4.27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는 상 적으로 난민의 지역사회

에 한 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연령별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20 와 30 가 각각 3.51점과 3.52점으로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

으며, 40  4.07점, 50  4.06점으로 상 적으로 관 한 경향이 있었다.

<표 8-11> 연령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정책 추진 방향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값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3.95 3.80 4.19 4.27 4.15 5.98***

난민정책 추진 방향 3.51 3.52 4.07 4.06 3.89 7.62***

 ***p<.001 주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난민이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부정적인 향을 준다 … 5= 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 긍정적인 향을 준다

주2: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난민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엄격해야 한다 … 5= 현행 로 한다 … 10= 관 해야 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56, 62 재구성.

동일한 항목에 해서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면 난민이 지역사회에 미

치는 향이나 난민정책의 추진 방향에 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표 8-12> 교육 수준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정책 추진 방향

(단위: 점)

구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F값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4.11 4.29 4.10 4.03 1.97

난민정책 추진 방향 3.81 4.14 3.78 3.82  2.58

주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난민이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부정적인 향을 준다 … 5= 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 긍정적인 향을 준다

주2: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난민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엄격해야 한다 … 5= 현행 로 한다 … 10= 관 해야 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57, 6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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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로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향이나 난민정책의 추진 방향

에 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13> 소득분위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정책 추진 방향

(단위: 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F값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4.04 4.11 4.11 4.10 4.05 0.19

난민정책 추진 방향 3.80 3.74 3.97 3.78 3.82 0.82

주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난민이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부정적인 향을 준다 … 5= 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 긍정적인 향을 준다

주2: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난민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엄격해야 한다 … 5= 현행 로 한다 … 10= 관 해야 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57, 63 재구성

  3. 응답자 특성별 난민인정자에 대한 태도 

연령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

하 다. 모든 항목별로 60  이상의 평점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서는 3.06점을 나타내 가장 부정

적인 태도를 보 다. 각각 항목별로 보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

야 한다는 데 해서는 40 가 3.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

고, 다음이 20 로 3.76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의 노동법적 

권리 보장에 해서는 60 를 제외하고는 40 가 가장 낮은 점수인 

3.39점을 나타냈다. 노동법적 권리에 해서는 20 가 3.45점으로 상

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서는 50 가 3.25점으로 상 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40 가 

3.12점으로 60 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 다. 노동법적 권리와 복

지 급여의 권리에 해서 60 를 제외하면 40 가 가장 낮은 것은 이 연

령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나 위험도, 가구 내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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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권과 치료받을 권리에 해서

는 20 와 50 가 상 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 다(교육권 20  

3.72점, 50  3.68점 / 치료받을 권리 50  3.88점, 20  3.86점). 

<표 8-14> 연령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6 3.68 3.78 3.71 3.61 4.88***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45 3.44 3.39 3.43 3.32 2.82*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17 3.17 3.12 3.25 3.06 4.72***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2 3.59 3.63 3.68 3.47 8.75***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6 3.81 3.84 3.88 3.73 3.78**

 ***p<.001, **p<.01,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35 재구성. 

난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이나 난민정책의 추진 방향에 한 태

도 등 앞 장에서 살펴본 결과와는 달리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항목별로 졸 이상의 평점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인권, 노동법적 권리, 치료받을 권리는 모두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졸 이상의 순서로 평점이 점차 높았는데, 단지 교육권에 

해서만 초졸 이하가 3.47점으로 3.43을 기록한 중졸보다 높은 점수를 기

록하 다. 교육권에 해서는 오히려 초졸 이하인 경우가 중졸보다도 교

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권리보다 기본적

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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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5> 교육 수준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1 3.51 3.72 3.77 13.79***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22 3.25 3.35 3.50 14.37***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03 3.13 3.12 3.20 3.53*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47 3.43 3.62 3.67 8.52***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8 3.76 3.82 3.86 3.53**

***p<.001, **p<.01,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36 재구성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에 한 태도를 제외하면 소득분위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16> 소득분위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F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2 3.69 3.72 3.72 3.76 2.02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7 3.31 3.38 3.46 3.47 2.32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12 3.07 3.15 3.17 3.22 1.37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49 3.55 3.62 3.68 3.69 4.83***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4 3.80 3.85 3.84 3.87 1.94

***p<.001, **p<.01,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민정책연구원 (2019)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3장의 표 III-3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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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8-17>에서는 난민의 지역사회의 향에 해서 부정적인 

향을 준다, 향을 미치지 않는다,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세 집단으로 

구분해 난민인정자 권리에 한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전

체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준다는 응답자들이 각각의 권리에 해서 가

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 다. 특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 

동의 정도가 2.96점으로 눈에 띄게 낮았다.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서는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각각 3.80점, 3.34점을 나타냈다. 노동법적 권리, 

교육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난민이 지역사회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응답자들의 집단이 각각 3.52점, 3.71점, 3.90점으로 오히려 긍정

적인 향을 준다는 응답자들 집단보다 높은 평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8-17> 난민의 지역사회 영향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1 3.78 3.80 12.07***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27 3.52 3.46 20.57***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96 3.30 3.34 35.83***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1 3.71 3.65 13.52***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4 3.90 3.84 10.18***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난민정책 추진 방향에 한 태도를 엄격해야 한다, 현행 로 해야 한

다, 관 해야 한다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권리에 한 태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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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았다. <표 8-18>에 정리된 결과는 난민정책이 더 엄격해야 한다

는 쪽을 선택한 집단의 평점이 모든 권리 항목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은 

현행 로 해야 한다는 집단, 관 해야 한다는 집단의 순서를 보이고 있

다. 특히 치료를 받을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에 해서는 관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평점이 각각 4.04점, 4.00점으로 약간 동의한다(4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반 로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서는 엄격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평점이 2.96점으로 다른 점수보다 현저히 낮았다.

<표 8-18>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엄격해야 현행대로 관대해야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0 3.75 4.00 28.07***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26 3.51 3.71 33.41***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96 3.29 3.51 51.06***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2 3.66 3.87 18.21***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4 3.86 4.04 15.94***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빈곤을 난민의 사유라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를 비교한 결과는 <표 8-19>에 제시되어 있다. 난민 인정 사유로 빈곤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기본적 인권(3.72점), 노동법적 권리(3.45점), 복지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3.19점), 교육권(3.63점)에 해서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기록하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서만 오히려 빈곤이 

사유라고 선택하지 않은 집단의 평점이 더 높았다(3.8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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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9> 빈곤 난민 사유 인지 여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빈곤은 난민 사유 × 빈곤은 난민 사유 ○ t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8 3.72 0.81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28 3.45 3.45**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05 3.19 2.72**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8 3.63 1.00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7 3.81 1.67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경제적 수준의 만족도를 만족하지 않는 집단과 보통인 집단, 만족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는 <표 8-20>에 정리하 다. 난민인정자

의 기본적인 인권에 해서는 보통인 집단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

족하지 않는 집단이 3.68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나타냈다. 노동법적 권

리에 해서는 만족하는 집단(3.44점)과 보통인 집단(3.43점) 간에 큰 차

이가 없었고, 만족하지 않는 집단이 3.32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 조금 낮았다. 난민인정자의 복지급여

를 누릴 권리에 해서는 보통인 집단(3.20점)과 만족하는 집단(3.19점)

이 유사한 수준으로 동의하 고, 이 항목 역시 만족하지 않는 집단은 

3.04점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보다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다는 특성

이 있다. 즉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노동법적 

권리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서는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교육권에 해서는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는 집단이 3.63점으로 

상 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 다. 치료받을 권리에 해서 경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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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상 적으로 높은 3.85점의 평점

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치료에 한 권리에서는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표 8-20> 경제적 수준 만족도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8 3.72 3.71 0.64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2 3.43 3.44 3.18*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04 3.20 3.19 5.10**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8 3.62 3.63 0.58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5 3.83 3.79 0.87

**p<.01, *p<.05
주: 경제적 수준의 만족도는 ‘귀하께서는 요즘 귀하의 경제적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하

여 0점에서 10점 중 선택하도록 하 다. 1~4점을 만족하지 않음, 5점을 보통, 6~10점을 만족함
으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하 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소득분배 평등 인지와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는 일관적인 경

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유의할 만하다. 난민인정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에 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평등

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평점이 각각 3.76점과 3.85점으로 평등하다는 집

단(각각 항목별 3.64점, 3.79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

러나 반 로 난민인정자의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와 교육

권에 해서는 소득분배가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평점이 다

른 두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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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을 권리에 해서는 소득분배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

균이 3.79점으로 다른 두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8-21> 소득분배 평등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평등하지 않음 보통 평등함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6 3.63 3.64 5.97**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2 3.43 3.44 0.30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04 3.20 3.19 0.52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8 3.62 3.63 1.78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5 3.83 3.79 3.93*

**p<.01, *p<.05
주: 소득분배의 평등 인지는 ‘귀하께서는 요즘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하여 0점에서 10점 중 선택하도록 하 다. 1~4점을 만족하지 않음, 5점을 
보통, 6~10점을 만족함으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하 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사회 공정성에 한 인지와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 역시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노

동법적 권리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인 측면과 연관된 권리에 해서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평점을 기록하여 

각각 3.44점, 3.27점이었다. 이 항목에 해서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평점은 각각 3.39점, 3.12점을 나타내었다. 반 로 기본적 인

권,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에 해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표명한 응답자의 

평점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응답자보다 높았는데, 기본적인 인권에 해서

는 3.73점, 교육권은 3.63점, 치료받을 권리는 3.84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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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사회 공정성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공정하지 않음 보통 공정함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3 3.65 3.71 2.11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9 3.40 3.44 0.46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12 3.15 3.27 3.40*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3 3.59 3.58 0.63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4 3.81 3.78 0.92

사례 수(n) 2,400 1,006 595

* p<.05
주: 사회 공정성 인지는 ‘귀하께서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혹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하여 0점에서 10점 중 선택하도록 하 다. 1~4점을 만족하지 않음, 5점을 보통, 6~10점을 
만족함으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하 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이와 같이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한 만족도, 소득이나 재산 분배의 평

등 인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인지의 집단이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

도에서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항목에 한 응답 집단이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경제적 수준에 만족

한다고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평등하다거나,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

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분배의 평등과 사회의 

공정성에 한 집단화가 다르다는 것은 경제적인 분배에 한 인지와 공

정성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난민에 한 정책은 난민이라는 

집단의 권리 보장의 공정성과 난민인정자에 한 경제적인 지원에 해서 

집단별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면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밀한 정책적 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난민인정자에 한 인지 수준에 따른 이들의 권리에 한 태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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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다음 <표 8-23>과 같다. 

<표 8-23> 난민인정자 인지 수준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모른다 보통 안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7 3.70 3.87 7.46***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9 3.37 3.53 2.74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11 3.18 3.27 3.40*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7 3.62 3.82 9.74***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7 3.83 4.03 14.74***

***p<.001, **p<.01, *p<.05
주: 난민인정자에 한 인지 수준은 난민인정자에 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모른

다~매우 잘 안다로 질문하여 측정하 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모른다(전혀 보른다, 잘 모른다), 
보통, 안다(조금 안다, 잘 안다)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 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모든 항목에서 난민인정자에 해 안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평점을 

나타냈다. 다음이 보통, 모른다는 응답자의 평점이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

는 치료받을 권리에 한 난민인정자에 해서 안다고 한 집단의 평점이 

4.0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 기본적인 인권에 한 평점이 3.87점, 교

육권 3.82점, 노동법적 권리 3.53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27

점이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에 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민인

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가 좀 더 긍정적이라는 점은 난민과 관련된 인지

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이들이 난민인정자에 해 안다고 판

단하는 정보 자체의 정확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안다/모른다고 생각

하는 것이 난민에 한 관심의 정도라고 본다면 난민에 한 관심이 더 높

은 집단이 권리에 해서도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난민이 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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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한지에 해서 국민들의 이

해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난민정책의 추진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난민인정자의 생계비 지원 여부에 한 인지에 따른 난민인정자 권리

에 한 태도는 <표 8-24>와 같이 나타났다. ‘난민인정자는 모두 국가로

부터 생계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잘못된 서술에 해 그렇지 않다(정답)

고 인지한 사람과 그렇다(오답) 또는 모른다고 한 응답자에 따라 난민인

정자 권리에 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난민인정자가 모두 생계보조

금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경우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해 다

른 두 집단보다 동의 수준이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난민인정자가 

생계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에 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생계보조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

답자들이 다른 기본적인 권리들에 해서도 더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8-24> 난민인정자 생계비 지원 여부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6 3.69 3.62 16.98***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0 3.36 3.32 17.61***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41 3.07 3.06 26.48***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1 3.57 3.54 19.06***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95 3.80 3.77 10.96***

***p<.001, **p<.01, *p<.05
주: 난민인정자 생계비 지원 여부에 한 인지는 ‘난민인정자는 모두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는 서술에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인지 여부를 응답하게 함. 정답은 ‘아니다’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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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의 국민과 같은 의무 여부에 한 인지에 따른 난민인정자 

권리에 한 태도는 다음 <표 8-24>에 정리하 다. ‘난민인정자는 세금

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는 옳은 서술에 해 그

렇다(정답)고 인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다(오답) 또는 모른다고 한 응답자

에 따라 난민인정자 권리에 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경우 난민인정자의 권리

에 해 다른 두 집단보다 동의 수준이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난

민인정자들이 국가로부터 수혜자적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

민들과 동일한 의무를 행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홍보한다면, 난민인정자

들의 권리에 한 태도 역시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8-25> 난민인정자 국민과 같은 의무 여부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97 3.62 3.65 32.52***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78 3.29 3.32 46.66***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2 3.10 3.03 39.42***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95 3.53 3.53 41.48***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13 3.71 3.77 48.20***

***p<.001, **p<.01, *p<.05
주: 난민인정자 국민과 같은 의무 여부에 한 인지는 ‘난민인정자는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

은 의무를 지닌다’는 서술에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인지 여부를 응답하게 함. 정답은 ‘그렇다’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다음 <표 8-26>은 ‘난민 심사만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서술에 한 동의 정도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

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공정한 난민 심사가 확보될 경우 난민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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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모든 권리 관련 문항에서 가장 강

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는 응답자 특성별 난민인정자에 한 

태도 중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이다. 난민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

되더라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 이에 해 뚜렷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은 집단(‘보통이다’), 동의하는 집단의 순서로 난민인

정자의 권리에 한 동의 정도가 점점 강하게 드러났다. 공정성과 난민 수

용에 한 이 문항은 난민을 한국에 수용하는 것에 한 태도를 직접적으

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난민 수용 자체에 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

고 있는 경우 난민인정자의 태도 역시 보통 이하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8-26> 공정한 난민 심사 및 수용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13 3.63 4.10 218.32***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77 3.32 3.82 209.43***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49 3.07 3.59 224.05***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09 3.52 3.99 182.12***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3 3.76 4.15 146.18***

***p<.001
주: 공정한 난민 심사와 수용에서는 ‘난민 심사만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서술에 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 음.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로 구분하 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표 8-27>은 ‘난민인정자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부담이 된다’는 서술에 한 동의 정도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권리

에 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난민인정자의 기본적인 인권에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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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는 난민인정자가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

는 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노동법

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에 해서는 난민

인정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본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낮게 나

타났다. 교육권과 치료받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에 한 동의처럼 부

담이 된다고 생각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인정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난민인정자의 권

리에 해 더 강한 동의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를 지지하지 않는 이 결과는 난민인정자가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

각하는지 여부와 이들의 권리는 인정하는 태도 간의 관계가 단순하게 설

명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는 난민인정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을 인지하

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도 있다.

<표 8-27> 난민인정자 부담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0 3.62 3.81 30.44***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09 3.44 3.43 10.83***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91 3.28 3.13 13.14***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26 3.58 3.69 15.88***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43 3.73 3.92 31.60***

***p<.001
주: 난민인정자 부담에 한 태도에서는 ‘난민인정자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된다’는 서술에 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 음.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로 구분하 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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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가 노동력과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는

지에 한 태도는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

다. 난민인정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다고 보는 집단은 난민인정자의 모

든 권리에 해 가장 옹호적이었고, 경제적 기여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은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동의 정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서 난민인

정자가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에 한 인지 정도와 난민인정

자의 권리에 한 태도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처럼 난민인정자가 단

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한 인지는 

이들의 권리에 한 옹호적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표 8-28> 난민인정자 경제 기여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42 3.70 4.09 110.75***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95 3.47 3.87 154.05***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65 3.27 3.57 159.21***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29 3.64 3.98 85.54***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59 3.83 4.10 61.43***

***p<.001
주: 난민인정자의 경제 기여에 한 태도에서는 ‘난민인정자는 노동력과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는 서술에 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 음.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로 
구분하 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난민인정자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높

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난민인정자가 사회에 미치는 다른 향(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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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노동력과 재능 제공에 따른 경제적 기여)과 달

리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외하면 집단 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

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범죄의 가능성이 상 적으로 높다고 

본 집단이 복지급여에 한 권리에 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난민인정자가 다른 사회집단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난민인정자의 권리는 별개의 것으로 여

겨진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표 8-29> 난민인정자 범죄 가능성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F값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5 3.74 3.70 1.33

난민인정자는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34 3.44 3.39 1.80

난민인정자는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17 3.28 3.02 18.38***

난민인정자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63 3.58 3.64 1.41

난민인정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82 3.78 3.86 2.50

***p<.001
주: 난민인정자의 범죄 가능성에 한 태도에서는 ‘난민인정자는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 사회

의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서술에 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 음.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로 
구분하 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19), 「복지에 한 수요 및 인식조사」중  ‘난민 인식’ 
원자료.

앞서 설명한 난민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제주 예멘 난민인 응답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집단을 비교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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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난민에 해 온정적이거나 우호적인 응답자

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난민인

정자에 한 태도가 난민에 해 연상되는 단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난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은 정보가 난민 인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들은 정보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인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 역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난민

에 해 연상되는 이미지나 어떤 종류의 정보를 많이 들었는지 자체는 난민

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와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인정자의 각 권리에 한 동의 정도는 치료받을 권

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난민인정자에 

한 권리에 한 태도 중 가장 낮은 정도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 다. 졸 이

상의 집단이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해 가장 옹호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60  이상이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해 가장 덜 옹호적인 성향을 보 다.  

난민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난민인정자의 

각 권리에 해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 다. 난민정책이 현행보다 더 엄격

해야 한다는 쪽을 선택한 집단의 평점이 모든 권리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

많은 응답자들이 빈곤이 난민 인정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민 

인정 사유로 빈곤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

든 권리, 즉 기본적 인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권에 해 상 적으로 강한 동의 정도를 보 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

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노동법적 권리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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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된 권리에 해서 다른 두 집

단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 다. 반면 기본적 인권,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

에 해서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표명한 응답자의 평점이 오히려 공

정하다는 응답자보다 높은 성향을 보 다.

난민인정자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난민인정자에 

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보다 이들의 권리에 해 더 옹호적

인 태도를 보 다. 난민인정자가 모두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지원받

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해 다른 두 집

단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 다. 이는 난민인정자가 생계보조금을 받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기본적인 권리들에 해

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난민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난민

인정자의 모든 권리 관련 문항에서 가장 강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 

두 태도는 다른 인지나 태도와의 관계보다 더 뚜렷한 성향을 나타냈다. 난

민인정자가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경우에 난민인정자의 권리

에 해 더 옹호적인 결과는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한 인정이 사회복지비

용의 증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난민인정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에 한 인지 정도, 난

민인정자의 노동력과 재능 제공에 따른 경제적 기여에 한 태도는 난민

인정자의 권리에 한 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 다. 이는 난민인정자가 

한국 사회에서 수혜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이들의 권리에 해서도 옹호적 태도를 갖는

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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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의 난민인정자를 위한 사회권 보장에 관한 검토를 시도

했다. 1장에서는 지금 시점의 한국에서 난민의 사회권 연구에 한 필요

성과 연구의 분석틀에 해서 논의했다. 2장에서는 난민 문제에 한 인

권과 사회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이런 배경이 한국에 가지

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3~5장에서는 한국보다 난민 수용의 역사가 깊

고, 폭이 넓은 독일과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이들 국가가 난민의 

사회권을 어디까지 수용했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6장에서 난민을 상

으로 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본 뒤 7장에서는 한국에서 난민인정

자 지위를 얻은 외국인들을 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했다. 결론에 앞서 

8장에서는 내국인 4001명을 상으로 난민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장들의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사회

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거들을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근거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난민정책을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들 역시 점

검해 본다. 둘째, 앞선 2~8장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한국의 난민

정책에 한 단·중·장기에 걸친 제언을 시도한다. 셋째, 이 보고서의 한

계를 살펴보고, 동시에 한국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

히 살펴보도록 한다. 

결 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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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난민정책의 근거와 현실적 고려 사항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이전에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다. ‘왜 한국이 이방인의 사회권까지 보장해야 하는

가?’ 한발 더 나아간다면 난민 유입에 관한 인터넷 댓글에서 흔히 보이는 

로 난민보다 내국인 빈곤 문제 해소가 국가의 선결 과제가 아닐까. 이 

목에서 난민 문제와 관련해 공동체주의 철학자인 Waltzer(1983; 김성

진, 2016 재인용)의 제안은 숙고할 가치가 있다. 그는 정치적 공동체는 

이방인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극단적으로 치

면 이방인에 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의 자유도 있겠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해당 국가가 난민 발생에 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둘째, 국가가 난민과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때다. 전

자의 예는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에 해서 지는 책임

일 것이고, 둘째의 예는 한국이 탈북 인구에 해서 지는 책임이 될 것이

다. Waltzer의 논리를 따라가면 한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수용의 책임에서 상 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한국 국민들이 난민 수

용에 해 상 적으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다면 Waltzer가 공식화한 이

러한 논리 혹은 정서가 한국인들에게 내면적으로 자리잡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조금 더 전향적인 난민정책을 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인권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공리주의적인 접근이다.  

먼저 인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선 2장에서 설명한 로 세계인권

선언(1984)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혹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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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

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을 받지 않을 권리다. 이 부분은 앞선 2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했으므로 더 

이상 상술하지는 않겠다. 

다만, 위와 같은 인권적, 윤리적인 문제가 개인 윤리뿐 아니라 국가 차

원에서도 조망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국제무 의 

빈곤 문제에 한 공헌에서 상 적으로 소홀했다. 이를테면 국가 총소득 

비 정부개발원조(ODA) 비율에서 한국은 0.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3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외교부, 

2018). 또한 난민인정률 역시 이른바 산업화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차원의 윤

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

다. 특히 한국 역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규모 난민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유엔은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 및 실향민들을 위해 민생 안정, 

주택, 의료, 교육시설 재건과 구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유엔한

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을 설립했다. 아직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설립되지 않았던 당시 유엔한국재건단은 유엔난민

기구가 오늘날 펼친 활동과 비슷한 일을 수행했다(유엔난민기구, 2019). 

더불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는 규모 경제 원조에 힘입어 경제성장

을 일구어 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인류애에 기반한 난민정책으로 받았

던 수혜를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의 난민정책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재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근거는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 측면에서

는 략 네 가지의 근거가 있겠다. 

첫째, 난민을 포함한 포용적인 정책은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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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런 애스모글루와 정치학자인 제임스 로빈슨

은 2012년에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경제적인 운명이 지

리 또는 문화적인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개방도 및 

포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 사회의 개방적 다원주의를 통해서 

혁신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질 때, 정치적·경제적인 기득권이 안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이다. 이들은 난민이나 이주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포용적 정치·경제 제

도로 향하려는 행보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p 409)된 시점에 한 이들의 

기술은 되새길 만하다. 1789년 프랑스 국민제헌의회 헌법의 제11조는 

“태생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성직, 공직, 군 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직위

나 품위라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어떤 직업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당시 가장 급진적이고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개

혁”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는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은 물론 정치에서도 만

인이 법 앞에 평등한 시 가 도래”(p. 409)했다고 평가했다. 난민을 포함

한 이주민에 해서 ‘법 앞에 평등한’ 포용성 및 개방성을 유지할 때, 한

국 사회 혁신의 토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창업 기업가 집

단 가운데 25%는 이주민이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다(Kerr & Kerr, 

2016). 여기서 창업 기업가는 창업 기업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세 명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사회의 특허와 같은 혁신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Kerr & Kerr, 2016). 참고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급

진적인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아

버지는 시리아의 폭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이었다.

둘째, 적극적인 난민정책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및 고

령화의 문제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유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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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이 문제에 한 해법으로 이주민

에 한 개방적인 정책을 모색해 왔다. 이를테면 독일은 2010년 출판된 

‘독일은 소멸한다. 우리가 우리 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책이 10

만 부 넘게 팔리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이소정 외, 2010). 저자인 Thilo 

Sarazin은 독일의 저출산 현상과 함께 불충분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독

일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적극

적인 이주민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난민에 해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

미하는 것을 넘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유입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현재의 추세 로라면 한국의 인구 감소 추

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

한 규모의 이주민 유입이 필요하다(우해봉, 한정림, 2018). 현재의 저

출산 문제가 한국 여성의 인권이나 청년 인구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

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

한 정책적인 접근으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화 시 에 한국이 얼마나 더 단일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달리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에 따라 이웃한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인 단일성을 

유지해 왔고, 사회통합이 상 적으로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단일성을 유지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2015년 

현재 기준으로 국제 이주자는 2억 4400만 명으로, 2000년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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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가 증가했다(이창원, 2017).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난민 등 이주민 

유입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에 한 선제적 응이 한국 사회

의 공공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의미다. 

넷째,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난민의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효용

이 있다. 이규용 외(2014)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네 가지 경제적인 향

을 분석하면서 1) 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유입국 국민의 수준과 다르다면 

생산보완성을 통해서 유입국에 기여하고, 2) 이민자의 역할이 유입국의 

특정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효

과는 확 될 것이며, 3) 이민이 시간에 걸쳐 외부효과 및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데, 이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4) 이민이 공공재

정에 미치는 효과는 이민자가 받는 공공서비스와 이들이 지불하는 세금

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주민 유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

과를 분석하는 데 난민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수의 산업화한 국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숙련 및 

전문직 노동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극

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난민 수용의 경우 이와 같은 효과의 여지는 상 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

다. 다만, 난민 인력을 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과 보건복지 정책의 

설계에 따라 한국 사회의 공공선에 부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Bahar(2018)는 난민의 수용이 난민이나 수용국, 난민의 출신국 모두에

게 이로운 ‘윈윈윈(win-win-win)’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용

국의 경우에는 난민들의 정착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사회의 경제적인 파

이를 늘릴 뿐 아니라 국제교역 및 투자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다고 설명했다. 물론 난민들이 부분 국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서 내국인의 저임 노동인구의 임금이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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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규용 외, 2014)에 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목에서는 

내국인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근거에서 난민 인정에 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난

민의 사회권에 한 적극적인 존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할 것이

다. 먼저 난민에 한 사회보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국

에서 마땅한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희소한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국내의 

빈곤층으로 거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구 국가들 가운데 상

적으로 포용적인 난민정책을 펴는 캐나다에서조차도 캐나다 일반인의 중

위소득(5만 7000달러)에 견줘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보호 상자 그룹(입

국 이후 1년이 된 인구 기준)의 중위소득은 3분의 1 정도인 2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장 참고). 물론 입국한 지 10년이 지난 보호 

상자의 경우 중위소득은 소폭 올라서 2만 7000달러까지 올랐지만, 여

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민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한 한국의 경우 난민 집단의 빈곤화 가능성

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난민에 한 사회보장 및 

교육 및 근로의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

등 및 공적 복지 지출의 부담 역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목에서 호

주 정부가 난민들을 상으로 하는 훈련과 고용에 한 투자를 통해 난민

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현금급여 감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 난민들은 입국 후 5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5장 참고). 

독일 역시 “독일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

황에 비추어 노동 연령 에 해당하는 난민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문

제는 최근 급증한 시리아 난민에 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출 감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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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 노동시장의 인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는 3장의 언급 

역시 한국에 시사점을 던진다. 이와 같은 교육·복지·노동 정책을 통해 난

민 1세 , 그리고 2세 에게 한국 사회 계급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앞서 제시한 포용적 정책에 따른 국가 발전의 기

회가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전향적인 난민정책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 관련 제도 개선의 속도나 순서에서는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제도의 취지가 설혹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공공이익에 부합할지라도 그 제도에 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으면 심각

한 사회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단일한 문화적, 인종적

인 전통에 익숙한 한국 사회가 ‘이방인’에 해 가지는 수용성은 서구와 

다를 수 있다. 앞서 8장에서 살펴본 로 설문 상이 된 인구 가운데 난

민의 거주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는 비율이 45%로 상 적

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숙고할 목이다.  

Amnesty International(2016)의 설문을 보면 한국인들의 난민에 

한 정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파악할 수 있다. 27개 국가에서 실시된 설

문에서 각국의 응답자들은 난민을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답했는데, 한국인들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 다. 

한국인들 가운데 86%는 국가 수준에서의 난민 수용을 지지했다. 이런 비

율은 조사 상 국가의 평균인 81%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들의 상

적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여 준다. 그러나 수용의 단위가 ‘나’와 근접해

질수록 그 지지도는 가파르게 낮아져서 ‘나의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다

는 한국인 응답자는 57%(조사 상 국가 평균 47%), 나의 이웃에 해서

는 29%(조사 상 평균 32%), 나의 집에 해서는 3%(조사 상 국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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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0%)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추상명사’로서의 난민에 해서는 상

적으로 관 하지만, 구체적인 면의 상으로서의 난민에 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Amnesty International 

(2016)의 보고서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한 2018년 이

전에 작성됐다. 한국인이 난민 문제를 체감한 이후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주민 유입 경험이 많은 유럽 사회에서조차 이주민 혹은 난민 

혐오의 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이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극우 정당들의 주된 공약이 반이민 정책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에 한 복지 지출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혜택

을 제한하거나(프랑스 국민전선), 오스트리아인이 아닌 외지인에 한 복

지 혜택을 줄이자고 주장(오스트리아 자유당)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는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

심 의제다. 유럽 국가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에 해서도 

‘복지의존’, ‘복지관광’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는 등 자국민의 세금이 ‘외

부인’에게 쓰이는 것에 한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Corrigan, 2010). 이

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은 윤리적, 공리적인 정책 지향과 국내의 여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더해서 염두에 둘 사항은 난민과 국내 선주민 빈곤층 집단 혹은 

저임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초기 정착 과정에서 일

정한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난민과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상 적으로 관 한 초기 정착 지

원을 받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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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착금으로 기본금이 1인 가구 기준 800만 원, 장려금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으로 최  2510만 원, 노령·장애·장기치료·

한부모 등에 해서는 가산금이 최  1540만 원이 주어진다. 또한 주거

(임 아파트 알선 및 1인 가구 기준 1600만원 의 주거지원금), 취업(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 원 등), 교육( 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학 입학) 등과 같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가 분야별로 어느 

정도 구비돼 있다(통일부, 2019). 물론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제도에 한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는 점도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할 물질적,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점에서

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인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지만, 이를 국내 정서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사회가 수

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난민인정자의 초기 정착을 최 한 지원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난제를 한국 사회는 안고 있다. 

제2절 난민을 위한 단·중·장기 지원 정책

한국 난민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일단 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준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한 지원을 하되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난민 수용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5장

에 제시된 호주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조기 개입: 인도주의 입국

자들에게는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2) 맞춤형 서비스: 개별 난민

들은 각자 상이한 정착 욕구를 가지고 있다, 3) 사전 준비: 지역사회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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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맞을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정착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다, 4) 민

관 협력: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협력할 때 서비스 혁신과 좋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 5) 평가 및 개선: 정착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되

고 개선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d, 2018b).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 한국 난민정책의 단·중·장기 지원 정책에 

한 제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기 정책은 현행 난민법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현실적으로 제 로 작동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에 

한 보완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앞선 장에서 살펴본 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 및 외국의 사례, 질적 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난민의 수

요,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된 선주민의 여론을 근거로 중·장기 정책을 제

시했다. 

  1. 단기 정책

한국에서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받게 되면 교육과 노동, 복지 역에서 

부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2012년 제정된 난민

법은 아시아 최초로 규정된 난민의 권리를 다룬 단행법으로 난민 인정 절

차와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현재 난민법에서 보장

하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및 서비스에 한 정보 및 접근에 있

다.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은 정보 공유와 전달체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인정자에게 전달되는 두 장짜리 ‘난민인정

자 처우 안내문’을 폭 보강해 소책자 형식으로 만들고, 어를 비롯한 

다국어 번역본도 만들어서 한글과 함께 제시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 내용에는 난민법에서 보장한 난민인정자들의 법적 권리 모두를 분



31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명히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난민의 모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안내

문 책자는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난민인정자 본인을 위한 정보 

습득의 목적뿐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몰라서 

혼란이 있을 경우 난민인정자 본인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혹은 일선 공무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받지 못하는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등의 법적 혜택에 한 접근성을 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소책자에는 난민인정자가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 한 내용도 상세히 기

록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13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다누리콜센터,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통번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다산콜센터, 

bbb코리아, 다문화가족센터 등)나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 

사이의 가족 결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난민인정자의 가족은 C-3 비자를 통해서 국내 입국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제약에 부딪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한 재검토 및 간소화가 요구된

다. 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난민인정자의 권리 가운데서

도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으뜸으로 여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치료받을 권리’보다 가족과 재결합할 권

리가 앞섰다.

셋째, 난민인정자의 결혼이나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한 신분과 관련한 제

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인정자의 자녀가 출생할 경우 한국의 

혈통주의로 인해서 난민인정자의 자녀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국적자로 남

고 있다(김현미 외, 2013). 난민인정자인 부모가 박해 가능성 때문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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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 사관에서도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민인정자의 자

녀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을 위한 일종의 등록제도가 필요할 것이

다. 더불어 난민인정자 가족의 입국 혹은 결혼 등으로 생기는 가족에 

해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가

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본국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박해

를 피해 온 난민의 입장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7장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난민인정자의 가족들이 건강보험에서 가장의 피

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해서 부모가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넷째, 난민인정자들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분양자가 되거나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주거급여 수급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임 주택은 현

실적으로 주민등록자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접

근이 제한돼 있다. 또 법무부가 노숙인 상태의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취

소하기 때문에 난민인정자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6장). 주거가 초기 

정착에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장벽들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해서 현행 난민신청자 및 재정착 난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에게

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접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잔여 공간이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난민인정자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들은 이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언어 등의 이유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언어 습

득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기술적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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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학력 및 자격 인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기준보다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난민 인정 절차를 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이후 2018년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4% 수준이며(법무부, 2019), 

이는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한국의 난민 인정 비

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여서 2010년 18.2%에서 2017년에는 1.5% 수

준으로 떨어졌다(난민인권센터, 2018). 물론 지난 10년 사이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이 이와 같은 경향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난민신청

자 수는 2010년 423건에서 2018년 1만 6173건으로 급증했다(법무부, 

2019). 반면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에 투입되는 담당 공무원 수는 38

명에 불과하다(난민인권센터, 2019). 2018년 12월 심사 기자 수가 1

만 9931명인 점을 고려하면 난민 인정 심사의 정확도 및 공정성을 기하

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난민 인정 비율을 높이는 첫 

단계로 난민 심사 행정 절차를 보강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난민 인정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업재해보험상 해외에 있는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나 

난민인정자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뒤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서

비스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2. 중기 정책

난민을 위한 중기 정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제 기준보다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

다. 난민 인정 비율(refugee recognition rate)에 해 국제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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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2019, p.57). 각 나라가 난민신청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 및 지위가 조금씩 상이할뿐더러 난민 신청 지원 시점과 지

위 인정의 시점이 다른 탓도 크다.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2019)의 기준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인도적체류까지 포함한 종합인정비

율(total recognition rate)이 39%103)이고, 난민인정자만을 포함한 난

민 인정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22%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2017년 기

준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1.5%인 점을 고려하면 중기적인 과제로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을 일정 수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만, 여기에서는 난민 인정 비율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상정하지는 않을 것

이다. 앞서 단기 정책으로 제시한 바 로 한국의 난민 인정 행정제도의 

강화 및 체계화 절차를 밟은 이후 나오는 통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난민 인구의 유입과 이들에 한 중적

인 수용성이 상호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상승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난

민 인정과 관련한 중기 과제의 설정은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난민을 위한 교육·보건·복지·노동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원

활하게 하기 위해 8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난민 전담 사회복지사 혹

은 통합사례관리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난민들이 초기 정착 과

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에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들에 한 맞춤형 도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

의 도입은 난민인정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사회적 효용의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

도는 호주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5장), 난민 입국과 초기 정착을 지원

103) 상당수의 한국 언론에서 종합 인정 비율인 39%와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을 단순 비교
하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14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Humanitarian Settlement 

Program)’이 좋은 예다.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 단계에 

있는 난민들을 상으로 하여 입국 후 첫 몇 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과 지

식을 제공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이 제도에서 

주목할 목은 욕구에 기반한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접근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호주에 입국한 난민들은 개인별 사례 관리자를 할당

받는다. 8장에서 제시된 사례 관리의 내용들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 

“이들은 주거, 육체 및 정신건강, 웰빙, 금전 관리 및 교통, 지역사회 참

여, 네트워킹, 가족 기능 및 사회적 지원, 법률, 언어서비스, 교육 및 훈

련, 고용 등 욕구 전반에 걸쳐 개별화된 사례 관리 계획(case manage-

ment plan)의 혜택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항 접, 초기 숙소 

인도, 음식 등 초기 필수 사항들을 제공하고, 센터링크(Centrelink), 메

디케어 및 은행 등에 등록하는 방법을 지원한다. 통역서비스 이용 방법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기초 서비스

(foundation services)가 제공되는데, 이에는 호주 문화와 생활방식 교

육, 장기 숙소 구하기, 이민자 어 프로그램 및 여타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 등록, 고용서비스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한 지원을 제공한

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학교 등록을 지원하는데, 학교 등록은 입국 후 최

 6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b).” 

호주의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이탈주

민을 위한 정착 도우미들은 소액의 가를 받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북한

이탈주민과 만나서 일상에 한 기본적인 안내자 구실을 한다. 물론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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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제도는 직업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을 이어 주는 결

연에 가까운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에 530명이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법무부 2019). 또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30명), 취업보호담당관(57명), 신변보호담

당관(약 800명)의 업무를 각각 지자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경찰청 등

이 나누어서 맡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

단 특유의 성격에서 비롯된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난민인

정자를 위한 제도를 구상하는 데 이와 같은 제도는 참고용으로 고려돼야 

함도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제도 유형을 난민인정자를 위해 적용하면서 호

주의 인도주의 정착 프로그램 모델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난민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목에서는 정부 외에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역할도 중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측면

에서 난민인정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유사한 혹은 더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물적인 지원은 매우 적다. 이들의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난민인정자들과 가장 유사한 범주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는 재정착 난민의 퇴소 지원 내용을 사례로 삼을 수 있을 듯

하다.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지원센터는 2년 동안 2억 원이 안 되는 예

산으로 재정착 난민 여덟 가구를 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

다. 내용은 가구당 보증금 1000만 원 이내, 월 임 료 35만~50만 원 수

준의 지원이다.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더해지는 비예산 지원이다. 이를테

면 한적십자사를 통해 여덟 가구에 가구류나 가전제품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법무부 직원들의 소액 기부금을 통해 1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김포 지역의 공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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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이를테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김포시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김포

이주민다문화플러스센터, 한적십자사 자원봉사단, 김포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김포이주민센터 등 지역 자원들이 재정착 난민들의 정착을 돕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원 모델은 국가가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측면

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첫째, 난민에 한 지원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한 사회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고, 둘째, 지역사회와 난민 사이

의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이

를 통해 난민에 한 공적 지원에 한 장기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난민에 한 선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난민에 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정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난민인정자에 한 태도에서 복지

급여를 받을 권리(3.15점)에 해 한국인들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

와 같은 정서의 이면에는 ‘난민인정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난민인정자는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진다’는 설문 항목에서 해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

르게 답한 이들의 비율(30.6%)이 ‘그렇다’ (19.87%)보다 높았다. 바꾸어 

말하면 난민인정자들은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기여금도 내지 않으니, 복

지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오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고 답한 비율(25.5%)이 난민인정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30.6%)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한국인들이 난민 문제에 해 오히려 관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

를 남긴다. 따라서 ‘난민인정자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

리나라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결과는 놀라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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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아니다. 관련된 설문에서 ‘난민인정자는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이 난민인정자의 인

권, 노동권, 교육권, 치료받을 권리, 복지수급에 한 권리에 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목

이다. 

다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난민에 한 거부감을 단순히 계도 및 교육의 

상으로 바라는 접근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거부감이나 적

감은 정서의 문제이며, 이를 단순히 계도해서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국민투표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국 도시의 기득권층과 엘리트 집단이 브렉시트에 해 찬성한 반면,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민들의 다수는 현재 국의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국 국민들이 동유럽과 중동에서 몰려

오는 이주민들에 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거부감을 엘리트들이 읽지 

못하고, 논리적인 근거로 설득을 하려고만 했다는 지적(한겨레, 2016)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3. 장기 정책

장기 정책에 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앞서 살펴보

았듯이 난민 인정 행정 시스템 강화 및 정교화와 더불어 한국도 적정 수

준으로 난민 인정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유럽연

합 수준의 난민 인정 비율로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일정한 수치를 목표치

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럽의 경우 최근 급격한 우경화를 겪

으면서 난민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도 일부 관찰된다. 매우 가변적일 

수 있는 유럽연합의 난민 인정 비율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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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민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난민

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난민 신청 비율도 있을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난민 비율이 장기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도주의와 인권

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핵심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견줘 소홀했던 난민정책의 기준, 미

래 한국 사회의 난민 수용 여력 및 수용도, 추후 국제적인 난민 발생 규모 

및 한국 사회로의 유입 수준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

에는 다른 돌발 변수가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를테면 인접한 국가에서 

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난민 인정의 부담 

및 책임이 매우 클 것이다. 

둘째, 난민인정자를 위한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의 정비다. 핵심은 난민

인정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다. 두 가지 시나

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현재와 같이 출입국 및 난민 인정 절차는 법

무부에서 맡고, 일단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에는 각 부처가 운용하는 급여 

및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난민 등 이주민 문제를 포

괄하는 이민청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연방 이민 및 난민청 

(BAMF)이나 캐나다의 연방 이민부(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등이 모델이 될 것이다. 어느 특정한 유형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문제가 점차 크

게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모델에 견줘 후자의 모델에 

한 정책 수요가 상 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목에 한 장기적

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 이민청 건립 여부는 또 다른 의제와도 결부된다. 한국에서 다양한 

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사이의 효율성 및 통합성, 독립

성을 어떻게 이뤄 내느냐의 문제다.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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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탈북민 정착 교육을 위한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지

원을 위한 재단법인인 남북하나재단, 전국 25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을 운 하고 있다. 또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

책 및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인데,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 등의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다. 그 밖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다. 국가 단위 및 시민사회 단위의 다양

한 지원 기관들이 운 되고 있다.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주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 다소 중복되거나 유사해 보이는 각 전달체계의 개별

적 효율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통일

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난민의 한국 사회 정책을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 난민의 사회 정착 과정이 국가의 공적인 제도와 정

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착 난민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난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난민 정착을 위해 호주 정부가 제시하는 다

섯 가지 목표 가운데 두 가지가 지역사회의 준비 및 민관 협력이었다. 4장

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례를 보면 1978년 민간 차원의 지원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들로 구성된 온타리

오주이민자서비스협회(OCASI: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를 설립하 다. 이 협회는 1999년 Settlement.org를 열

고,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에게 이민과 시민권, 주거, 건강, 고용, 교육,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일상생활에 한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종사자들에게 난민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s://refu-

gee.cleo.on.ca) 또한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및 시민사회 조직은 투

표권이 없는 난민을 위한 정치적인 옹호 집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5장 호



3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주의 사례를 보아도 ‘호주 정착위원회(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

가 전국적으로 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80여 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표하는 기구로서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실을 한다(Joint Standing 

Committee on Migration, 2017). 호주 사회의 ‘다문화청소년옹호네

트워크(Multicultural Youth Advocacy Network)’나 ‘호주다문화위원

회(Multicultural Council Australia)’ 같은 기구들이 난민의 이해를 반

하는 호주 시민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호주의 사례에서 중요한 목이 있다. 난민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이 정부가 난민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프로그

램은 난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구들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호주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지역 사업

에 해 재정 지원을 한다.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Client Services)로 

어, 교육 및 고용 참여 등 소위 3E를 중심으로 국가 정착 기본틀이 정한 

서비스에 우선 지원을 한다. 2019~202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76개의 

기구가 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Community Capacity Building) 사업으로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 

혹은 주민들로 하여금 난민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

진한다. 동일한 기간에 총 24개의 기구가 이 형태의 서비스를 위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듯하다. 난민을 

상으로 하는 직접 지원에 한 선주민들의 정서적인 거부감을 해소하

는 동시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난민들의 접촉면을 

넓히게 된다.  

넷째, 조금은 추상적인 정책 제안이지만, 난민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난민인정자 1세  가운

데 다수는 언어 및 문화 차이의 한계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제9장 결 론 321

지위의 상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에게도 학력 및 자격에 해 한국 

정부가 최 한의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운데 다수는 언어의 장

벽에 걸릴 것이다. 서구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포용적인 난민정책을 편다

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에서도 입국 후 10년 된 난민들의 실업률은 33% 정

도로 추정되고 있다(Hartley & Fleay, 2016). 따라서 난민인정자 1세

와 그 이후 세 에 해 조금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1세 를 상

으로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노력과 동시에 저임 

노동에 시달리거나 실업에 빠지는 인구에 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

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난민인정자 자녀 세 를 상으로는 기회

의 평등을 보장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관 한 보육 및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난민인정자는 노동력과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우

리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선주민과 난민 

사이에 자칫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차단할 수도 있다. 

한 가지 확인할 점은 난민 1세 와 2세 를 위한 노동정책 및 빈곤정

책, 교육정책은 한국의 빈곤층을 위한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사고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주민 가운데 성년의 저임 및 빈곤 인구에 한 직

업교육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 자녀의 계급 상승 기회가 확

돼야 한다는 큰 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난민인정자들에게도 동등한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제3절 남은 과제

이 보고서는 난민인정자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 해외 제도 및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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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 한계들을 난민정책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보고서는 난민인정자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정

부가 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분석 및 연구

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유입된 난민 인구

의 절 다수를 포함하는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는 연구의 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정작 난민인정자보다 더 불안하고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더 긴박한 정책 수요의 상자일 수 있다. 이들을 상으

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난민인정자에 한정해 사회권을 논의한 결과 포괄적인 제도의 형

평성 혹은 균형을 모색하는 데는 이 보고서가 이르지 못했다. 즉 전통적

인 복지국가의 주변부에 위치한 다양한 취약 집단이 비단 난민인정자뿐

만이 아니다. 선주민 가운데 예를 들자면 빈곤층이 있으며, 외국인 가운

데는 위에서 지적한 바 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외에도 북한이탈

주민, 재중동포,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무국적자, 결혼 이주민 그

리고 각 집단의 자녀 세  등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웃사이더’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집단을 상으로 하는 개별 부처 단위의 정책

이 상이한 시점에 상이한 맥락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 결과 각 정책과 제

도는 파편적이고 분절적이다. 각 집단에 한 혜택의 범위나 수준들은 상

이할 수 있다. 각 제도는 물론 처음 시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른 요구 및 필요성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취약한 집단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보고서 역시 그러한 한계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 이들 집단을 상으로 하는 제도들에 한 통합적인 접근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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