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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입니다.
2년여 전인 2015년 9월 전 세계에 전해진 한 장의 사진을 우리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전복돼 숨진 채 터키 해안가로 쓸려 들어
온 3살 시리안 난민 쿠르디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현실입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들이 박해를 피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43만여명이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도움으로 6. 25 전쟁을 이겨 낸 우리 또한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분들이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권을 신설하는 안, 난민법 상 난민신청자 개념에 불
회부 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난민신청자가 받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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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이었던 불회부 결정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
견을 모아 난민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바쁜 세상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런만큼 허심탄회하게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난민 인권 향상에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기
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나비드 후세인 대표님과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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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장 김 현

존경하는 심기준 의원님,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님, 좌장을 맡으신
이재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 발표자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
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민인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해 시리아 난민 한 사람이 7개월의 사실상 구금생활 끝에 인도적체류자 지위로 인천
공항 문을 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 겨울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고국을
떠나 사흘 내내 비행한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신청 의
사를 밝혔지만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난민
은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버거와 콜라만 먹
으며 열악한 구금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현행법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그리고 난민신청자에게 일정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 난민과 같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
한 기본적인 처우나 불복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불회부결정 통지서에 대한 통번역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광범위한 불회부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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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뉴질랜드는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경우 비자를 발급해선 안되는 이유가 존재
하지 않는 한 6개월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부여할 수 있고, 호주는 불법입국자에게 단기 연
결비자를 발급해주어 임시적으로 공동체에 머물게 하며 의료보호와 사회보장 및 구직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광범위한 불회부사유를 정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와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권고하
며, 불회부사유 최소화와 이의신청절차 마련 그리고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개선
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난민인권이 더욱
존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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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UNHCR Korea Naveed Hussai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t this event.
I would like to thank MP Shim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for his sincere
interest and support for refugee issues in Korea. MP Shim has UNHCR’s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for his endeavors to improve refugee protection in
Korea.
As many of us in this audience are aware, we are living in a time of a seemingly
unending series of refugee crises. Just in the past few weeks, over 400,000
Rohingya people have had their homes and villages burned and been forced to
leave their ancestral homelands and flee across the border to Bangladesh, where
they will live in crowded and extremely difficult conditions and with no prospect
of any solution.
This latest crisis is in addition to a major refugee outflux from South Sudan to
Uganda earlier this year, the ongoing crisis in the dangerous journey along the
“Mediterranean” route across North Africa to Europe and, of course, there are
the Syrians who, at over 5 million persons, constitutes the largest refuge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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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At this time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are not at the front line of these global crises, play their role in contributing to
a protective and suppor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refugees. Korea is
already doing this – through the pilot resettlement programme under which 86
refugees have been given new lives in Korea and through the domestic asylum
system which was enhanced by the Refugee Act 2013.
Today’s discussion will focus on the specific topic of airport procedures. While
this is a quite technical area of refugee law, the implications of those procedures
are significant. Korea is a major destination and transit country – there are
several million arrivals every year at Incheon airport and among them are those
who may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Ensuring that such persons are
aware of how to apply for asylum and have the opportunity to clearly indicate
their wish to apply for is critical part of Korea’s obligations as a signatory to the
1951 Convention.
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best wishes for a fruitful and lively discussion
today and I hope that this discussion will provide valuable input towards further
improvements in the asylum system in Kore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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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모든 내외빈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본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난민 이슈에
진정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기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펼치시는 모든 활동에 유엔난민기
구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끊임없는 난민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몇 주간, 사십만명이 넘는 로힝
야족 난민이 자신들의 집과 마을이 불타 없어진 상황 속에서, 조상의 땅을 떠나 국경을 넘
어 방글라데시로 강제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지에서 마주한 것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갈 곳도 없는 극단적인 상황과 해결 방안도 요원한 현실입니다.
최근의 이 위기 상황은 올해 이미 발생한 우간다로의 남수단 난민 유출 및 “지중해” 경로를
이용하여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위험에 노출된 많은 이들의 위기 상황, 그리
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5백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의 상황에 추가
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과 같이 세계적 난민 위기를 최전선에서 겪고 있지 않는 국가들이 난민의
국제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보호와 지원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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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6명의 난민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재정착 시범 프로그램과 난민법 이행
과 함께 정비된 국내 비호 절차를 통해 이미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출입국항에서의 비호신청 절차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는 난민법의 매우 기술적인 분야입니다만, 그 의미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은 주요 환승 및 종착지로서 매해 수백만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비호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명확히 자신의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난민협약 체약
국으로 대한민국에 주어진 중요한 의무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비호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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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신청 방지
법무부 난민과장 하용국

Ⅰ. 도입
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함을 규정하면서도
출입국항에서 입국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3.7월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12.)』는 난민법상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관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
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1)
한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원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
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이처럼 따로 규정한 취지는, 입국 전 신
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
지해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라고 판시2)하였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된지 이제 4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이하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속 제기3)하고 있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를 둘러
1)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UNCHR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2016.), p12
2) 서울고등법원 2015.1.28. 선고 2014누52093 판결
3) ’16.5.26. 난민지원네트워크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최로 ‘2016년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발간 및 발표회 개최, ’16.8.2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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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현황 및 문제점
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주체 관련 법과 현실의 괴리
현행 난민법은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서면’으로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환승과정 또는 출국대기실 대기중(입국
심사가 완료된 이후 상황)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13.7.1. 제도 시행 이후 ’17.8월말까지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785명을 분석한
결과, 환승과정에서의 신청 373명(48%), 입국불허후 출국대기실 대기중 신청 347명(44%)
으로서 법 규정 상 ‘입국심사를 받는 때’ 신청한 경우는 65명(8%)에 불과한 바, 대다수가
환승과정 또는 입국불허 후 난민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 출입국항 난민신청 현황]
(기간 : ’13.7.1~’17.8.31, 단위 : 명)
구 분

규 모

비율

입국불허 전 신청

65

8%

입국불허 후 신청

347

44%

환승과정 중 신청

373

48%

합계

785

100%

이와 같이 난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무상으로는 환승과정에 있거나 또는 출국대
기실에 대기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난민신청 접수를 받아주고 있다.
또한,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 및 통역 보장,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 난민인정신청 의사 안내 및 고지, 불회부결정 통지서 교부 등 난민신청자에 상
당하는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입국불허자의 입국 수단으로 악용되
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 회부심사의 신뢰성, 명확성 관련 문제
영형태 개선’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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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현행 난민법이 회부심사 기간 이외의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회부
심사 기준 및 불회부 사유 등 심사에 관련한 실체적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령상
불회부 사유를 적용하는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회부 사유 중 일부는 형식 심사가 아니라 난민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예정하는 조문이므로 불회부사유는 형식적 요건 위주로 최소화하여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닌 한 난민심사에 회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 불회부결정 이후 절차 미비 및 처우 문제
현행 난민법령은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체없이 「출입국관리
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4)하고 있을뿐 불회부결정 이후
절차(불복 절차 및 송환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불회부결
정자를 출국대기실에 수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구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Ⅲ. 주요 논제별 검토
1.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 관련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성격으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식 난민인정심사와는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일각에서
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도 난민이므로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난민법 제2조 제4호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
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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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그리고, 난민법 제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난민법 제6조는 아직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난민신청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제8조 제1항은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에 대하여만 심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
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는 난민법 제8조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만으로 곧바
로 난민인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난민인정 신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같은 법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은 입국 또는 상륙에 의하여 난민법 제5
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야 비로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는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의 정의에 포함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대다수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신청하지 않고
입국불허된 후에 비로소 난민신청하는 자들인 점을 볼 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입국
이 불허된 자들의 귀국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상 난민신청자 정의에 난민신청 후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할 경우 불회부결정자도
난민신청자로서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입국 통
로를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오로지 취업을 위해 입국하려는
자, 국익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들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등 국경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법리상 그리고 실무상으로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
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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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의 구체화, 명확화 관련
난민법 시행령에서 회부심사의 기준(불회부 사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시행령상의 불회부
사유 자체가 불명확하므로 보다 구체화, 명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행 시행령상의 불회부 사유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 위
헌이라고 판단된 적은 없으나5),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는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으
려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 당연히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다.
회부심사 기준을 난민신청만 하면 거의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경우, 입
국목적불분명자 및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 입국이 어려운 자들
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를 국내 입국 통로로 악용함으로써 국경관리체계를 무용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상급심 법원에서도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여과기
능을 인정하여 원고기각 판결*하고 있는 경향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즉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은 대한민국의 국경 및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결정사항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명백하게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원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여과기능을 인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수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6)

실제 지금까지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6건 중에서 국가승소한 사건
이 5건인데 반해 국가패소한 사건은 1건이며, 고등법원 판결 12건 중에서는 국가승소 사
건이 8건, 국가패소 사건이 4건으로 법원도 대부분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5) 실제로, 법원에서는 현재까지도 시행령의 해당 규정 자체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다고 본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다.
6) 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5누6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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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및 처우 관련
가. 이의신청 절차 신설 관련
난민법 제5조에 의한 신청에 대해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난
민법 제6조에 의한 신청에 대해 불회부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항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이의
신청절차 도입 시 심사기간 장기화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출입국항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대상자가 공항만에 머무르
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
재 난민위원회는 상설화된 사무국과 상임위원이 없이 비상설로 개최되고 있어 불회부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도입 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
체제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심사기간과 신청자의 출국
대기기간만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선진국 사례7)와 같이 난민심판원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출입국항 이의신청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특별분과 등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이
의신청이 제기될 때마다 즉시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도입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민위원회 또는 난민심판원 위원의 상임화는 물론이고,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한 난민조사관 등 보조인력의 확충 및 난민신청자대기실 시설확장 등 인프라 구축
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7) 캐나다의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미국의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덴마크의 난민심판원(Danish Refugee Appeals Boar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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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국대기실 대기 문제 관련
출입국항에서 난민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
고 있는 신청자들을 출입국항에서 구금해서는 안되며, 구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
가 대기하는 장소 및 그 관할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다.
현재 출국대기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실을 허용하고 있으
며, 입실후에도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퇴실할 수 있고, 또한 입실한 상태에서 환승구역으
로 출입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금이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출국대기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는 출국대
기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출국대기실 법적 근거 관련 의원입법(박
대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 의견이다. 아울러, 현재
의 출국대기실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출국대기기간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보다 쾌적한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Ⅳ. 결어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제도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는 엄정한 국경관리
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법익과, 위험에 처한 난민신청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상반된
법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속 제기하
고 있는 바, 일견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국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위험에 처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협약 가입국으
로서 난민에 대한 보호도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국가 안
보와 난민의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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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comments on amendments to
asylum procedures at ports of entry in
Korea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제인 윌리암슨

UNHCR has a number of suggestions for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and the
Implementing Decree in order to strengthen asylum procedures at ports of entry to
Korea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fugee protection. We
are aware that ports of entry to Korea, particularly Incheon Airport, have extremely
high volumes of passengers, both those in transit and those entering Korea, which
makes it particularly important to have robust procedures to ensure that those who
ar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have the full opportunity to do so.

Redrafting or removal of criteria for denying referral to asylum
procedures in the Decree Article 5(1)
The Decree contains seven grounds under which a person seeking asylum at
Incheon Airport may be denied entry to Korea and denied referral to regular asylum
procedures. It is UNHCR’s position that these grounds need to be removed or
significantly amended in order that the various criteria referred to in the seven
grounds be addressed in the course of regular asylum procedures and not in a
summary procedure at the airport. UNHCR also recommends that such key criteria
in the asylum procedure should be set out in the Refugee Act itself, rather than in
the implementing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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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maintains that procedures at ports of entry should focus on identifying
claims which are manifestly unfounded, ie that the claim bears no relation to the
definition of a refugee as set out in the 1951 Convention.

UNHCR’s concerns about the individual grounds include:
Public safety concerns –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person may
constitute a threat to the safety and public order of Korea, this can be assessed
through the regular asylum procedure, which involve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applicant’s identity and background.

Where an applicant presents immediate

public security concerns, an applicant can be requested to report regularly to the
authorities, be subject to residency requirements or, as a last resort in extreme
cases, could be detained until further background and identity checks can be
carried out.

UNHCR notes that while international refugee law permits exclusion

from refugee status for persons guilty of serious crimes, this exclusion takes place
after a person has already been determine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Submission of false documents or false statements – The 1951 Convention
acknowledges that refugees may be compelled to use false documents or make
false statements in order to escape from a situation where their life is in danger.
The Convention requires that signatory countries do not penalize refugees for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in the country of asylum, provided they present
themselves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ies and show good cause for their illegal
entrance or presence.

Investigation of the genuineness of documents or

credibility in an applicant’s testimony should be addressed in the course of regular
asylum procedures after admission, not in preliminary proceedings at ports of entry.
Safe Third Country – The ‘safe third country’ principle is not mentioned in the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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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directly, but it is well understood that if a person has already received
protection in one country of asylum, another country may reasonably expect the
person to avail themselves of that prior protection.

However, this prior protection

cannot be merely speculative (ie that a person should have sought asylum in that
country before entering another one) and should be based on that country having
signed the 1951 Convention and implemented reliable asylum procedures and the
person having already availed him/herself of those procedures.

Right to Appeal
UNHCR recommends that refugee applicants at ports of entry have access to the
same appeal mechanism, which is available to refugee applicants who have already
entered Korea.

Currently asylum seekers whose claims are rejected at ports of

entry can only appeal to the nearest District Court to the port of entry, which is a
costly and lengthy procedure, during which the person is required to remain
detained at the port of entry.

Reducing the grounds for non-referral to cover only manifestly unfounded claims
and establishing a right to appeal for refugee applicants at ports of entry would, in
combination, reduce the burden on airport staff in assessing refugee claims and
managing long term stay of asylum seekers at ports of entry in Korea.

Conferring the status of ‘refugee status applicant’ to those applying for
asylum at ports of entry
The Refugee Act does not confer the status of ‘refugee status applicant’ on
persons who are seeking asylum at ports of entry – this status is only conferred
legally in case the person is admitted to Korea and referred to asylum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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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s position is that persons applying for refugee status at ports of entry
should have the status of ‘refugee status applicant’ while their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including appeal) in the port of entry.

Reception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detention should be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Detention should be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a
particular case and should not be applied generally to a whole group or class of
persons. Prolonged and indefinite detention is extremely harmful to the well being
of the individual.

For these reasons, UNHCR recommends that detention of asylum seekers at the
airport, including those who are appealing their decisions, should end.

Asylum

seekers should be admitted to Korea and only detained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verification of identity or public safety require it, and then
only for the shortest possible time.

In the interim,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who have applied at ports of entry
and are appealing their rejection should be placed clear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authorities, not the airlines. Asylum seekers who are waiting for the
outcome of their appeal in detention at ports of entry should have the same rights
as other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 provision of adequate food, medical
care, clothing and accommodation, visitation rights and access to communication
technology. They should be accommodated separately from those awaiting regular
deportation proc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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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토론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제인 윌리암슨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를 강화하여 난민보호의 국제 기
준에 좀 더 부합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난민법과 시행령의 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공항만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얼
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국제 보호를 구하는 이들이 더욱 견고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기
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불회부 사유의 수정 및 제한
난민법 시행령은 출입국항에서 비호를 구하는 이들이 정식 난민인정절차로 회부되지 않
고 입국이 불허될 수 있는 일곱가지 불회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불회부 사유들 중 여러 사유들이 출입국항에서의 간략한 절차가 아닌 정규 난민인정절차
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이러한 주요 사유들이 시행령이 아닌 난민법에 명시될 것을 권고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의 절차는 명백히 근거없는 신청들, 즉 난민협약의 난민 정
의에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회부 사유들 중 특히 다음의 몇가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의 안전에 관한 우려 – 특정 신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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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 및 배경
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정규 난민인정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주거지의 제
한을 두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수단으로 신분 및 배경이 검증될 때까지 보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난민법에 근거하여 심각한 범죄를 지르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을 난민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제 조치는 국제 보호
의 필요성에 대한 난민인정 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거짓 서류 제출 또는 거짓 진술 – 난민협약에서도 신변이 위험한 난민들이 위조 서류나
거짓 진술을 이용하여 피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은
비호국 정부에 불법적으로 입국 또는 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는 난민에게 불
법적인 입국 및 체재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의 위조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조사는 출입국항에서의 간략한 절
차가 아닌 정규 난민인정절차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제3국 – ‘안전한 제3국’ 개념은 난민협약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원칙은 아니며,
특정인이 이미 다른 비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경우 합리적으로 해당인이 그 국가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출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입국 이전의
보호는 단순히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되며 (즉, 해당인이 비호국 입국 이전에 해당 국가에
서 비호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 해당 국가가 난민협약 체약국이면서 안정적인 비호 절
차를 운용하고 있고, 해당인이 이러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미 보호를 받고 있었음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권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해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중인 난
민신청자와 동일한 이의신청 절차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출입국항에
서 불회부된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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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간동안 신청인은 출입국항에서
구금(보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회부 사유를 제한하여 명백히 남용적인 사유로 국한하고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출입국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
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항에서의 비호신청자들에게 ‘난민신청자’ 지위 부여
현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지위는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회부되었거나 난민인정절
차를 진행중인 이들에게만 부여되어, 출입국항에서 비호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중인 이들에게도 이의신청을 포함하
여 신청이 심사되는 과정 중에 ‘난민신청자’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우 및 구금(보호)(Reception Conditions)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구금(보호)은 최후의 후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구금(보
호)은 해당인의 개별 상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유형의 개인 또는 집단에 일
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이며 무기한적인 구금(보호)은 당사자의 심신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항에서 이의신청자를 포함한 비호신청자들의 구
금(보호)은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호신청자들은 대한민국으로 입국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즉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국한하여 가능한 짧은 기간에 제한하여 이용되야 합니다.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의신청자를 포함한 비호신청자의 출입국항에
서의 구금(보호)은 해당 항공사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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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입국항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인들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다른 이
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의 제공, 면회
권 및 외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다른 송환 대기자들과 분
리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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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신청 방지
- 출입국항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

1.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절차 접근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
(1) 입국허가나 비호의 부여는 주권사항으로서 재량에 속하지만, 난민협약 33조가 ‘어떠
한 방법으로든(in any manner whatsoever)'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국의 거
부가 강제송환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러한 입국거부는 금지되므로 입국허가 이외에는 대
안이 없어 ‘사실상’ 입국을 허가할 의무를 지게 됨
(2) 또한 난민인정절차가 행하여지지 않고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보호가 거부되었을 때 박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채 강제송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협약 1조와 33조를 함께 고려하면, 국가는 적어도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됨
(3)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함하며, 사법절차가 공정하
고 효과적이 되려면 사법절차가 국경이나 인터네셔널존이 아닌 영토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과 통역이 제공되어야 함
(4) 결국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는 입국을 허가하여 공정하고 효
과적인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되 신청사유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신청을 기각하고(사법적 구제절차도 확보되어야 함)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이
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여 일반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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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항 난민제도 유형
가. 일반RSD절차 유형
난민인정절차는 입국후 국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
하여 입국허가 여부만을 결정하는 입법례
(1) 프랑스 : ‘명백한 이유’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을 위한 ‘입국허가 여부 admissibility’
를 결정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1. 가난이나 채무 등 비협약난민사유에
의한 신청, 2. 신분, 국적, 거짓서류제출과 관련된 명백한 악의, 3. 주장이 비일관, 모순,
확립된 사실에 배치)가 아니면 입국허가하여 입국후 난민신청하도록 하며,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는 공항대기장소(호텔 등의 시설을 포함)에서 4일동안 대기하며 심사기간은 판사의
결정으로 최대 20일까지(특수한 경우 26일)연장될 수 있음. 입국불허결정에 대하여는 48
시간 이내에 행정법원에 이의, 법원은 72시간 이내에 재판함. 위 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8
일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주어 난민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2) 미국 : ‘credible fear’ screening을 통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
72시간 이내에 credible fear에 관한 screening interview실시하여 신청이유가 인정
될 경우에 한하여 임시입국허가를 얻어 일반난민인정심사절차를 밟도록 함. 다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절차내에서 이민판사가 변론과 사실심리 후
결정
(3) 스웨덴 : 국경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면 국경을 관할하는 경찰이 Migration
Board로 이관하며 국경에서의 특별한 난민절차가 없고 admissibility 절차도 없음.
다만, 난민 신청의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즉시 집행(refusal of entry with immediate enforcement)
하며,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 심사의 결정
이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안전한 제3국에서 온 경우 즉시 돌
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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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덴마크 : 공항만에서의 신청과 국내에서의 신청절차에 구별이 없으며 난민 신청과 적
격성심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다른 유럽 국가나 안전한 제3국을 경유한 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 적격성이 판별되면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보내 이민국이 난민 인정 심사를 실시.
(5) 벨기에 : 최대 2개월동안 공항만 대기시설에 대기하며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입
국허가되면 브러셀의 이민국에서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5) 오스트리아 : 공항과 국경에서 절차가 다름.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자들은 연방난민사
무소로 이송. 국경에서 신청한 난민 신청자들은 영토로 입국이 거부되며, 최근에 체류하였
던 나라에서 보호를 구하거나, 관련 오스트리아 외교 기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국
경에서 난민신청하고 해외에서 결정을 기다려야함.
(6) 캐나다 : 공항에서든 국내에서든 난민신청이 있으면 ‘이민난민위윈회(IRB) 회부 적격
성 eligibility’을 판단(공항에서는 2일내 국내에서는 3일내)
공항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거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허가여부
(admissibility)를 판단하는 동안 구금(48시간->7일->30일한도)
IRB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지위를 얻은 자, 캐나
다에서 이미 난민인정이 거부된 자, 안전한 제3국을 통해서 캐나다에 온 자, 캐나다의 국
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나 인권 유린 활동 전과가 있는 자, 캐나다에서 이전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IRB로부터 거절당한 자, 캐나다에서 전에 난민신청을 포기하였거나 철회하
였던 자

나. 출입국항RSD절차 유형
난민인정절차를 입국후 국내에서 하는 일반절차와 공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항절
차로 이원화하는 입법례
(1) 영국 : screening process를 통하여 일반절차에 의할 것인지 구금상태로 신속RSD
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대부분은 신속절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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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신속RSD절차 : 5일내 심사 결정(변호,통역제공, 신속절차가 부적당한 새로
운 추가정보가 발견된 경우 일반절차에 회부가능), 2일내 이의신청, 2일내 면담, 이민판사
가 2일내 결정(일반이의절차로 회부 가능)
(2) 뉴질랜드 :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 구금상태로 신속RSD절차로 할 것인지 결정
구금상태로 진행되는 신속RSD절차는 강력한 시간제한(5일내 신청사유서 제출, 20일내
인터뷰, 5일내 결정통지)이 있다는 외에는 일반절차와 동일
(3) 독일 : 1) 신분증미소지와 2) 안전한 국가출신의 경우에만 공항리셉션센터에서 신속
절차(공항절차)에 의하고 나머지는 입국허가하여 일반절차.
신청사유가 명백하게 근거 없다고 판단할 경우 2일 내에 신청을 기각하며 이 경우 입국
허가를 거부하고 추방(신청자가 추방을 면하기 위하여는 3일 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기간 내에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 명령이 결정 날 때
까지 추방 될 수 없고, 행정 법원은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법원에서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신청자에 대한 입국이 허락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
지 못함.)
만약 연방 이민국이 2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허가 되어 일반절차.
(4) 스위스 :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입국이 거절되며 최대 60일간 공
항의 경유구역에 머물면서 20일의 신속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20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
지 못하거나 난민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사건은 입국허가하여 국내에서 일반절차로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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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출입국항 난민제도 개선방향
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 채택(난민네트워크 안)
(1) 난민법 입법과정에서의 초안은 40일내에 공항에서 RSD절차를 진행하는 공항 RSD
절차 유형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난민네트워크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명백히 이유없는 난
민신청만 불회부하고 나머지는 널리 회부하여 일반RSD난민심사에 의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입국허가 등의 방법으로 체
류를 관리하는 방안을 채택(구금대안제도, 커뮤니티거주, 13조 조건부입국 내지 22조 거
주제한과 체류보고의무)
(2) 제정난민법은 일반RSD절차만을 상정할 뿐 공항RSD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입법례는 일반RSD절차 유형에 해당하고, 그런 의미에서 회부여부 결정은 사
실상 입국허가 여부 즉 admissibility의 결정과 같은 의미를 가짐
(3) 유럽이나 캐나다 등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모든 난민신청은 적격성(eligibility)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난민인정절차에 들어가므로 공항에서 입국가능성(admissibility)과
함께 신청의 적격성(eligibility)를 판단할 수 있음

나. 불회부요건의 명확한 법률유보
(1) 난민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회부결정으로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권을 보장
하지 않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회부(입국허가)결정하여 일반RDS절
차에 의하여 심리하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회부(입국불허)
할 수 있음
(2) ‘명백히 이유가 없는 난민신청’을 불회부요건으로 법률에 명시할 것
시행령에 프랑스와 캐나다 사례를 참조하여 불회부사유를 예시
프랑스의 명백한 입국거부사유(admissibility) : ‘명백한 이유’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을
위한 ‘입국허가 여부 admissibility’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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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의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1. 가난이나 채무 등 비협약난민사유에
의한 신청, 2. 신분, 국적, 거짓서류제출과 관련된 명백한 악의, 3. 주장이 비일관, 모순,
확립된 사실에 배치)가 아니면 입국허가하여 입국후 난민신청하도록 함
캐나다 IRB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eligibility) :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지
위를 얻은 자, 캐나다에서 이미 난민인정이 거부된 자, 안전한 제3국을 통해서 캐나다에
온 자, 캐나다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나 인권 유린 활동 전과가 있는 자, 캐나다
에서 이전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IRB로부터 거절당한 자, 캐나다에서 전에 난민신청을 포
기하였거나 철회하였던 자

다.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마련
네트워크 안 제6조의2
불회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 이의신청, 7일내 결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 7일범위에서 기간연장 가능, 이의신청인용결정시 즉시입국허가

라. 불회부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1) 소제기에 강제퇴거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만 정지되
도록 하면 모든 사건이 소제기에 의하여 공항에서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2)강제퇴거 집행정지에 의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조건부) 입국허가를 고려
(3)불회부결정취소판결에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여 즉시 입국허가

마. 조건부 입국 내지 입국후 체류관리
(1)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나 범죄목적의 신청남용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불회부 하기 보다는 회부(입국허
가)한 후 불법체류 및 범죄 방지를 포함한 체류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취업허가 기타
난민신청자의 권리부여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음
(2) 조건부 입국과 구금대안 연구
입국허가시 난민인정불허 조건부 출국명령을 발부하거나(캐나다)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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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입국허가를 활용할 수 있음
(3) 네트워크안 제6조5항 :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심사를 통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인
정신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회부결정을 하고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
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회부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
가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
(1) 난민신청 후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정의에 포함하는 안은 1)
일반 RSD절차나 출입국항에서의 RSD절차와 구별되는 출입국항에서의 회부불회부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2)명백히 이유없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도 송환할 수 없게 되어 난민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3)명백히 이유없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난민신청
자로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배제할 사람을 보호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목
적에 반하므로 회부전까지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2) 회부불회부 심사중인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는 난민신청자로서
의 강제송환금지가 아니라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명백히 이유없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나 그러한 이유로 불회부 결정을 받은 출입국항 난
민신청자의 경우 난민협약33조 강제송환금지의 보호를 받는 난민이라고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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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신청의 방지와 적격성심사
가. 적격성 심사와 불회부제도 연구
(1) 접수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든 신청이 접수되어 1차심사, 이의심사, 행정소
송1심,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5단계의 난민심사가 진행되고, 동일한 사건의 반복적
재신청도 접수되고 또다시 심사절차가 반복되어 사건이 장기화되고 누적되고 있으므로 각
국의 적격성심사제도를 참조하여 모든 난민신청이 반복적으로 심사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2)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일본의 난민정책에 관하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주
요 선진국 난민심사 사례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2015.12 (정명주
책임연구) 참조

나. 캐나다의 회부 적격심사제도
(1) 모든 국내 난민신청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의무화, 난민보호 신청에 대한 불회부 결
정이나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 금지(동일한 사유에 의한 재신청 판명시 제재), ‘신뢰할
만한 기반이 없는 신청’이나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의 경우 이를 기각사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요청 시 추방명령의 집행이 자동중지되지 않도록
함(남소방지), 안전한 국가로 지정된 국가 출신이나 비정상적 경로로 도착한 외국인의 경
우 지정하여 신속절차(간이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난민불복과에 불복할 수 없도록 제
한하는 한편 난민신청에 따른 혜택을 유예함(체류허가).
(2) 연방이민부 혹은 국경서비스청 공무원은 난민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민
난민위원회의 난민보호과에 접수된 난민신청을 회부할지를 결정(난민신청자격심사를 통해
모든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을 예방)
(3) 불회부 사유 : 다른 나라에 의해 난민보호를 받았던 자, 과거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자 , 국가안보, 중대한 범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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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국이 되지 않은 자, 과거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에 회부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받은 자, 과거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자, 과거 난민신청을 포기
하거나 철회한 자

다. 기타 입법례
(1) 뉴질랜드의 불회부제도 : 신청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호지위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 난민신청의 검토를 거부할 수 있음.(may decline)
신의성실하게 행동하지 않고, 제129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를 조작한
신청자에 의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난민신청과 관련한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믿을 만한 경
우, 난민신청의 검토를 허용해서는 안 되도록(must decline)
분명히 근거가 없거나 명확히 남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이전 신청의 반복인
경우 이러한 추가 신청의 검토 거부를 허용
추가 신청은 관련 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관행상 신청자의 개
인적 상황(정치적, 종교적 또는 가족의 태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2) 영국의 적격성 심사와 스크리닝 인터뷰 : 신청 후 담당관에게 배정되기 전에 신청 적
격성(eligibility)을 판별하기 위한 예비면담(screening interview) 진행. 신원조회, 입국
경로, 안전한 제 3국 경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문·사진 기타 생체정보 채취 후 난민신청
등록증 발급. 신청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즉시 추방되거나 2년간 감옥에 수감될
수 있음.
(3) 호주: 해상을 통하여 비자 없이 불법 도착한 자들에 의한 비자신청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이민국경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비자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영구보호비자가 아
닌 임시적 보호비자 (임시보호비자, 안전피난처기업비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시기에 도착한 불법해상도착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트랙 심사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
고, 이들에 대한 행정심판도 독립된 별개 분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4) 미국: 미국 도착 후 1년이 지난 자에 의한 비호신청 금지, 비호신청에 대한 기각결
정 받은 후 재신청 금지, 안전한 제3국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호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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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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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비록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보호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경제력,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비호신청자가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금이 정당한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추진하겠음.
-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접근권과 의료 조치를 받을 권리, 인도적인 구금환경을 보장할 것을
추진하겠음.
- 유엔난민기구(UNHCR)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분담
시스템에 동참할 것을 추진하겠음.
-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추진하겠음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답변,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2017. 4. 20), p.7.

1. 난민의 인권에 대한 접근8)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의 합의이고, 한국의 결단이고 법적인 의무이다. 최근 난민신청자
수 변동과 무관하게 한국의 난민 보호의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가적 위상과 전
혀 동떨어져있다. 1) 한국은 난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헌법 전문)을 이어
받았고, 2) 한국전쟁 당시 유엔 공식 난민지원기구인 유엔한국재건기구(UHKRA : 1950년
8) 황필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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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가 한국의 존립을 도왔고, 3) 국제적인 보호를 받은 난민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
이 국가 지도자로서 한국을 이끌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은 국제적 난민 보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국가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그 어떠한 행정작용 관련 논의도 난민과 같이 무한반복의 남용론을 전면에 내세
우는 경우는 없는데, 특히 정부 입장에서 남용론을 내세운다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고
백하는 것이거나 변명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행정절차의 대원칙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신속성 등의 기준에 입각해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내오는 방식의 논의
가 아니라 남용론을 내세워 남용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 신속성 등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절차 지연의 책임을 난민신청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논
의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점증하는 국내 인종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하여 법무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
대야 할 ‘여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결정문과 법원의 판
결문도 이러한 남용론에 근거해 난민신청자를 낙인찍는 문헌을 생산해오고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용적’ 무한반복의 남용론은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아니
며 궁극적으로는 국익에도 철저하게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와 그에 근거한 관행을 전
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인 면에서도 법무부가 난민 심사와 관련 객관의무를
지닌다는 점, “불분명할 때에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라는 특이한 증거법칙이 적용된다
는 점, 난민 요건의 핵심인 박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가능성까지는 포함한다는 점 등에 대
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난민법령 제․개정의 원칙
난민법령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난민협약 등의 취지와 그 명문의 규정, 관련 규범(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 포
함)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즉,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확인하고 ‘난
민에게 …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난민협약 전문)한다
는 난민협약 등의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난민협약 등의 내용보다 난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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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우를 제한하거나,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법규범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난민
협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거나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법령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정의
(1) 난민의 정의
난민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의 정의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을 전제로 하고 있
고, 제5조에서 일반 규정으로서 대한민국 ‘안’의 난민인정 신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서 특별 규정으로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의 난민인정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5조의 취지상 난민인정의 심사와 결정 절차의 개시와 종료는 대한민국 ‘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 영해, 영
공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안’은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출입국항, 환승구
역 등을 포함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입국은 ‘입국 심사’와 ‘입국 허가’ 혹은 ‘밀입국’
을 통해 출입국항이나 국경지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할
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취지와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대한민국 ‘안’인 출입국항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신청에 대해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부/불회부 결정 절차
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2) 난민신청자의 정의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
고 (난민법 제5조 제5항), 난민법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등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난민법 제8조
제1항). 그런데 난민법 제2조 제5호는 난민신청자의 정의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중 적
어도 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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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는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난민법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과 제5조 제6항의 의하여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
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의 의미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예컨대 접수증이 ‘즉시’ 교부되지 않거나, 사실
조사 등이 ‘지체 없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확인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난민신청을 했
는데 회부/불회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난민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난민신청
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난민협약의 취지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자도 난민법 제2조 제4호의 “난민신청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①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대다수가 입국불허자들로 귀국지연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② 이를 악용하여 허위 난민신청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③ 이에 편승한 국익위해자의 국내 잠입 가능성도 있고, ④ 예산상 부담 증대가 우려된다
는 지적을 하고 있다.9) 그러나 당국에 철저하게 노출되는 난민절차를 국익위해자가 취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예산의 증가는 한국의 낮은 난민보호수준에 비추어 우려
사항이라 볼 수 없고, 결국 제도의 악용, 악용의 급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는 별도와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위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그 지위를 당연히 누릴 모든 사람들로
부터 그 지위를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4. 강제송환금지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난민협약 제33조10)
9) 하용국,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p.47.
10) 난민협약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
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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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11)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어떠한 원칙,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그 행사 주체, 관련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
원칙 등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게 될 위험성이 많다. 그러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
법상 강행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사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이에 반하는 규정이 있
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규범이다. 또한 난민법 제3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해석상 난민신청자 등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신청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명문의 요건․절차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난민
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요건 심사를 전제로 난민협약 제31조12) 및 제32
조13), 난민법 제5조 제6항14) 및 제30조 제1조15),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16) 및 제

11)

12)

13)

14)

15)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
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난민협약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
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
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이 그 국가에서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정하여지고 또는 그 난민이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난민협약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
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
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
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
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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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17)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제3국으로의 송환이나 필요적 절차에 의
한 기속행위로서 체류자격 부여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출입국항에서도 당연히 적용
되어야 한다.

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1) 회부/불회부 절차 폐지의 필요성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을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안)은 제2조에서 신청절차 등을, 제3조에서 대기실 등을, 제4조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기준을, 제5조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자체가 난민신청만으로는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 심사 진행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제2조 제4호), 출입국항의 경우 심사회부결정이라는 도입함으로
써(제6조) 사실상 난민인정 신청 접수거부 혹은 심사 거부를 정당화시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난민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지 않고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회부/불회부 결정과 같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난민심사가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고,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16)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
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17) 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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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로 난민인정심사절차임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회부/불회부 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접근성
우선 출입국항을 통과하여 국내로 들어오기 전 단계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16조 제2
항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제6조는 ‘입국심사를 받는 때’를 규
정하고 있어 문언 그 자체만을 봤을 때에는 환승구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등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심사를 받는 때’를 환
승구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입국항 어디에서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에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심사 인력 및 처우 등을 위한 관리 인력의 분리 및 확충이 필요하
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출입국항에서 환승과정
중에 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신청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미 받아 주고 있지만 이를 법령에 명시할 경우, 입국불허되더라도 귀국하기 싫으면 난민
신청하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만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제3국에서 범법행위로 강제
퇴거되어 본국으로 송환과정에 환승하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18) 그러나 이는 당연히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난민이 아닐 가능성을 전제로 난민신청의 권리를 은폐하여야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
장에 불과하다.

2) 회부/불회부 결정의 근거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이
유’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심사 회부 기준으로 대부분 난민인정 여부의
실질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난민인정 심사를 위한 ‘신청이유’ 심사를 통해 ‘신청이

18) 하용국,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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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이한 구조를 명문화하고 있고, 거짓 서류, 재신청 등 난민법
제8조 5호에서 난민인정 심사 시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난민인정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하여 난민법의 규정의 취지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한 출신국 및 제3국(경유국) 개념을 거리낌 없이 명문화
하고 있고 난민법 제19조 해당사항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처럼 난민인정이나
난민인정 심사가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한 판단을 심사 자체의 거부의 사유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한 난민법
제6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넘어서는 위법한 것일 수밖에 없고 ‘법률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따라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
정 여부에 관한 심사는 난민인정 심사와 무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과 해석에 입각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사증이 있는 경우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경우, 난민인정 신청이 입국 허가 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입국 거부와 유사
한 강제퇴거명령이 가능한 상황을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단서의 내용 정도만이 불회부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부심사는 형식 심사로서 명백히 근거가 없는 혹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에만 불
회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불회부 사유는 법률의 위임
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현행 법령
상 불회부 사유가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으려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 당연히 난민이
아닌 경우로 제한되고 있고 이보다 더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 입국이
어려운 이들이 난민신청 제도를 국내 입국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국경 관리체계를 무용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19)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시행령이 법률의 위
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고, 난민심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재로 난민심사를 법률상
의 주체, 절차를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회부/불회부 절차와 그
요건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9) 하용국,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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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절차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어떠한 후속절차가 있는지에 대하
여 법령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은 행정처분
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복절
차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회부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절차 등이 마련되고, 이의신청/소송 중 기본적 처우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부정해왔던 기존 입장에 대
한 아무런 반성 없이, 그리고 바람직한 이의신청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단지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공항만에 머무르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해
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20) 남용
의 위험성을 논하기 전에 난민보호의 필요성에 입각해 어떻게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
뢰성, 신속성 등을 확보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4) 절차의 보장, 구금의 지양
절차적인 측면에서 출입국항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사, 유엔난민
기구 등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난민신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예외적 구금의 경우에도 그 처우, 장소, 책임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난민
인정 심사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허가 뿐만 아니라 주거제한, 보증금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조건부 입국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난민신청절차의 진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
한 규정의 삭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을 출입국
항에서 구금해서는 안 되고 난민신청의 접수를 증명하는 문서가 발행되면 영토 내로 입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상
20) 하용국,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난민의 인권과 사법』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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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환승구역으로 출입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무리한 주장
을 하고 있고 사실상 구금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입국을 시도할 경우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안전한 국경관리 운영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남용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법을 대체하고 있다. 다만 구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
가 대기하는 장소 및 그 관할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출국대
기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 출국대기실 법적 근거 관련 의원입법(박대출 의
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구금에 대
한 법무부의 입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만 난민신청자를 필요최소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제20조21)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6.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가난과 싸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가난한 자와 싸운다고 한다. 난민을 보호할 의
사나 능력이 없는 당국은 결국 난민과 싸우고 시스템 부재, 정책 실패의 책임은 난민에게
전가하게 된다. 지극히 낮은 난민인정율, 급증하는 난민신청, 점점 더 지연되는 난민인정
절차를 바라보면서 난민의 보호를 고민하는 접근은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
는가, 당국은 제대로 된 난민보호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경제력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지만, 난민의 보호의 책임
을 회피하려는 접근은 손쉬운 “남용론”으로 난민신청자들을 낙인찍고 부실한 시스템으로
부터 탈출을 꾀하게 된다. 잘못된 출발점은 한국의 2차 박해의 경유지 혹은 종착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무거운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21) 난민법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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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의의와 가능한
개선방안 개설1)
공익법센터 어필변호사 /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이일

1. 한국의 현재 맥락에서의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의의와 위상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취약(vulnerable)하다. 그 취약성은 국경에 도착한 난민의 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공법상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제약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지위의
문제, 입국을 요구할 권리의 부재 뿐 아니라, 개념본질상 난민들이 근대국가 성립 이후 강
화되고 있는 각국 국경관리의 맥락상 필요한 여행증명서와 비자를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 난민신청이라는 실질적인 입국목적이 당국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외견상 표현된 입국목적과 다를 수 있는 사정 등으로 인해 국경에서 입국하여 난
민인정절차를 통과하여 보호를 받기까지가 험난한 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육로 또는 공항에서의 난민들의 입국시도는 위와 같은 근본적 취약성으로 인해 강
제송환금지원칙의 맥락에서 금지되는 난민에 대한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에 의해 좌절될 수 있고, 이후 난민들은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
과정에서 구금되기도 하고, 음식, 의료에 대한 기초적 접근이 제한되기도 한다. 한국의 출
입국항 난민제도는 난민법 제정으로 태동되어 그전에 왕왕 일어났던 이와 같이 상정된 난
민들에 대한 파악할 수 없는 강제송환을 막아보자는 반성적 고려로 시작되었다.

1)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쟁점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실질적
인 토론을 위하여 가능한 개선방안들을 나열하는 목적으로 한정한 발제문이다. 규범적 검토 및 해외
입법례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충실한 요약으로는 하정훈,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
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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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난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는 난민법의 시행으로 형성된 소위
출입국항 난민제도는, 종전에도 있었던 출입국항 난민들의 실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심사기준의 문제, 구금의 문제, 절차적 권리의 문제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주로 언
론에서는 인권적 각도로 ‘치킨버거와 콜라’, ‘한국판 터미널’과 같은 형태로 부각되었고,
법리적 각도로는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심사기준의 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집행정지효,
송환대기실 구금의 문제, 통신, 의료접근권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난민들의 취약성 – 심지어 비자 조차 받을 수 없는 난민 – 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한편 출입국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자 난민보호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출입국항 난민제도다

2. 현재 시점에서의 가능한 제도개선방안2)
가. 1안 :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심사당국의 전향적 심사를 기대하는 안
현재의 제도를 운영하되, 제도적 입법취지 –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 –를 행정당국이 임의
로 제한하지 않아 취지대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부결정
을 내려 입국을 허용하여, 난민법이 상정한 7일간의 난민심사대기실에서의 대기만으로 최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7일간의 난민심사대기실은 행정당국이 직접 관리주체가 되고 있고, 여러 법익교량
을 고려할 때 수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경우 난민들의 경우 회부결정을 받게
되어 기본권 제약이 수인가능한 형태에서 멈추어 입국하여 난민심사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현재 항고소송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밖에
없어, 송환대기실에서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되고, 이는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인 구금
2) 아예, 현행 난민인정심사제도의 회부심사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으로도 적절한 방향이 되기 어려우므로, 현행 심사제도 자체는 놓아두되 가능한 방안들만 나열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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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규범적 위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즉, 1안을 유지할 경우 당국이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현행 법체계 내에서 수인할 수 없는 기본권침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질상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라고 볼 수 있던지, 그렇게 볼 수 없던지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답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구금문제는 인신보호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보호를 해제한다고 하여 입국이
허가되지는 않고, 그 경우 공항 장기 대기 자체는 마찬가지의 광범위한

나. 2안 : 1안에 더하여 불회부결정을 받은 구금 문제를 수정입법을 통해 해결
하는 안
1) 2-1안 : 송환대기실 구금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구금기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2-1-1안)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의 불복수단을 이의
신청의 방식으로 신설하여(물론 이 경우 난민위원회의 상설화등이 요구된다) 행정심판으로
의 내부적 해결을 꾀하는 방안, (2-1-2안)현행 유지되고 있는 항고소송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인신보호법에 준하여 단축된 심리기간을 법원에 강제시
키는 방안, 신청 및 직권 집행정지효를 활용하여 법원이 재판 전이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입국을 허가하는 방안이 있다.
(2-1-3안) 본격적인 개정입법을 고려하면, 현행의 불분명한 송환대기실 구금의 관리주
체를 그대로 놓아두되, 난민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예컨대 항고소송 1심 통상
심리기간인 3개월)이 넘은 경우 입국을 허가할 의무를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2-1-4안)으로는, 현행의 불분명한 송환대기실 구금 관리주체를 당
국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송환지시의 방법이 아닌 특정 사유가 있는 입국불허자에 대해
예외적인 Removal order와 같은 방식으로 퇴거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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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화할 근거를 만들되, 이에 대한 행정구금의 기간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는 방안
(2-1-4-1안)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구금), (2-1-4-2안)Removal order에 대한
구금에 대해 관할지방법원의 영장을 받는 방안과 같은 형태로 근거를 명확히 하되 구금의
지나친 연장을 막되, 구금기간이 종료되면 입국을 허가할 의무를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
(2-1-4-3안)Removal order에 따른 구금을 다투는 것은 불회부결정취소의 소나
Removal order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2-2안 : 송환대기실에서 구금을 하지 않는 방안
구금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송환대기실을 ‘실질적인 개방형 시설’로 운영하여 근거가 없
는 암묵적 행정구금을 방지하는 방안(2-2-1안), 관리주체를 난민신청자에 한하여 당국으
로 이전하여 보다 나은 권리구제를 꾀하는 방안(2-2-2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설령 구금
이 아니고 일정 권리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기간 동안 공항장기대기하는 것 자
체는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의 문제와, 전자의 경우 송환주체인 운수업자의 관
리부담, 후자의 경우 행정당국이 공항 내의 체류관리와 같은 것을 시도해야할 여지가 있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다. 3안 : 2안에 더하여, 국경관리관점을 고려하는 방안
위 나.항의 4가지 (2-1)안을 염두에 둘때에는 결국 행정당국이 그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
을 받지 않았으나,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고 판단한 난민이, 일정기간의 도과로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 입국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입국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마찬가지이고, 후자의 경우는 행정당국에게는 법원판결의 존중이
라는 내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법원에서 입국여부를 단시간에 판단해야한다
는 부담이 주어지게 되어 오히려 입국에 관한 판단을 주저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서, 일정정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1안)난민제도의 취지와 현상을 행정당국과 법원이 이해하되, 공공의 위험이 없을 경
우라면, 긍정하는 방안이 있다. 원칙적으로 난민협약 가입국인 이상 ‘박해의 위험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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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난민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
고, 이는 공항에서도 그러한 경우도 난민제도를 통해 입국할 수 있음을 입법자의 의사로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체류관리적 관점에서 그와 같은 사람의 경우 신속
한 난민인정절차(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퇴거등을 꾀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입국
이 허용될 수 있는 것임은 수긍해야 하며, 이것이 부담이 될수는 없다.
다만, 실질적 부담의 문제는 불회부사유와 별개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합리적 근거
(reasonable ground)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현행 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다.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혹은 그에 걸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상 회부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이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처분사유로 관련 사유(예를 들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3)
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경우에 이에 관한 부담을 떨치기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당국이 회부심사시 위와 같은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에 관한 엄격한
예외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이같은 판단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실무체계를 정비하여,
그와 같은 처분사유가 없는 경우(혹은 이를 근거로 한 removal order가 없는 경우) 행정
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실무상 입국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입법자의 결단에 의
한 현 제도의 취지 및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제약을 피하고자하는 합헌적 해석에 따르면,
공공의 위험이 없는 한 박해의 위험이 낮거나 없을 경우도, 정식난민인정심사의 기회 부여
를 위해 입국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제도에 대한 내심의 목적’에 대한 도
덕적 단죄는 불회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현재 난민불회부결정의 사유로는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항 제1호)를 들고 있다. 이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인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의 예외적인 고려를 일부 반영한 조문이다. 유엔난
민기구도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근거로 “국가는 신뢰성과 신빙성있는
(reliable and credible) 증거를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 가 존재하는지
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난민의 추방은 그 조치가 필요성과 비례성에 근거할 경우에만 적법합니
다. 이는 즉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난민의 추방과 그들의 존재로 인한 위험을 비호국에서 제거
하는 것 사이에 이성적인 연관성(rational connection)이 있어야 합니다. (ii)강제송환은 위험을 제
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iii) 비호국의 위험이 강제송환으로 인해 해당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훨씬 능가해야 합니다 (비례성 심사).“라고 하여 제한해석을 요구한다. 유엔난민
기구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UNHCR 의 의견“, 11쪽

61

∙∙∙ 난민인권 토론회 -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3-2안)불회부결정을 내렸으나 법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입국하게 될 사람의 경우에 대
해 체류제한, 체류조건 부여, 구금 대안의 형태를 고려하는 방안. 현재 실무적으로 불회부
결정을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입국을 허가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활동범위 제한4)
을 활용하여 일종의 체류조건을 부여하는 구금 대안을 시도하고 있는바, 그 기준과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제조건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을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거주 조건부 입국과 같은 조건부 입국허가 역시 활용할 수 있다.
(3-3안)불회부결정을 내렸으나 법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입국하게 될 사람의 경우에 대
해서만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를 허용하는 방안. 바람직 하진 않으나
(3-2)에 더하여 예외적인 사유를 더하여 난민인정심사기간동안의 구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 그 경우는 구금의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등 예외적으로 구금을 정당화할 사유
가 있을 경우에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 행정당국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며 정식심사기간동
안 활동범위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할 경
우 1안 또는 2안의 방법과도 다양하게 결합이 가능할 것이나, 예외적인 구금이 아니라, 불
회부결정을 다투는 모든 난민들이 위와 같은 개정입법으로 일단 구금되어 그 장소만 송환
대기실에서 국내의 보호소로 바뀌는 상황은 피해야하며, 구금 정당화할 요건을 찾아야할
것이다.

라. (기타안) 1안 내지 3안과 병렬하여, 또는 단독으로 현재 상태에서의 몇 가지 문제
들을 수정하는 방안
난민네트워크에서 논의한 아래 법률5)안과 같이 기타 몇가지 문제들을 수정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1)강제송환금지원칙의 범위 명시, 2)이의신청 방안 명시, 3)불회부사유를
법률로 끌어올리되,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이후
의 활동범위 제한이나 조건부입국허가등을 통한 체류제한은 ‘공공의 위험의 입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난민협약에 충실케 하는 것, 4)처분서의 교
4)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일부 조항은 2015. 6.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 의안 제1915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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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5)통신, 음식, 의료의 접근권 보장 6)송환대기실 비구금 원칙 명시(6가지 세부적 쟁점
에 대한 절차적 보장)가 그것이다.
<참고 : 난민네트워크 논의중인 개정안>
현

행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②
<신 설>

개

정

안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②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는 최후
의 수단(혹은 예외적 수단)으로서 고려해야하
며, 난민신청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외국인이 입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외국인이 출

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

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

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

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제6조

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있다.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제6조의2의
심사가 연장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출
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신 설>

③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전항의 장
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구금
해서는 아니 되며, 위 장소로부터의 출입,
통신설비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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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심사를 통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회부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회부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또는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⑥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라고 인
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불회부결정을 하고 그
신청자에게 그 사유(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
신청의 기한 및 방법등이 명시된 불회부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 설>

⑦ 제4항의 결정을 위해 이뤄지는 면접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⑧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전항의 장
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구금
해서는 아니 되며, 위 장소로부터의 출입,
통신설비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

한다.

라 진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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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⑩ 법원은 제3항에 관한 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⑪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의 결정
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제6조의2가 정
한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통지되면 즉시
그 신청자에 대해「출입국관리법」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⑫ --------제11항까지-----

<신 설>

(신설)제6조의2(출입국항에서의 이의신청) ①
제6조 제3항에 따른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
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난민
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
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
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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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한 때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신속
히 통지하여야 한다.

3. 간략한 제언
난민제도의 시행은, 종전의 출입국관리의 완벽한 통제라는 패러다임에서의 전환을 요구
하며. 출입국항 난민제도에 있어서는 다 세밀한 형태로의 규정, 정책당국의 난민보호에 대
한 의지와 여타 법익과의 정밀한 교량등을 요구한다. 앞으로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으나, 적어도 4안 형태에서 논의된 법안 중 <6가지 세부 쟁점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등은 선결적으로 개정입법이 부득이하되, 위 쟁점 중 ‘불회부사유’의 개정 및 이와 연
계된 ‘불회부결정을 받아 불복하는 난민신청자의 구금 제한’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적 방안
도, 대한민국의 실정을 고려하되,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난민제도의 선진적 운영에 앞장
서는 대한민국의 위상 및 난민협약과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고려를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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