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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 참여하는 이들에 의해 법적 개념인 난민의 의

미가 구체적으로 생성되고, 문화적 타자로서의 난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난민지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난민 수용국에서 그를 ‘문화적 타자(cultural other)’로서 인정하고 수

용하는 문화적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난민인정절차의 이러한 근본적 특성은 현재

까지 거의 조명되지 못했으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로 제도

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인정절차의 핵심 도구인 ‘통

역 면담’ 안팎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난민인정절차가 난민 수용국의 문화적 

역량을 요구하는 법적 제도라는 점을 깊이 있게 밝히고, 한국이라는 지역적 맥락에

서 난민임(refugeehood)의 복잡한 양상이 사회문화적으로 해석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제난민법상 난민 정의는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박해의 다섯 

가지 사유는 신청자의 출신국의 두드러지는 문화적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난민 신청사유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개념요소를 충족시키는지를 평

가하는 과정은 면담자의 직간접적인 문화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난민법체계의 인도

주의적 원칙에 따라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진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권고되므로, 면담자는 많은 경우 난민신청자

의 진술만을 듣고 신빙성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난민 면담은 제도화된 환경에서 통역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매개되며, 면담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발화자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률 전문

가로서 면담을 지휘하는 면담자의 질문과 법적 언어 및 지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

자의 대답 사이에서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중개하는 통역인은 가장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 간의 상황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의사소

통상의 오류 발생과 그로 인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게이트키핑

(gatekeeping) 면담의 한 형태인 난민 면담에서는 면담자의 질문방식과 신청자의 진

술방식이 불평등하게 교차되고 있으며, 제도적 담화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의 자기

표현 방식이 의사소통의 오류를 낳기도 한다. 언어 표현과 문화의 특수한 맥락은 통

역인의 ‘문화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통역인의 자의적이고 의도

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면담자의 정확한 이해를 저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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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처럼 난민인정절차의 진행과정에 ‘법’과 ‘문화’의 조우에서 발생하

는 인식론적 이슈가 깔려 있으며, 법의 힘을 재현하는 도구가 ‘언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신청자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이해하는 ‘상식’은 

학문적으로 고전적인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문화가 법적 절차에 적

합한 사실로 변형될 때 탈맥락화되어 면담자의 이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문화는 

출신국 정황에 대한 언어정보로서 특정 사회/문화집단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독

특한 존재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속의 난민신청자가 일상적 실천을 통해 능

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실천지향적 문화 개념에 주목할 때, 난민임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얻

을 수 있다. 난민은 보통 출신국의 특수한 정황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비

자발적 이민자로 여겨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이주가 자신의 안전 상

황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체적인 행위성(agency)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난민의 이러한 능동적 행위성은 이주의 공간에서 형성되고 표출되

는 난민 정체성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난민임의 정체성이 그의 종족성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난민·이민자 커뮤니티 간에 구성원 자격과 언어적 자원을 둘러싼 경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청자의 적극적 실천(practice)과 주장을 둘러싸고 통역인

은 자신의 판단에 의한 담화 속 진실을 폭로하기도 한다. 또, 면담자인 심사관과 활

동가는 출입국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각자의 난민 담론을 반영한 입장에서 신청자에

게 ‘가짜 신청자’ 또는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상이한 꼬리표(label)를 부여하는

데, 이러한 시선의 차이 속에서 문화적 타자로서 난민의 능동적 행위성은 탈각되고 

있다. 

요컨대, 면담 안팎에서 실천되는 면담 참여자들의 실천과 상호작용에 대한 본 

민족지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인 ‘난민’이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신청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주장이 다층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 행위자들에게 불균등

하게 분배된 책임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co-construction)’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문화 개념, 난민인정절차, 문화적 타자, 통역인, 면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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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07년 한국에 입국한 R씨는 난민신청을 하여 

1차 심사에서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법무

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던 R씨는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첫 신청 후 2

년 반이 지난 2010년 초 드디어 1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피고

측은 R씨가 1차 심사 때 진술했던 내용이 이후 면담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항소하였

고 그는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떠나온 고국과 도착한 한국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긴 경계의 시간이 비로소 끝난 줄 알았던 R씨는 면담자에게 3심까지의 진행 과정

을 물어보며, 난민지위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낮이든 밤이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삶

에 대해 절제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위의 사례는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참관했던 한 난민 면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신청자인 R씨는 자신이 처음부터 박해 관련 사실을 전부 다 진술

했음에도 통역인이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면담자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측은 예전 면담기록을 토대로 여전히 R씨의 난민신청의 진실성을 의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난민 통역 면담1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

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그 원인으로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신청자의 잘못

이나 통역 등 국내 난민 제도의 미비가 주로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하에서 난민인정절차(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SD procedure)2는 단지 행정적·법적 절차의 문제로 간주

되어 왔으며, 한 사회 내에서 ‘문화적 타자’인 난민의 인정과 수용이라는 근본적인 

특성은 거의 조명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인정절차의 핵심적인 도구인 ‘난민 

면담 ’ 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난민인정절차를 국내에서 법과 문화가 조우하는

(encounter) 한 장면으로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법’은 현상(phenomenon)이 아니라 개념(concept)에 적용”된다는 법인류학자 포

                                           
1 난민신청자와 면담자 간의 면담은 영어-한국어의 경우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통역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이를 편의상 짧게 줄여 ‘통역 면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 단계의 신청 및 심사를 ‘난민인정심사’로, 이후 난민신청자가 행정법원에 제기하

는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난민소송’ 혹은 ‘행정소송’이라고 부르고, 두 단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난

민(지위)인정절차’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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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실(Pospisil 1971)의 견해에 덧붙여, 도노반(Donovan 2008: 4)은 법이 조사되고 

분류할 수 있는 실재가 아니라 ‘독립된 관념’으로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법적 절차상에 규정된 ‘난민’은 추상적인 법적 개

념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법민족지(legal ethnography)는 법과 사법결정, 모든 

법적 규정이 폭넓은 사회적 과정 안에 스며들어 있는(embedded) 복잡한 방식에 접

근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Star & Goodale 2002: 2). 또한, 난민 보

호 메커니즘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오래된 쟁점이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난민’으로 

보고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actors)에 의해 신청자의 ‘난민임(refugeehood)’이 구성되는 실제 과정에 대한 민족

지적 분석은 현실에 존재하는 보호 대상을 추상화된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로부

터 끌어내어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규범의 영역 또는 외부적 구조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과정(이문웅 1993: 208)”임을 드

러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난민’이라는 법적 개념이 구성되고 그 제도적 

절차가 구현되는 과정을 하나의 ‘사회적 실천의 장(場)’으로 상정하고, 그 장(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실천과 상호작용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자는 ‘난민’의 법적 개념과 관련 절차가 인류학 고유의 인식론 및 세

부지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문화(culture)’라는 말은 국제

난민법체계가 작동하는 데 바탕이 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나 유엔난민기구

(UNHCR)에서 제작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1992), 이하 절차편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지만, 난민의 법적 정의 중 박해사실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사유 3 는 난민신청자의 ‘ 문화 ’ 에서 핵심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

(Good 2008: S47). 즉 신청사유를 구성하는 신청자의 진술은 그가 출신 국가/지역에

서 담지해온 ‘문화’의 총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며, 신청사유가 난민협약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박해사실에 얽힌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해석

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 난민의 인정과 수용이라는 현상은 국가 간 구성원들의 

비의도적 접촉과 그로 인해 증가하는 ‘문화 간 이해’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서 거론될 수 있다. 누구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

                                           
3 자세한 내용은 Ⅱ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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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적 절차는 난민 수용국에서 받아들일 적절한 ‘타자(Other)’를 재현하고 분

별하는 정치적 과정(Barsky 1994)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한 사회에서 타자의 존

재를 법적 정의를 통해 성립시키는 과정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민의 인정과 수용 문제가 단순히 법적 절차에 한정되지 않

으며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이라는 점을 깊이 있게 밝히려는 시도는 난민 수

용국이 ‘낯선 존재(foreigners)’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귀중한 통찰 또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Binder & Tošić 2005: 610).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답을 찾고자 하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인정절차 진행의 주요 도구인 ‘통역 면담’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언어적·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신청자가 난민임을 입증하

는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세부적으로, 난민 면담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통역을 매개로 전달되는 신청자의 이야기가 각 행위자들의 어떠한 역할 및 상호작용

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 대화에서 문화적 요인에 따른 의사소통

의 오류(miscommunication)와 오해(misunderstanding)가 발생하는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관찰과 분석이 난민 면담 수행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밝힐 것이다. 

둘째, 신청자의 난민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화적 차이가 면담 밖에서 어떤 방식

으로 나타나며, ‘문화적 타자’로서의 난민이 국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즉 

난민 커뮤니티가 발휘하는 행위성(agency)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며, 신청자의 주

체적인 실천이 난민 담론 및 면담의 다른 참여자의 상이한 시각에 의해 어떻게 해석

되는지를 살펴본 후, 이와 같이 면담 안팎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생성되는 난민의 

‘꼬리표(Zetter 1991, 2007)’가 ‘문화 간 이해’의 지평에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한국에서 난민인정절차의 실행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입장과 활동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현재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류의 

질문을 폭넓게 제기하는 사회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Ⅱ

장에서는 난민 보호가 제도화된 역사적 배경과 난민임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의 특수

성을 간략히 개관하고, 국내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신청부터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

정을 알아본다. Ⅲ장에서는 통역 면담 환경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전사한(transcribed)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신청자의 진술을 난민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사소통상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서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난민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문화적 실천 양상을 

조명하고, 신청자에 대한 통역인과 면담자의 서로 다른 관점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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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문화적 타자의 현실을 논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보하난(Bohannan 1965: 41)은 법민족지(jural ethnography)의 다양한 영역 중 하

나로 문화 간 갈등 해결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인류학자들의 탐구가 부진했

던 이러한 상황이 법적 특성과 어떻게 상치되는지를 조사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또, Rousseau et al.(2002: 51)은 난민, 이민자,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각각의 주제

에 대해서는 폭넓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점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절차 과정, 난민법 또는 이민법 전반에서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영향에 관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들이 교

차되는 ‘접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문화 개념,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법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들을 엮어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문화(culture)’에 대한 인류학의 고전적인 이해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공

유되는 공통된 가치, 관습, 제도,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등이 동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각 사회를 비교했을 때 그러한 차이가 뚜렷하고 제각기 독특하게 나타난

다고 보는 방식이다(Merry 1998). 반면, 현대인류학에서는 한 사회/문화집단의 구성

원들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이 문화를 고정된 사물인 

것처럼 취급하여(reify) 현실에 대한 적실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

판한다. 그보다는 개별 행위자의 주체적 실천을 인정하고, 기존에 설정된 구조와 경

계 내외에서 움직이는 개인들의 역할에 의해 문화가 역동적이고 가변적으로 구성된

다고 보는 관점에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위자를 부각시키는(agentive) 방식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새

로운 학문적 관점이 기존의 문화 개념에 완전히 도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Baumann 1996; Merry 1998: 577). 소위 다원적 사회(plural society)에서 타자

화와 자기 주체성 만들기라는 문화적 정치의 장이 펼쳐지면서 ‘커뮤니티’와 ‘종족성

(ethnicity)’, ‘정체성(identity)’ 등과 결부되어 사물화(reification)된 방식으로 표상되

는 문화 개념이 문화의 담지자들에 의해 (비)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

며, 공공정책의 개발과 시행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ibid.; 김광억 외 2005).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서 존재의 구성 자원으로서의 문화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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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도구적 실천과 맞물려 다양하게 재현되고 변주될 수 있다.  

한편, 비교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해석인류학에서는 ‘대화’라는 은유를 사용하

여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식을 시도하였다(Marcus & Fisher 

1986[2005]: 59). 비교문화적 이해는 어떤 특정한 상호작용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 문화와 다른 문화가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어 상호 이해를 교

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이는 문화의 보편성 및 특수성에 대해 인류학 내에

서 타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시각과 모든 인류를 하나의 문화이

론 안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관점이 논쟁해오면서, 문화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번역의 

문제(Leach 1973: 772, Clifford & Marcus 1986[2000]: 235)에서 재인용)’라고 인식하

게 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모든 문화 간 의사소통이나 민족지 작업은 비교문화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번역과정으로, 민족지학자(ethnographer)와 같은 중재자가 문화

적 타자(cultural other)의 가까운-경험(experience-near)이나 지방적 개념과, 자신과 

독자가 공유하고 있는 먼-경험(experience-far)의 개념을 대조시키고 중간에서 조정

하는 역할을 한다(Marcus & Fisher 1986[2005]: 57 참조). 

이러한 해석인류학의 관심은 현지에서 연구대상의 문화적 의미체계에 대한 지식

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ibid.: 50). 즉 

현지조사와 민족지쓰기에 관한 ‘대화’의 은유는 ‘누가 누구의 문화에 대해 어떤 과정

을 거쳐 쓰는가?’, ‘그가 생산하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

는 새로운 종류의 질문들로 발전되었다(Clifford & Marcus 1986[2000]; Rosaldo 

1993[2000]). 인식론적 차원뿐 아니라 방법론적 도구인 ‘면담’에 관한 언어인류학적 

성찰(최진숙 2010; Briggs 1986; Rapley 2001)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면담을 주요하

게 활용하는 연구 영역에서 면담 기법에 깔린 질문자(interviewer)의 정치적 우위와 

객관주의 이데올로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Briggs(1986)는 학술

연구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공식적 면담 현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담화의 해석에 깔린 문화적 가정과 사회 규범, 담화 수행의 구조를 밝히고 비교

하고자 했던 초기의 언어인류학 연구는 사피어-워프(Sapir-Whorf) 가설로 대표되는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 및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이하 Gumperz & 

Cook-Gumperz 2009 참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소규모 전통사회에서 거행되는 의

례나 도시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의 담화처럼 커뮤니티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

적 범주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1960년대에 시작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 분야에서는 문화를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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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의사소통적 현상으로 보고, 문화특수적 지식이 어떻게 담화의 

해석에 개입하는지, 발화자의 행위 동기는 무엇인지 등 담화의 보다 폭넓은 맥락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류학

의 중대한 공헌은 일상에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차이가 단순히 단어 자체

의 의미나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 교환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에 기반해 있

다는 통찰이다. 즉 발화에 관한 해석은 담화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언어 외적 맥락

에 관한 지각과 세계에 관한 지식, 그리고 발화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인 문화적 전

제(cultural presupposition)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Atkinson & Heritage 1985, 

ibid.: 17에서 재인용). 

한편, 오늘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이 관료주의적이고 제도화

된(institutional) 환경에서 (통역) 면담의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이어져 왔다. Agar(1985)는 비전문가와 공공서비스 기관의 관리자 사이의 만남

(encounter)을 개념화하고 그 구성적 특징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Cook-Gumperz 

& Gumperz(2002: 26)는 신청자(interviewee)가 자신의 배경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면담에서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을 지적하

며, 이때 면담은 단순히 질문-대답의 교환이 아니라 신청자가 배경에 대한 가정을 

피력해야 하는 서사의 제시(narrative presentation)가 된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서사

(personal narrative)는 우리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다루는지를 형성하

며, 현실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전지적 설명보다는 복수의 상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Ochs & Capps 1996: 21), 이러한 신청자의 개인적 서사는 서비스 기관의 공

공정책 서사(public policy narratives)와 교차하며 서사의 불평등(narrative inequality)

에 부딪히게 된다(Blommaert 2001; Shuman & Bohmer 2004). 즉 문화 간 차이에 대

한 신청자의 주장이 관료주의적 통제에 의해 굴절되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의사

소통상의 흔한 오해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문화적 차이와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오류 또는 오해라고 명명할 때 그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속

적으로 관찰하고, 의사소통의 오류에 대한 지적에 언어와 이민정책에 관한 정치적 

주장처럼 신청자의 발화에 본질화된(essentialized) 문화적 차이가 내재해 있다는 “언

어 신화”가 반영(Gumperz & Cook-Gumperz 2009: 13)돼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적 현상과, 현실 속 인간과 문화의 맥락성 

간의 교차지점을 설명하고자 한 법인류학 분야는 제도화된 면담 환경에서 상이한 사

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행위자들의 담화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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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줄 수 있다.  

기어츠(Geertz 1983: 181)는 “어떤 사건을 문화적으로 맥락화하는 것(cultural 

contextualization)은 법적 분석에 있어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보았다. 이는 법에 대

한 인류학적 연구가 ‘상대주의적 관점(relativist perspective)’을 함축한다는 견해(Riles 

1994: 601)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하지만 Good(2008: S51)은 기어츠가 현상의 

모호함이나 복잡성을 현실의 모든 상황에 내재하는(immanent) 양상으로 다루는 인

류학적 분석과, 추상적·일반적이며 탈맥락화된 법적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현상의 핵

심과 ‘무관한’ 세부사항은 제거하는 법적 분석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이와 같은 두 학문 간의 차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문화의 의미가 인류

학 분석의 개념적 도구에서 일종의 '객관적 증거'로 변형되는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Good(2008)는 미국에서 이민자인 피고가 범죄사실에 대해 '문화적 방어'를 하는 문

제와 영국 법정에서 난민신청자가 박해사실의 직접적 원인으로 문화를 주장하는 경

우를 예로 들며, 문화를 본질화(essentialize)·사물화하는 법리적(legalistic) 경향에 강

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즉 박해사실에 대한 실제 ‘증거’를 찾으려는 법률가의 실증

주의적 사고방식은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경합하는 문화적 실천을 감추거

나 잘못 해석할 여지를 낳는다(ibid.: S56). 그러므로 문화의 유동적·과정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난민인정 여부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중요

한 쟁점이라는 점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인류학적 분석과 법적 추론이 서로 다른 방식과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에 대해 Riles(1994)는 두 학문이 엄격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상정하기보다는 법의 

규범성(normativity)과 문화의 성찰성(reflexivity) 간의 상호작용이 간(間)학문적으로 

중요한 인식론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대주의와 성찰적 고려(reflexive 

consideration), 지역적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인류학의 경험주의적 관점과 법의 규

범적 주장(normative argument) 및 이론적 추상성은 지식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서 

법에 대한 사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하에서, 난민인정절차는 법적 결정에 이르기 위해 

제도화된 통역 면담에서 신청자의 문화적 차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학과 인류학의 틈(in-between)에 위치(ibid.)’한 사례로 다뤄질 수 있다. 신청자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화의 내용은 복수의(plural) 현실로 이루어진 반면, 법적 심

문(interrogation)을 이끌어가는 면담자는 실체가 있는(material) 진실을 찾고자 한다

(McKinley 1997: 70). 연구자는 면담에서 오가는 담화의 의미가 이러한 발화자들 간

의 상황적인(situated)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구성(co-construction)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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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Jacoby & Ochs 1995; Rapley 2001)을 밝히고자 한다. ‘공동구성’이란 용법은 

형태, 담화의 해석, 발화자의 입장(stance)과 행위(action), 활동(activity), 정체성, 제

도, 이데올로기, 기타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현실이 ‘공동으로 생성(joint creation)’된

다는 것(Jacoby & Ochs 1995: 171)을 의미하며, 이는 곧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

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 분배된 책임(a distributed responsibility)이 있다(ibid.: 

177)”는 함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담화의 ‘공동구성’이란 면담이 자

리잡고 있는 외부적 현실에 대한 분석에 적절한 은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Kälin(1986)은 난민 면담을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연

구한 선구적 논문으로 손꼽힌다. 그는 상기한 기어츠의 시각에 입각하여 난민신청자

와 심사관 간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차이가 어떤 식으로 의

사소통을 왜곡하여 신청자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직접 난민신청자를 면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관과 신청자 간 상호작

용의 장애물을 유형화하고, 의사소통의 오류(miscommunications)는 언어적 차이가 

기반한 상이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는 논지를 편 Kälin의 

연구는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난민 면담 전사 자료를 문학비평이론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풀어낸 점이 돋보이

는 Barsky(1994, 2000)는 난민인정절차를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자가 ‘ 협약상 난민

(convention refugee)’4에 적합한 이미지와 조건을 구성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

하는 관료주의적 절차로 해석한다. 이민사회인 캐나다에서 이러한 '생산적 타자

(productive other)'가 되는 능력을 가늠하는 것은 곧 미래에 '통합된 시민'이 될 능력

에 대한 측정이라는 것이다. Pelosi(1996)는 캐나다 사회의 난민 담론 및 난민인정절

차의 사회문화적·정치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Barsky(1994)의 논의

와 상통한다. Monnier(1995) 역시 난민 면담이 게이트키퍼(gatekeepers)와 약자(the 

powerless) 간에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Doornbos(2005)

는 난민신청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credibility)을 판단하는 증거평가의 과정을 경

험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4 ‘난민’의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난민협약(1951) 등 국제난민법에 의해 인정되는 난민을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Ⅱ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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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au et al.(2002)은 ‘난민임(refugeehood)’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난민지위인

정 여부 결정에 개입하는 법적·심리적·문화적 요인에 대한 학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저자들은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및 심사관들이 

정치적 폭력과 박해의 복합적 맥락을 단순화된 방식으로 가정하거나, 전쟁의 혼란이

나 테러가 비합리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점 등, 주로 

‘면담자’의 문화적 가정(cultural assumption)이 의사소통상의 오류를 야기한다고 분

석하였다. Crawley(1999)는 신청자의 국적, 진짜 난민(genuine refugee)으로 상정된 

모델 등이 면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면담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상세하

게 밝혔으며, Anker(1992)는 미국 법정에서 이민판사, 피고측 변호사, 원고측 변호사 

삼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대부분의 판사가 수동적 재판관이 아닌 신청자와 증

인에게 질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2의 검사’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법과 언어’라는 주제를 연구해온 Conley & O’Barr(2005)는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의 힘(legal power)은 대법원 판결이나 입

법 공표(legislative pronouncements)보다는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법정 등 일상의 

법적 장소에서 매일 펼쳐지는 법적 실천의 자세한 내용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발견하

였다. 

한편, 통역을 매개로 한 담화에 대해 탐구해온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 

Aigner(1994)는 ‘문화 통역자(cultural interpreter) ’라는 개념을 들어 난민 면담에서 

‘문화적 정보 및 지식’이 전달되지 않거나 통역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의사소통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하고 있으며, Wadensjö(1998)는 ‘통역인으로 매개되는 상호

작용’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저자는 이상적으로 설정된 통역의 

상(像)과 실제 통역 수행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세 사람 간에 사실이 간접적

으로 구성되는 의사소통 과정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형태라는 점에 착안해 자세

히 분석하였다. Berk-Seligson(1990)은 법정통역인의 역할이 문제적(problematic)이

라는 점을 심도있게 논한 민족지적 연구로, 통역인이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방식

과 의뢰인, 변호사, 판사 등 법정의 다른 참여자들이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으며, 이러한 모순된 시각의 결과 미국에서 영어 비사용

자인 참여자의 의도가 왜곡된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Lee(2009)도 통

역인의 역할에 대한 법률가들의 상충되는 견해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으

며, Lee(2011)는 통역으로 매개된 법정 신문에서 통역인의 ‘수정 시도(repair 

attempts)’가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서 중심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논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해외 문헌들은 법적 담화의 현장을 미시적으로 조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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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어있는 법(the law in the books)’과 ‘현실 속의 법(the law in practice)’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Doornbos 2005: 104), 후자는 난민 면담의 사회적 구조 및 통역으

로 매개되는 담화에서 참여자 간의 상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한편, 위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주로 면담자와 통역인에 초점을 두어 참

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난민신청자의 역할 수행과 행위성을 거의 조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면담 안팎에서 현저하게 발휘되

는 신청자의 능동적 실천을 가시화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에서 2001년에 처음으로 난민이 인정된 이후 최근 몇 년 전까지 신청자 수

나 인정자 수가 극소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한편,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

어져 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2004, 2008)가 난민지원단체 및 법률단체와 연계해 인

권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법무부(2010)에서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

적으로 학계 및 난민지원단체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 조사 보고서에서는 난

민신청자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난민인정절차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경험한 문제점, 사회경제적 처우의 미비함 등을 자세히 지적하였고, 이러한 조사결과

가 그 동안 제도적 개선에 중요한 실증적 자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난민의 

인권상황과 연관된 많은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세부

사항 — 예컨대 난민인정절차에서 통역 서비스 — 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조사

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학계에서 소위 ‘난민 이슈’는 대부분 법학 분야에서 국제인권법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난민 보호정책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용호 2007), 국내외 난민인정제도의 현황에 대해 진단을 내리고 개선점을 모색하

거나(장복희 2007; 고문현 2008; 오승진 2009),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에 있어 법 

해석상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고 있다(정인섭·황필규 편 2011). 특

히, 정인섭·황필규 편(2011)에서는 난민협약상 박해의 의미와 난민 요건을 해석하는 

문제, 한국의 난민 수용의 역사와 실행 과정에 대한 분석,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난민 

개념의 재검토까지 많은 논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난민인정절차의 법적 기본 구성과 

전반적인 이슈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석사학위논문 중에서는 국

내 난민의 사회권 향유에 관한 제언을 내놓거나(정다운 2010), 정책학적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제도 이행을 검토한 논문(이현신 2000; 김주자 2003), 난민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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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메커니즘을 개괄하고, 여성 난민과 지역난민보호체계 등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박소희 2007; 조은별 2010; Seo 2011)가 많았고, 국내 거주 난민들이 갖는 적

응 양상의 특징과 요인을 주제로 경험적으로 접근한 이주영(2010)의 연구는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보편적 인권’의 영역 내에서 난민 보호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논하고 있는 까닭에, 난민의 개념과 법적 인정절차가 한국이라는 

‘지역특수적 맥락’에서 실천되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공통적인 특

징이자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난민 인권을 포함하여 국제법적 의미의 인권을 ‘사회

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파악하는 인류학적 분석은 인권을 특정 장소에 위치한 

담론과 실천의 문제이자 규범과 지식, 법의 준수를 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설명

함으로써, 인권의 개념과 원칙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새

로이 밝힐 수 있다(Merry 2006: 109). 그러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시도

하는 국내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한국의 현실에서 “난민의 문화적, 정

치적, 경제적 맥락에 관한 복합적 지식을 축적(Binder & Tošić 2005: 609)”해가는 과

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국내 난민신청자 수와 난민인정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난민

지원단체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표 1> 5  참조), 

2011년 12월말 현재 한국의 전체 난민신청자 수는 3,926명으로, 이 가운데 난민인

정자는 260명, 인도적 체류허가 6 가 부여된 사람은 157명이다. 이들 중 약 70%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 집중되어 있고, 같은 시기 불인정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람도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한 해를 살펴보면, 새로 신청한 1,011명과 

계류 중이던 사건 가운데 11명이 법무부 심사 단계에서, 18명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5 난민인권센터 웹페이지, [난민자료실], http://www.nancen.org/720 

6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출신

국 내 인권상황(고문, 전쟁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

가하는 제도이다. 

http://www.nancen.org/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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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고, 21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367명이 불허되거나 신청을 철회하

였다. 이전에 인정된 난민지위가 취소된 건도 ‘4건’이나 처음으로 발생한 점은 주목

할 만하다. 

 

  
<표 1> 연도별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법무부, 2011.12월말 현재) 

*심사대기: 1,0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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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적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 철회

총 계 3,926 260 144 1,854 646 1,022

파키스탄 734 2 12 221 62 437

네 팔 397 0 4 270 107 16

중 국 356 6 15 254 69 12

미 얀 마 338 112 16 98 38 74

스리랑카 304 0 2 142 58 102

우간다 252 8 10 114 42 78

나이지리아 246 1 3 180 26 36

방글라데시 210 49 2 100 25 34

코트디부아르 118 3 15 72 20 8

가 나 110 0 5 87 18 0

키르기스스탄 108 0 2 50 41 15

 콩고민주공화국 103 23 14 36 16 14

아프가니스탄 94 2 7 13 7 65

라이베리아 91 1 1 40 29 20

에티오피아 70 15 14 25 7 9

이 란 62 8 7 38 7 2

카 메 룬 45 6 2 11 9 17

케 냐 35 1 1 17 8 8

인 도 26 0 0 6 2 18

남아프리카공화국 22 0 0 7 13 2

알 제 리 18 0 4 10 4 0

이 집 트 18 2 0 5 6 5

이 라 크 17 3 3 4 3 4

러 시 아 16 3 2 3 4 4

우즈베키스탄 16 6 1 6 1 2

수 단 15 1 0 5 0 9

기 니 12 0 0 2 0 10

소 말 리 아 5 1 2 1 1 0

르 완 다 4 2 0 2 0 0

앙 골 라 4 2 0 1 1 0

에리트레아 3 1 0 1 1 0

부 룬 디 2 1 0 0 1 0

니 제 르 1 1 0 0 0 0

기 타 74 0 0 33 20 21

신청
심사 종료(2,904)

심사중

<표 2> 국적별 난민 현황(2011.12월말, 법무부, 강조는 연구자) 

 

난민지위의 인정은 1990년대에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1년, 2002년에 

각각 한 건씩 인정되었다. 2003년 이후로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및 소수종족, 방

글라데시의 소수종족인 줌머인(Jumma)7 등이 국내 시민단체와 개인 등의 도움으로 

집단적으로 신청을 해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난민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이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14-17 참조). 2008년에는 36명이 

인정되어 난민인정자의 수가 3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난민인정과 가

                                           
7 난민 커뮤니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Ⅳ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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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결합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전에 누적된 행정소송 사건들이 이 해에 대거 결정

되면서 난민인정자의 45%인 16명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난민인정을 받았고, 가족

의 일부가 난민인정을 받을 경우 그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가족을 함께 난민으로 인

정해주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정된 사례 역시 2008년에 16명에 이르렀

다. 한편, 2009년에는 사상최대인 74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994명이 

불허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난민심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체되었던 사건들이 한꺼

번에 심사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한편, 난민신청자의 수는 증가해왔지만, 그 증가 추

세가 꾸준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한국이 난민신청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1994년부

터 2011년 12월말 현재까지 비교해볼 때, 2005년에 410명, 2007년에 717명, 그리고 

2011년에 사상 최대 신청자 수인 1,011명으로 간헐적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표면상의 분석 이외에도, 고용허가제의 실시(2004)로 인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고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대규모 난민 신청(2007년, 2011년) 등 

신청자 수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8   

한국에 난민지위인정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는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동부 아프리카 출신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과 친

(Chin)족, 조미족 등의 소수종족들, 방글라데시 소수종족인 줌머인과 스리랑카의 소

수종족들로, 이들은 인종이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탈출해 온 경우가 

많다. 중동 지역의 경우 종교적인 박해에 의한 사례가 많으며, 특히 국내에 이주노동

자로 입국한 뒤 개종한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현지 난민)이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인종·종교·정치적 의견·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유입되는데, 중부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의 에티오

피아와 수단, 우간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등지 출신이 많

은 편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를 비교해보면, 미얀마와 방글라

데시의 경우 각각 112명과 49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의 난민인정자 중 가장 

                                           
8 2005년과 2007년에 난민신청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등으로 입국했던 외국

인노동자들이 대거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특히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난

민신청을 했다. 2006년 네팔에서는 왕정체제에 반대하여 저항하던 마오이스트(Maoist) 반군들이 오랜 내

전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왕정이 종식되고 새로운 마오이스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러한 정치변동의 혼란기가 난민신청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에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파키

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신청한 결과, 1,011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더 자

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011: 17-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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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를 차지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의 난민인정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방법 

 

연구자는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4월 말까지 주요 조사지인 한 난민법

률지원단체(이하 A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공식적으로 일한 기간 초기

에 ‘난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다. A단체는 

서울에 소재한 공익법률단체로 2009년 이후로 난민소송 사건을 수임해왔고, 공익변

호사 및 프로보노(pro bono) 변호사, 통역인, 변호사를 도와 리서치 업무 등을 담당

하는 케이스워커(caseworker)의 중개를 통한 난민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단체의 실무자로서 연구자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그 동안 난민 면담의 가장 큰 문

제로 여겨져 온 통역의 질과 관련하여 통역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펀딩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기획에 참여하고 교육 프로그

램과 연계된 세부사업 — 통역경험 설문조사 및 난민 법률용어집 제작 등 — 을 추

진하면서, 연구자는 업무 면에서의 헌신을 통해 A단체의 주요 정보제공자들과 동료

이자 친구로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또, 난민법9 개정이나 면담에서 통번역과 관

련된 문제 등 주요한 이슈의 논의 지형과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그 이슈에 대한 

법률가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난민지

원단체들이 난민 면담 시 통역이 갖는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대부분은 이를 절차 

진행에 수반되는 ‘언어’의 문제로만 간주한다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한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즉 현지조사 중기를 거치며 A단체를 통해 자

연스럽게 법무부 국적·난민과 공무원들, 파키스탄·미얀마·줌머족 커뮤니티 통역인 10 

                                           
9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로,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 ‘커뮤니티 통역(community interpreting)은 한국어로 ‘지역사회 통역’ 정도로 번역되며, 커뮤니티를 기반

으로 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통역 서비스이다. 소수종족 커뮤니티에 특히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그들이 언어적 장벽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서비스 분야 – 의료, 교육, 주거, 사회복지, 

법률 등 – 에서 필수적이다. 커뮤니티 통역인은 통역하는 언어에 능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역을 수행

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문화적·종족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및 원문은 다음 

위키피디아 내용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Community_interpreting) 다언어적(multilingual) 상

황에서 언어 소수자(language minorities)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미국·스칸디나

비아 국가들 등 이민사회에서는 커뮤니티 통역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비교적 잘 발달했다(Wadensjö 

1998: 54-55). 국내에서는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http://en.wikipedia.org/wiki/Community_interpr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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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A단체에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난민사건을 

의뢰하고 좀더 ‘현장’에서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를 대면하며 사회경제적 지원을 해온 

B단체, C단체 실무자들과 유선상으로 연락하고 회의 때 만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었

다. 이들과의 심층 인터뷰는 대부분 업무나 행사 참석 도중 적당한 때에 진행되었고, 

간혹 직접 찾아가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정

보제공자의 범위를 넓혀 가며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자는 통역 면담에서 ‘문화적’ 요

인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역으로’ 주목하기로 했다.11 

연구자는 A단체에서 진행하는 통역 면담에 참관인으로 들어가 면담이 잘 이루

어지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연구를 위한 참여관찰을 하고, 면담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조사 말미에는 연구자가 맡았던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면담에 

좀더 참관할 기회를 얻었고, 관련 자료의 이용이 허락되는 등 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12 일종의 ‘객관적 관찰자’로서 난민 면담을 관찰하는 과정에

서 ‘통역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실감할 수 있었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에 대한 변호사와 통역인, 활동가의 의견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는 지점들을 발견하

면서 ‘난민 통역 면담’이라는 장의 역동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난민불인정처분을 받

은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면담자

도 심사관에서 변호사로 바뀌면서 행위자들은 ‘소송’이라는 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

입할 여지가 커진다. 

한편, 앞에서 검토한 해외 선행연구에서의 공간적 배경은 주로 난민인정심사 단

계의 난민실(Refugee Office), 그리고 당사자 본인신문13이 열리는 법정이다. 특히 난

민실에서의 면담은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크

고 작은 오해를 비롯해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

                                                                                                            

제공해온 통·번역(지원)사 양성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난민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유사한 예로서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1 면담자들이 이해하는 통역 면담에서의 문화적 요인은 대부분 특정 언어 표현이 문화특수적이어서 이해

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출신국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되었다. 이는 면담 참여자들의 문

화 개념에 대한 이해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문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2 다른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구자나 자원활동가에게 대부분 개방적이듯이, 연구자가 난민지원단체

에 그러한 위치로 접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거듭된 우연을 현재의 시점에서 회

고해볼 때,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에 대한 정보 유출에 민감한 난민지원단체 및 관련 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약 연구자가 실무자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담을 참관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자와 라포

(rapport)를 쌓고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소송당사자를 증인과 같이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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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 인력이나 면담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

기해온 외부 기관의 실무자들도 난민실 면담에 참관할 기회가 적었던 현실적 제약으

로 인해, 연구자는 법무부 난민인정심사에 대해서는 조사 말미에 공무원들과 개별 

인터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주요 행위자들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난민신청자, 변호사, 통역인”으로 이들

은 연구자가 주로 현지조사를 했던 A단체에서 소송준비 면담이라는 공식적 장 내외

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심사관 및 공무원, 그리고 B단체

와 C단체의 활동가들과 나눈 인터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래 <표 

3>과 <표 4>에서 개략적으로 정리한 참여관찰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14 

 

<표 3> 정보제공자 명단 

 

이름(가명) 관련 기관 역할(경력) 비고 

김진애* A단체 활동가(2년 이상) (*는 주요 정보제공자) 

이계언* 법무부 심사관 2007년부터 난민 업무 담당 

김석주 법무부 심사관  

강상재* 법무부 중급 공무원 난민인정심사 중간 관리자 

여소형* C단체 활동가(3년 이상) 실무 총책임자 

민은지 C단체 활동가(1달 이상) 실무자 

김하진* B단체 활동가(1년 이상) 아프리카 지역 출신 신청자 담당 

김화경 A단체 변호사 사례 2 수행 

동주영 A단체 변호사  사례 1 보조 수행 

미네* A단체, 법무부 통역인(2년 이상) 방글라데시/줌머, 난민인정자 

나마르* A단체, 법무부 통역인(8번 이상) 미얀마/미얀마, 난민인정자 

                                           
14 본문에서 의뢰인의 신청사유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서 최소한

도로만 언급하고자 하였으며, 통역 면담의 일부를 인용한 경우 구체적인 기관명·날짜·시간 등은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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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샤 A단체, 법무부 통역인(2년 이상) 
파키스탄, 개신교 목회 공부 중 

사례 7 통역 

박진희 A단체 통역인(4회 이상) 
미얀마/미얀마, 귀화 

사례 3과 사례 4 통역 

김조규* A단체, 법무부 통역인(3년 이상) 
파키스탄, 귀화 

사례 5와 사례 7 통역 

 

 

<표 4> 통역 면담 참관 리스트 

 

번호 
의뢰인 

(가명) 
성별 나이 신청 사유 국적/종족 비고 

사례 1 호드리 남 30대 초반 
인종/ 

정치적 박해 
방글라데시/줌머 

1심 원고 승소, 

피고측 항소 예정 

사례 2 리나 여 미확인 특정사회집단 우간다 1심 원고 패소 

사례 3 능메이 여 30대 초반 정치적 박해 미얀마 1심 준비 중 

사례 4 카예밍즈 여 30대 후반 정치적 박해 미얀마 1심 준비 중 

사례 5 소예즈 여 20대 후반 종교적 박해 파키스탄 1심 진행 중 

사례 6 로디 남 30대 초반 정치적 박해 콩고민주공화국 
1심 원고 승소, 피고측 

항소로 2심 진행 중 

사례 7 페이즐 남 10대 후반 정치적 박해 파키스탄 1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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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난민 보호의 제도적 배경 

 

난민 통역 면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난민 보호가 국제적 규범으

로서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현재 국내에서 실천되는 제도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난민의 법적 개념이 형성되면서 난민 보호가 국제법적 

체계로 확립된 역사적 과정과, 난민 지위를 구성하는 법적 개념요소, 그리고 한국에

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

에 대한 이해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 메커니즘이 사실은 당대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절

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었다는 맥락을 드러내줄 것이다.  

2절에서는 난민인정절차상에서 ‘난민임’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과 그 기준을 국

내외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난민 정의를 이루는 개념요소는 어떠한 법

리적 해석 과정을 거치는가? 그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그러

한 법적 판단을 위한 요건과 기준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접점

은 어디인가? 즉 본 논문의 핵심 연구질문과 맞닿아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제도

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설명은 한국사

회에서 국제난민법체계를 수용하여 실행하고 있는 난민인정절차의 다각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그 실행을 지역특수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참고해야 할 일종의 밑그림으

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15 

 

1. 난민 개념의 역사적 맥락  

 

난민 보호 메커니즘은 ‘ 난민(refugee) ’ 의 국제법적 정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1951년에 체결된 난민협약16 제1장 제1조 A항 제2호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과 같이 

                                           
15 한국사회에서 난민 개념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난

민협약의 수용과정에 대해서는 정인섭·황필규 편(2011: 34-41)과 황필규(2010: 138-154), ‘박해’의 의미에 

대한 선도적 판결에 대해서는 정인섭·황필규(2011: 107-111),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를 통해 드러난 난

민 개념의 적용에 대해서는 ibid.(269-298)를 참조할 만하다. 앞으로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난민인정심사에서 인정·불인정된 사례들에 대한 검토, 판례(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포함)에 대

한 평석(評釋)이 축적되면 한국에서 난민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특수한 맥락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다. 

16 1951년 7월 28일 채택,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89, p. 137 (No. 2545), 2011년 4월 1일 현재 

144개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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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

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서울행정법원 2011: 157, 강조는 연구자) 

 

이러한 난민의 개념에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단서가 붙었고, 제1장 제1조 B항 제1호에서는 이 문구가 (a) “1951년 1월 1일 이전

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서 발생한 사건(ibid.)”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히 선언하도록 정

해 놓음으로써, 체약국의 의무를 사실상 유럽지역의 난민 보호로 제한하는 것을 허

용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시공간에서 존재하는 난민의 개념은 이후 아프리카, 아시

아의 탈식민지 과정에서 발생한 혁명 및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고(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4), 결국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17의 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난민의정서에서 난민협약의 시간적, 지리적인 

제약을 철폐하면서 난민의 일반개념이 성립되었고, 현재 난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이 두 국제법적 규정에 근거한다.  

상기한 국제난민법은 주로 ‘인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편타당하고 탈역사적인 규범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난민 

보호를 위한 보편적 메커니즘이 성립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난민의 개념이 시대의 특성을 분명히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을 함께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주권에 기하여 (외국인의) 입국

을 통제할 국가의 권리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라는 가치의 타협의 산물(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2, 괄호는 연구자)”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난민(refugee)’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20세기에 들어

온 이후의 일이다. 20세기 초반을 지나며 각 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주압력

                                           
17 1967년 1월 31일 채택,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606, p. 267 (No. 8791), 2011년 4월 1일 현재 

145개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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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

전을 거치며 갑자기 늘어난 전쟁 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했다. 이

와 같은 배경에서 여러 국가들이 난민의 긴급 보호와 고향으로의 귀환 조치를 국제

적으로 분담하는 문제(burden sharing)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난민 개념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Hathaway(1991: 2-6, 정인섭·황필규 편 2011: 139-140

에서 참조)에 따르면, 1단계인 법률적 요건의 시기(Juridical Period, 1920-1935)에는 

특정 지역에서 정치적 변란의 결과로 발생한 난민의 처리를 위해 특정 민족 혹은 국

민 집단 전체를 법률적 범주를 통해 난민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다.18 두 번째 단

계인 사회적 요건의 시기(Social Period, 1935-1938)에는 주권국가의 보호가 ‘법률상’ 

박탈된 사람(the stateless)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속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사

람이 난민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19 

난민의 개념이 개인적 결단에 의해 자유와 안전, 정의를 찾아 자신이 원래 소속

된 국가를 이탈한 모든 ‘개인’으로 확장된 것은 세 번째 단계인 개별적 요건의 시기

(Individualist Period, 1938-1950)에 이르러서이다. 1938년에 만들어진 기구인 정부 

간 난민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Refugees, IGCR)는 보호 대상을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인종적 태생 때문에 독일을 떠난 모든 사람”으로 넓혔고, 

1943년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이하 Walker 2003: 588-591에서 참조).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 인종,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하여 거주국을 떠나야만 했거나 떠나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강조는 연구자)
20

  

 

위의 개념은 서두에서 살펴본 난민협약상 난민 정의의 전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데, 종교적·정치적 신념은 난민의 전통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반면, ‘인종’은 당시 나

                                           
18 예를 들면, 아래 1926년 협정은 구 러시아 난민과 아르메니아 난민을 규정하였다.  

Arrangement relating to the issue of identity certificates to Russian and Armenian refugees(1926.5.12.), 84 

LNTS No. 2004. 

19 아래의 1938년 협약은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실상’ 독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

든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였다. 

1938 Conven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Refugees coming from Germany; 191 LNTS No. 4461.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l persons, wherever they maybe, who as a result of events in Europe, have had to 

leave or may have to leave, their country of residence because of the danger to their lives or liberties on 

account of their race, religion or political beliefs.” 



22 

 

치 정권하에서 요구된 조치의 반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21 당시 이러한 난민 개념은 

종전(終戰) 후 창설되어 2차 세계대전이 남긴 모든 난민문제를 다룬 국제난민기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에 의해 계승되었다. IRO의 헌장 PartⅠ(C)

에는 난민이 본국 송환에 대한 ‘타당한 이의(valid objections)’를 표명하는 경우 기구

의 책임(concern)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22 그 ‘타당한 이의’에 해당하는 요

건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i) 인종, 종교, 국적, 국제연합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또는 

박해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두려움;(강조는 연구자)
23

  

 

위의 요건에서 난민협약과 매우 유사한 ‘박해’라는 용어와 ‘합리적 근거에 기반

한 두려움’이라는 구체적 요건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IRO 헌장의 내용은 

이후 1951년 난민협약이 기초(起草)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 

한편,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냉전체제의 시작은 난민협약에서 난민 정의의 

성립과 난민 보호의 국제적 메커니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나치 정권이 장

애인, 동성애자, 집시 등을 대상으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자행한 대량학살은 난민

협약상 난민의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특정사회집단(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개

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난민협약이 기초된 1950-1951년은 냉전체제가 시작

된 시기로, 난민협약은 서방 국가들과 공산권의 이념대립 속에서 만들어졌다(이하 

정인섭·황필규 2011: 142-143 참조). 서방 국가들은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

통적 가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된 난민 요건을 주장하였고, 공산진영에서

는 이러한 이념에 반대하며 그들이 정치적 자유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식량, 

건강권, 교육권, 의료권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난민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방 국가들은 결국 공산권의 반대를 극복하고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

를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찾아 소속국을 탈출한 개인으로 규정하는 데 성공함으로

써 동서 이념대립에서 하나의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공산권

은 그들이 내세운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난민의 개념요소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함으

                                           
21 Walker(2003: 589), 각주 30번 참고. 

22 UN General Assembly,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15 December 1946, A/RES/62, available at: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b00f1963c.html  2012.5.9. 방문.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Persecution, or fear, based on reasonable grounds, of persecution because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provided these opinions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b00f1963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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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서방 국가들의 취약성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박해의 공포만으로 난민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함으로써 당시 소비에트 연방(the 

Soviet bloc)의 정치적 이념에 반대하여 탈출한 모든 동구권 반체제 인사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협약은 “서방 국가들에 의한 전략적 

개념규정(strategic conceptualization)과 유럽 중심적 관점의 산물(Hathaway 2001: 6

쪽 이하, 정인섭·황필규 편 2011: 142에서 재인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난민협약의 성립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은 난민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이상과 난

민의 유입을 조절하여 난민 수용국을 보호할 필요성이라는 이중적 부담 사이에서 타

협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시간적·지리적 요건이 “1951년 1월 1일 이전”과 “유럽”

으로 제한되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 즉 난민의 유입으로 특정 국가가 과중한 부

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967년에 체결된 난민의정서를 통해 

난민 보호의 시간적·지리적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난민협약은 보편적 국제규범으

로 자리잡았고,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이라는 

다섯 가지 사유 또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2. 난민 지위의 법적 요건  

 

1) 박해의 다섯 가지 사유 

 

난민협약 제1조는 박해사유에 대해서만 다섯 가지로 나열하고 있을 뿐, 그 의미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섯 가지의 박해사유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사유와 박해와의 관련성 혹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박해의 의미를 구

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박해의 원인이 난민 개인의 사회적·정치

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즉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보

호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난민이 위치한 사회적·정치적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국적국

과 그 사회의 주류적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타자’로 간주되어 국적국의 보호

가 미치지 않게 된 사람에 한해 국제사회가 보충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정

인섭·황필규 편 2011: 198). 그러므로 난민신청자의 개별적 사유를 그의 국적국 내 

위치와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협약상 난민’의 지위 부여를 

가늠하는 첫 관문이 된다.  

신청사유로서의 ‘ 인종(race) ’ 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모든 종류의 종족집단

(ethnic groups)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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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종족이 있는 경우, 소수종족으로서 공통가계와 언어, 전통을 공유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단지 구성원 수의 규모로 해당 사회

에서 소수집단인지 주요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실효적인 정치적 힘의 

부재로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의 여부가 난민지위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분석기준이 된다(ibid.: 117). 

무국적자가 국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차별

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이때 ‘ 국적(nationality) ’ 의 의미는 ‘ 시민권

(citizenship)’에 해당한다(ibid.: 121). 그런데 절차편람에 따르면 국적은 단순히 시민

권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종족적 또는 언어적 집단의 구성원을 뜻하기도 하

여, 국적을 이유로 한 박해에는 민족적·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 229). 후자의 경우 국적이 한 개인의 ‘민족적 출

신(national origin) ’과 관련된 넓은 의미로 파악되면서 ‘인종’ 범주와 유사한, 또는 

중첩되는 요건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

종’ 범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국적’과 관련된 사유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 신청사유별 난민 현황(2011.12월말 현황, 법무부) 
 

구분 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의견 기타 

전체 신청자 3,926 419 557 5 262 1,461 1,222 

2011년 신청자 1,011 83 151 0 55 266 456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끊이지 않은 주요 박해사유에 해당한다. 인종 

및 국적과 관련된 사유가 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차별’로 인해 박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라면, 종교라는 범주는 정치적 의견과 더불어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만큼 실제 난민 신청사유의 다수를 차지한다(위의 <표 5> 참조). 

박해사실과 관련하여 종교적 자유는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외부의 간섭 없

이 신앙을 선택·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

하고 선교활동 등 대외적으로 신앙을 표명하거나 그러한 행동이나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차원으로 나눠진다. 국내 난민인정자 중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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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은 이란에 있는 원고의 가족, 특히 이란의 종교경찰(the 

Iranian Islamic Military)이자 판사인 남동생 OO(****), 이맘(이슬람 율법을 가르치는 지

도자)인 남동생 OO(*****)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어 기독교 개종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

지 아니하더라도 예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원고에게 본국에서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6301 판결, 강조는 연구자)  

 

가장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박해사유이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

치적 의견’은 당국의 정책이나 방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용인될 수 

없는 의견(서울행정법원 2011: 231)”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신청자가 이미 표현하

였거나 또는 조만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주목을 받게 될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여, 출신국을 떠나기 전에 출신국 당국이 그의 의견을 알고 있

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될 필요는 없다. 즉 출신국을 떠날 당시 신청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숨겨야 했거나 박해라고 부를 만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후 출신국 밖에서 했던 비판적 발언이나 행동이 출신국으로의 귀환 후 정부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면 다음의 판례와 같이 ‘체재 중 난민’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비록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

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 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

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서울고등법원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강조는 연구자) 

 

마지막으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요건은 현재 다섯 가지 박해사

유 중에서 난민 보호의 외연을 넓히기에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개념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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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제시한 가이드라인 24에서는 ‘특정사회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특정사회집단은, 박해를 받을 위험 이외의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거나, 그 사회에 의해 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공통된 특성이란 대개 선천적이고 변경 불가능하

거나 또는 정체성, 양심이나 개인의 인권 행사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뜻한다.” 

 

 이 사유는 반세기전 난민협약 채택 시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다양한 특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대신하는 국제적 보호가 진정으로 필요

한 자들에게 적절한 난민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정인섭·황필규 편 2011: 116)에서 주목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동성애자’의 범주를 난민으로 인정한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예로 볼 

수 있다.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수년 전 자신의 평화주의 신념을 지키고 동성애자로

서 군대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로 망명 신청을 한 김경환(30)씨가 지

난 2009년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로부터 난민 지위를 얻은 사실이 최근 확인

됐다”고 밝혔다. (중략)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당시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한국의) 군대에서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황은 가혹

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

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한국에서는 징집병이 잔인

한 조처나 처벌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잦으며, 특히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

체적 처벌의 희생자이고 한국군 사망 사례 중 60% 정도가 자살이라는 통계는 우려스럽

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군에서 동성애 혐오 태도는 여전히 ‘공식적인 현상’으로 간주된

다”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적 생활에 진입할 기회

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11.12.15, 강조는 연구자) 

 

재판부는 "A씨가 나이지리아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

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한 근

                                           
24 UNHCR,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2: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7 May 2002, HCR/GIP/02/02,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d36f23f4.html 2012

년 5월 11일 방문.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d36f23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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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있는 공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어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난민협약의 취지상 

박해를 받을 우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나이지리아 형법

상 동성애가 불법으로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자경단에 의한 협박, 

갈취, 폭행 등 폭력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연합뉴스, 2012.2.13, 강조는 연구자) 

 

난민신청자의 사회적·정치적 지위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종래 박해의 행위자로 지목되던 국가기관이나 정권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해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박해사실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난민발

생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주에 비해 외

교적 논란의 여지가 더 클 수 있으며, 난민발생국 사회 내부에서도 파장을 불러일으

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25  

 

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개념요소는 신청자가 ‘난

민임’, 즉 보호 대상임을 보여주는 본질적 속성에 관한 요건이다. 실제 난민의 개념

에 관한 논의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결정 대부분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 112). 유엔난민기구의 절차편람(1992) 

제37항 및 38항에 의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37.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라는 문구는 난민 정의의 핵심이다. (중략) 공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협약의 

난민 정의는 난민 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

서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인정에는 일차적으로 그의 출신국의 지배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

보다는 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평가가 더 요구된다.” 

38. 심리상태의 주관적 조건인 공포라는 요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첨

부된다. 이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의 심리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

                                           
25 협약 원문의 ‘well-founded fear’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인섭·황필규 편(2011: 

59), 각주 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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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한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용어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가 있

는 공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1: 215, 강조는 연구자)  

 

위의 기준은 신청자가 느끼는 ‘공포’가 신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적 요소와 국적국

의 정황에 기반한 상황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 난민협약은 그 보호 대

상을 다섯 가지로 범주로 명시하여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

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개념요소에 대한 

해석의 궁극적 권한은 체약국에서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법기관의 소관이 된

다(ibid.: 112-113).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한국의 법무부와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진술과 증거를 놓고 어떻게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이 신청자에게 있지

만 신청자가 신청과 관련한 사실을 진실하게 설명하여, 그 사실에 기초해서 타당한 

결정에 이를 수 있다면 신청자는 증명책임을 이행한 것이 된다(ibid.: 295). 국내 판

례에서는 “신청자가 자신이 난민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 내지 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면 

증명책임을 다한 것(ibid.: 115)”이라고 판시하였다.  

 

“甲의 진술내용이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으나 甲의 피해 사실과 부위 및 상해의 내용, 이 때문에 여성인 甲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난민신청인으로서 甲이 처한 처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코

트디부아르의 언어감각 차이,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甲이 주장한 사실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중략) 甲이 코트디부아르로 송환될 경우 

종족 또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되고 국적

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

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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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유엔난민기구 절차편람 제42항과 <난민신청

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문서(1998), 이하 증명책임 문서>26에 토

대를 두고 있다. 

 

42.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공포의 경우, 그가 출신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또는 그가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이유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임을 신청자가 상당한 정

도로(to a reasonable degree)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판단

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1: 217, 강조는 연구자) 

 

12.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며 그럴 듯

하게(coherent and plausible) 진술하여 결국은 이를 믿을 만하다면 그 신빙성은 인정된

다. 

 

13.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이라는 용어는 신청자가 주장한 사

실에 관한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난민신청에 있어서 신청자는 심판관이 사실

에 관한 자신의 모든 주장이 진실하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모든 사실을 증

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자에 의해서 주장된 사실에 관하여는 심판관

의 마음에 의심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심판관이 신청자의 이야기가 전

체적으로 일관되고 그럴 듯하다고 여긴다면, 설령 의심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청자의 신청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ibid.: 297-299, 강조는 연구자) 

   

즉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박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과 비교해 커야 하는 것은 아

니라, 박해의 합리적·실제적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증명하는 정도의 ‘잠재적 가변성’은 난민인정절차에

서 신청자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기준으

로, 인도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난민법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청자의 진술 및 증거 평가에 과도한 재량과 주관성이 개입된

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Noll 2005a: 2).  

                                           
26 한국어 번역본은 서울행정법원(2011: 292-307) 참조. 원제는 UNHCR,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16 Dec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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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난민인정절차의 진행 과정  

 

한국은 위와 같은 역사적·제도적 배경하에서 작동해온 국제난민법체계를 수용하

여, 지난 1994년부터 난민인정절차를 시행해왔다.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 및 난

민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체약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출

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 난민인정절차를 마련하여 

1994년 7월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27 이와 같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난민문제가 법적 문제로 주목되었지만 2000년까지는 사실상 

전혀 난민을 수용하지 않다가, 2001년에 에티오피아 난민 1명의 난민지위 인정이 된 

것을 시작으로 소수의 난민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난민의 국내 거주가 허용

되기 시작하고 출입국관리법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한국사회에서 국제

법적 의미의 ‘난민’의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난민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한 이유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

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가운데 각각의 경로로 유입된 이민자와 그 커

뮤니티 또한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각종 관리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 정책이 시행

되어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소위 ‘다문화 사회’라는 정책적 수사의 목표물이 되는 

이민자의 범주 가운데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는 한 부

분을 구성하며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난민의 경우 국가에 의한 정책적 장치

가 난민지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최초의 법적 절차에서부터 작동한다고 볼 수 있

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실행 중인 난민인정절차의 각 단계가 어떠한 방식으

로 운영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7 난민협약 가입 이전에 한국이 경험한 난민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정인섭·황필규 편(2011: 23-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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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신청과 난민인정심사  

 

난민신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

장 많은 신청을 받고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별관 내에 난민실(Refugee Office)을 마련하여 난민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난민

신청자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국내에 상륙 또는 입국한 지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신청 기한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28 신청

                                           
28 더 상세한 내용은 서울행정법원(2011: 12-13, 21)과 각주 25번 참조. 

<그림 1> 난민인정절차 흐름도(서울행정법원 20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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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총 14장에 이르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질문은 기본 인적사항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한 사항,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비자 취득에 관한 사항, 난민

인정의 다섯 가지 신청사유 중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 박해사실의 자세한 내용, 본

인이나 가족이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된 사실, 귀국 시 박해가 우려되는 이유, 출신국

에서 소속된 단체 및 활동 등을 포함한다. 난민실에서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쓰거나 

자국어로 쓴 다음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신청서만을 받고 있으며, 난민인정 신

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별도의 진술서, 관련 입증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약 한 달 후 전염성 질병의 감염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나서 면담이 이루어진다. 난민실 심사관과의 면담은 

신청자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역을 통해 진행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난민신청자의 주장 때문인지, 최근에는 신청자가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에도 심사관이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반드시 통역을 써서 진

행하고 있다.29 법무부에 등록된 통역인30 중 가능한 사람이 섭외되면, 현재로서는 거

의 대부분 심사관, 난민신청자, 통역인 간에 ‘비공개’로 면담이 진행된다.31   

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진술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미리 질

문지를 작성해두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오고 간 문답내용을 직접 속기한다. 면담이 

끝나고 나면 심사관은 속기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조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신청자가 

그 내용을 통역을 통해 확인하고 나서 서명을 하면 면담이 끝난다. 이 면담조사기록

부는 신청자가 처음 제출한 신청서 및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이의신청, 행정

소송을 거칠 때마다 신청자가 최초로 진술한 증거자료의 기능을 한다.  

한두 차례에 걸친 면담이 완료되면, 심사관은 면담조사기록부와 신청자의 출신

국 정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신청 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장에 제출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면접 및 사실조

                                           
29 2012.4.27,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담당했던 심사관 이계언   

30 난민인정절차에 참여하는 통역인은 크게 세 기관(법무부, 법원, 난민지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법원에

서 관리하는 통역인은 ‘법정통역인’으로 불리며, 법무부·법원에 속한 통역인은 난민 면담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조력하고 책정된 만큼의 수당을 받는다. 난민지원단체 소속 통역

인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난민·이민자 커뮤니티에 속한 난민인정자·난민신청자, 귀화한 외국인이 다수

이고 소수언어가 가능한 한국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난민 문제의 특성상 소수종족 언어 가능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민지원단체 소속 통역인이 법무부와 법원에서 통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31 난민실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법무부 1차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여부를 판정한 자료가 대외비

인 점은 법무부 면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대내외적으로 가중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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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유엔난민기구 및 외교통상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하고 난민인정 등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다(이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11: 25-36 참조).    

한편, 1차 심사 단계에서 난민인정 불허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현행법상으로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실무자 선

에서 추가 면담 및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가 다시 결정될 기회가 주어진다. 난민인정협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자,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협

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3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의 당부(當否)를 결정한다. 

 

2) 난민소송과 재판의 진행  

 

이의신청 기한이 14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의신청을 하

더라도 행정소송 단계를 거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행정소송은 신청기한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난민불인정통

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이므로, 어떤 신청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초의 난민불인정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난민신청자이고, 피고는 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장이 된다(이하 서울행정법원 2011 참조).  

이 시기에 신청자들은 언어적·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난민지원단체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된다. 연구대상지였던 A, B, C단체에서는 모두 법원의 ‘소송구

조’ 제도와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을 

돕고 있었다. A단체 활동가인 김진애의 말에 따르면, “1심·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피

고측 상소로 3심까지 가는 추세”라서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을 것 같지 않지만 최근 

들어 원고 승소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한국일보 2012.3.12.). 

활동가나 변호사는 신청자와 소송준비 면담을 진행하고 나서(Ⅲ장 1절 1항 참

조),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 소장을 받은 피고측 법무부

에서는 담당 공익법무관이 반박할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해 보내온다. 변호사 

                                           
32 비판 내용과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2011: 15-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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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케이스워커는 법무부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

하고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 증

거자료와 함께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한다. 한편, 그 사이에 변론준비기일이 지

정되는데, 법원은 이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실질적인 쟁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통역인의 선정 등 재판진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변

론준비기일에는 통역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

호사만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소장 제출 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신청자는 원고 본인신문이 열리는 변론기

일(hearing date)에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연구자는 [사례 5]의 변론기일(2012.1.11)

에 방청석에서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본인신문은 재판부 3인이 등장하고 

나서 먼저 통역인에게 선서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양심에 따라 성

실히 통역하고, 거짓 통역을 할 경우에 기꺼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통역인

의 선서가 끝나면, 재판부는 원고 또한 “거짓진술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명령한다. 원고가 손을 들고 통역인이 전달하는 선서의 내용

을 그대로 따라하고 나면 모든 준비절차가 끝난 것으로, 바로 원고측 신문이 시작된

다. 변호사는 신문할 내용을 미리 서류로 준비해 와서 재판 시작 전 통역인에게 건

네주었는데, 난민사건의 법정통역인이 대부분 전문통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사건에 대해 일정 정도 파악한 후에 통역을 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있어

서도 효율적이고, 오역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더 방지할 수 있다. 원고측 신문은 원고

측 변호사가 원고 본인에게서 사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원고는 고즈라(Gojra)로 온 이후에 000 교회에서 일을 하였지요? 

원고: 네. 

 

반면, 피고측 신문에서는 원고의 자기변호 능력을 훨씬 더 요구한다. 공익법무관

은 주로 이전 면담 내용 중 불일치했거나 원고를 난민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들을 출

신국 정황에 대한 조사에 비추어 질문하는데, 이때 원고는 최대한 설득력 있게 답해

야 한다. 또한 통역인은 원고의 답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해

야 한다. 박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난민사건의 특성상 난민신

청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취급되는데, 특히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신

문을 통해 신청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신청자의 진술이 그

가 맨 처음 작성한 난민신청서, 법무부 심사관에 의한 1차 면담조사기록부와 추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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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사기록부, 소장의 내용과 서로 조금씩 다를 경우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기 쉽다. 반대로 그때까지 제출한 서류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피고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 진술의 전

체적인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신빙성이 인정되면 난민신청의 진실성이 추정되어 원

고가 승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건이 판가

름되는 것이 일반적인 난민사건에서, 정확한 통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본 장에서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난민이 보호 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온 역사적 배

경과 난민 지위의 법적 요건, 그리고 국내에 이러한 국제난민법체계가 수용되어 마

련된 난민인정절차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장치는 

20세기 초·중반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오늘날 통용되는 ‘ 협약상 난민 ’ 의 개념은 

1951년 난민협약을 통해 기초되고 1967년 난민의정서를 통해 일반개념으로 수정, 

확대되었다. 당시 유럽 지역에서 첨예했던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학살은 대규모의 피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보호 대상을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민족 집단으로부

터 개별적 요건에 기반한 ‘난민’의 개념으로 확대, 진화시켰다. 최종적으로 ‘인종, 국

적,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한정된 다섯 가지 범주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보호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 난민의 법적 

개념과 그 개념의 입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었다. 이 두 개념요소의 

법적 판단은 난민발생국의 복잡한 정황과 문화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증명책임에 있어 신청자의 진술에 보다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권고된다.  

한국에서 난민인정절차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시행

되어 왔으며, 행정기관을 통한 난민인정심사와 사법부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구분되

어 있다. 최초의 난민신청에서부터 재판의 진행까지 난민신청자와 면담자, 통역인 사

이에 법적 담화가 오고 가는 ‘면담’은 난민인정절차의 주요한 도구이다. 다음 장에서

는 이러한 난민 면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면담 참여자 간의 언어적·사회적 상호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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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난민 면담의 의사소통적 구성 

 

 ‘면담(interview)’은 일상적인 대화와 달리 구조화된 형식의 담화로, 난민 면담 

에서는 면담자, 통역인, 신청자에게는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 — 질문하기, 통역하기, 

답변하기 등 — 이 처음부터 부여된다. 고프만(Goffman 1961: 85)은 ‘역할(role)’을 

지위(status)와 구분하여, 역할 당사자(the incumbent)가 그의 입장(position)에 대한 

규범적(normative) 요구의 측면에 한해 행동하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

와 같이 규범적 의미로 정의되는 역할은 역할 당사자가 활동에 임할 때 나타나는 실

제 행동인 ‘역할 수행(role performance)’과 구별된다(ibid.). 또한, 고프만은 사회가 

개인을 특정한 한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중역할 수행자

(multiple-role-performer)로 이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bid.: 142). 즉 역할 당사

자의 실제 역할 수행은 그가 참여 중인 활동의 맥락에서 오는 의무의 정도, 요구의 

중요도, 본인의 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적 변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고프만의 이

와 같은 개념을 빌려오면, 난민 면담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이 부여

된 공동대화자들(co-interlocutors)은 자신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상

호작용의 진행에 따라서 서로를 다중역할 수행자로 이해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Wadensjö 1998: 82 참조).  

한편, 수행적(performative) 측면을 지니고 있는 언어는 결코 의사소통의 중립적 

도구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면담에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매개체라고 

보기 어렵다(Rapley 2001: 307). 오히려 면담 환경에서 구조화된 대화 그 자체는 ‘사

회적 행동’의 형태로, 면담은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탐구될 수 있다

(ibid.: 307-308 참조). Briggs(1986: 41)는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분석을 위한 모델

을 제시하며, 면담 상황이 질문자(interviewer)와 답변자(respondent) 간의 사회적 역

할, 상호작용의 목적, 메시지의 형태, 면담의 맥락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황, 의사소

통적 사건(communicative event)의 유형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

히 참여자들이 상정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는 면담의 성공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며, 질문자와 답변자의 상이한 인식은 면담에서 생산되는 텍스트의 종류와 그

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ibid.: 57) 또, 두 

사람 간에 수행되는 일반 면담에 비해 통역 면담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의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통역인의 발화는 면담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그들 사이에서 법의 힘이 재현되는 구도를 움직일 수 있다(Berk-Seligs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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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난민 면담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통역’의 기술적 측면으로 

환원되어 왔을 뿐, 면담의 의사소통적 측면, 특히 통역으로 매개되는 대화에서의 상

호작용이라는 점은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장은 면담에서 각 참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본인의 역할과 타 참여자의 역할

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대하는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난민인정

절차의 도구인 면담을 이와 같이 폭넓은 맥락에 위치시켜 성찰함으로써, 국내 난민 

면담의 실제 수행과 그 특수성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오류

(miscommunication)가 생겨나는 지점을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제도적 담화에서 난민임의 ‘공동구성(co-construction)’ 

 

Agar(1985)는 기관(institution)을 대변하는 사람과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화의 특징을 ‘제도적 담화(institutional discourse) ’로 

개념화하였다.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인정절차상의 통역 면담은 이러한 ‘제도적 담화’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

당된다. 난민인정심사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와 그 중에서 협약

상 요건을 충족하는 난민을 가려내려고 하는 심사관이 다소 대립적인 의사소통의 목

적을 갖고 면담에 임한다. 반면, 이전 단계에서 놓친 신청자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

해 참여자 간에 보다 협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소송준비 면담은 상대적으로 덜 

제도화되어 있고, 따라서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 간의 역동적이고 상황적인

(situated) 상호작용이 좀더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다.  

 

1) 소송준비 면담의 방식 

 

난민 통역 면담은 먼저 다음과 같은 공간 설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법무부 난민

인정심사 면담과 A단체 소송준비 면담 환경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시각적 자료를 인

용해 나타내보았다.33 면담 공간에서 각각의 참여자는 그들의 맡은 역할과 공간상의 

                                           
33 A단체 난민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2012: 67, 69). <그림 3>에서 int(통역인)이 두 번 표시된 것

은 이중 통역일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타밀어(Tamil)를 한국어로 바로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타밀어-영어(통역인1), 영어-한국어(통역인2) 순으로 이중통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통역인1

은 신청자 옆에, 통역인2는 신청자와 면담자 사이에 앉는다.  



38 

 

배치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결정된 자리에 앉는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면담자(심사관SIO 또는 변호사L)와 신청자(IC)는 서로 가까이 마주보는 구도여야 하

고, 통역인(int)은 그들 사이에서 삼각형 구도를 이루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 앉음으

로써 통역인이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참여자임을 공간 내에서 드러내는 것이다.34  

 

 

A단체에서는 면담일에 통역인과 면담자가 의뢰인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

았다. 신청자를 기다리면서 참관인(Auditor)인 A단체 활동가는 면담자와 통역인에게 

‘신청자에 대해 절대 비밀유지를 할 것’ 등 면담과 관련한 윤리를 일러둔다. 면담자

에게는 ‘짧게 질문하기’, 통역인에게는 ‘신청자가 진술한 것만, 빠짐없이 통역할 것’ 

등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주의사항도 언급하고, 통역인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서약서’

에 서명하도록 한다. 

신청자가 도착한 후 모든 참여자가 위와 같은 배치대로 자리에 앉으면 참관인은 

각 참여자를 서로 소개시킴으로써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 신청

자에게 전체적인 난민인정절차를 설명하고 진술의 일관성 및 진실성이 갖는 중요성, 

비밀 보장에 대해 강조한다. 이때 신청자에게 법정에서와 같이 “진실만을 말하겠다”

                                           
34 A단체 활동가 김진애에 따르면, 이러한 삼각형 구도는 통역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자리배치로, 반

드시 유일하게 옳은 방식인 것은 아니다. Monnier(1995: 308)에서는 통역인이 신청자 옆에 앉아 면담자

와 마주보고 참관인이 이들 뒤에서 거리를 두고 앉는 공간적 배치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난민인정심사 면담 환경 

(법무부) 

<그림 3> 소송준비 면담 환경 

(A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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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거짓을 말할 경우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식의 선서나 서약이 요구되지

는 않는다. 면담 참여자들이 서로 간단히 얘기를 나누는 사이 참관인이 신청자가 가

져온 여권, 신분증, 증명자료 등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작하고 나면, 면담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다. [사례 4] 신청자 카예밍즈의 1차 면담(2012.2.2.)은 다음과 같이 시작

되었다.  

 

면담자: 혹시 난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통역인 : 예, 안대요. 

면담자: 네, 어떤? 

통역인: 난민이라는 뜻은 나와 가지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말하다시피 아무 거 할 

거 없으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난민하는 거.. 

면담자: 네…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얀마에, 원래 나라에 돌아가시기 힘드셔야 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나 돌아가기 싫어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이유에 맞아야

지 난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도적 담화에서는 ‘진단(diagnosis)’, ‘지시(directive)’, ‘기록(report)’이라는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Agar 1985: 149). ‘진단’은 의뢰인이 방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즉 ‘의뢰인의 프레임(Client Frames)’ 이 제도의 대리인의 ‘제

도적 프레임(Institutional Frames) ’ 35 에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Agar 1985: 

149). 위의 대화에서 면담자는 신청자가 ‘난민의 정의와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프레임 간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진행 중인 면담의 목적을 환

기시키고 있다. 

A단체에서의 1차 면담은 변호사가 아닌 활동가나 케이스워커에 의해 진행되는

데, 면담자는 사전에 난민인정심사 면담기록과 난민불인정통지서 등 기초자료를 검

토하고 신청자의 출신국이나 박해 관련 사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 둔다. 1

차 면담에서 신청자는 모든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사건 연대기’를 작성해오도록 요

                                           
35 Agar(1985: 149)는 Goffman(1986)의 논의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제도가 사람들과 그

들의 문제,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말하는 방식을 ‘제도적 프레임’이라고 명명하였다. 연구자는 Agar의 

이러한 용법을 Goffman(1986: 13)의 프레임(frame) — 개인이 사회적 삶에서 갖는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

식 — 을 일상적 언어상황이 아닌 공식적 면담의 장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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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되는데, 사건 연대기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신청자 스스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일종의 진술서이다. 이러한 ‘텍스트(text)’를 바탕으로 면담자는 우선 신청자

가 언제, 왜, 어떻게 출신국을 떠났는지,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와 입국 날짜, 어

떻게 여권과 비자를 획득했는지,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위조된 여권과 서류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출신국에서 어떤 박해의 위험에 놓여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어본다. 이로써 난민협약의 다섯 가지 사유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일차적

으로 판단되면, 면담의 대부분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입증하는 

데 할애되는데, 국내 체류 기록이 있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에게 주요 질문은 ‘왜 출

신국을 탈출하였는가’가 아니라 ‘왜 출신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가’가 된다. 통역 면

담은 일반 면담에 비해 자연히 두 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1차 면담은 보통 4-5시

간이 걸린다. 1차 면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면, 즉 잠정적인 ‘진단’이 내려지

면, 담화의 내용은 ‘속기(면담 기록)’와 쟁점적인 부분을 간추린 ‘보고서’로 정리되고

(‘기록’), 면담자는 2차 면담 일정을 잡는다(‘지시’). 

2차 면담에서는 보통 변호사가 1차 면담의 속기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

한 질문지를 가지고 주요 쟁점을 다시 검토하고 보충한다. 면담자는 추가 확인이 필

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사실관계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본인이 이해한 의미가 신청자가 의도한 의미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면담자: 방화는 언제 발생한 거죠?  

신청자: 3월 10일, 11일 둘 중 하나,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면담자: 그럼 체포는 정확히 언제 된 건지 기억나시나요?  

신청자: 3월 11일, 아침 5,6시쯤이었습니다.  

면담자: 방화가 발생한 걸, 의뢰인은 언제 알았나요?  

신청자: 체포 당시에는 몰랐고, 체포하고 군인들이 흰 종이에 싸인하라고 하면서 제가 불 

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에 경찰서 이름 같은 것만 조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제가 불 낸 거라고 하고 싸인하면 풀어준다고 말했는데, 싸인 안 해서 맞았

습니다.  

면담자: 왜 싸인을 안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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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으니까요. 때려도 난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때려서 

정신을 잃었는데, 군인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면담자: 끌려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백을 강요당했나요?  

신청자: 어두운 방에서 5명한테 종이 주면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5명은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5명 중에 첫 번째가 저였습니다. 싸인을 안 하겠다고 했더

니 저를 때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종이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싸인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례 1] 2차 면담 속기)
36

 

 

위와 같이, 신청자가 직접 겪은 사건의 상세한 전말은 출신국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해 공신력 있는 조사자료를 찾기 힘든 경우 현지의 상황을 전달하는 유일

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데

에는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는 면담 과정

에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시종일관 ‘중립적 관찰자(Monnier 1995: 311)’로서 통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담자의 질문 방식이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등을 살피고 필

요한 경우 개입해 흐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또한, 2차 면담에서 면담자는 신청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될 

만한 다른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를 생각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다음 면담 때까지 요청한다. 신청자가 ‘난민’일 수 있고 사실을 진술하고 있

다는 잠정적 ‘진단’으로부터 나온 ‘지시’인 셈이다. 

 

면담자: 간호사로부터 당시 정황에 관한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 지금은 전화번호를 잘 모르는데... 

면담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청자: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아버지와 간호사의 어머니 쪽으로 연결하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모해 가서 

꼭 연락해보세요. 편지 써 달라고.. 봉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주소 이름, 방글

라데시에서 온 거라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은 간호사 이름, 현재 살고 있는 

                                           
36 방화 사건의 배경과 신청자의 난민 신청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Ⅳ장 1절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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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의뢰인과의 관계,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써야 합니다. 아주 중요

합니다.     

                                              ([사례 1] 2차 면담 속기)  

 

면담자는 신청자를 대리해 주장할 부분과 논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짚어주면

서 신청자의 이해 여부와 의견을 확인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후 몇 차례의 변론기일 중 당사자 본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 사전에 질문들을 정

리하여 복습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는 ‘본인신문 준비 면담’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률지원을 통해 원고측 대리인(신청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과 재판장으

로부터 받을 질문, 피고측 대리인의 반대신문사항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

는 것만으로도 신청자와 통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2) 의사소통적 3인무
37
의 수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난민 면담에서는 진단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신청자

나 기관에 일정한 방식의 지시를 내리는 면담자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런데 

제도적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자와 통역인 또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실제로 면담자의 역할은 이 삼 자간의 언어적·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난민 통역 면담에서, 면담자는 면담을 이끄는 ‘감독(director)’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다(Monnier 1995: 308). 법무부 심사관과 난민지원단체 활동

가, 변호사, 법정에서의 판사는 면담의 방향과 순서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며 다른 참

여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면담자의 역할 스펙트럼은 각 면담자가 

참여하는 면담의 장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인 측면은 일견 

모순적으로도 보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신청자의 진술을 듣고 귀

국 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에서부터 좀더 상

대주의적인 시각에서 그 진술의 개연성을 이해하고 때로는 연민과 공감 능력을 발휘

해야 하는 일까지 사건마다 다양하다.38 그러므로 면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성패는 

                                           
37 통역인으로 매개되는 대화(interpreter-mediated conversation)를 고전발레에서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추는 춤인 ‘파 드 트르아(pas de trois)’에 비유한 Wadensjö(1998: 10-12)을 차용하였다.  
38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Peter Showler는 난민인정절차를 “현대 서구사회

에서 가장 복잡한 재판(Rousseau et al. 2002: 43)”이라고 평하였다. 그는 난민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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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그가 갖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청취하고 공감하는 

능력, 질문하는 기술, 개인적인 성향 등 측정하기가 어려운 자질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나마르: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 하는 사람하고 친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인

터뷰 하는 사람이 힌트를 주는 거죠. ‘이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연구자:  누가? 공무원이요?  

나마르: 네. 공무원이. 그 때 계시던 계장님이. 내가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조금 친해져서

… 처음엔 좀 부담이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알아 듣는 걸… 자기도 

인터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야 뭐 6번 얼마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매일 하루 종일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요. 5시간씩, 4시간이나 5시간이나. 영어로 아니면 한국말로. 

내가 (신청자가 한 말이) 한국말로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

냐.’ 앞에 대답하는 거하고 뒤에 대답하는 거하고 ‘이런 말이 아니냐’라고 저 사람

이 나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2012.3.9. A단체 사무실에서, 강조는 연구자) 

  

위의 대화에서 나마르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자신이 신청자의 대답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유도하는’ 질문 방식을 사용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응답

자가 자신의 대답을 질문자와 질문 상황의 일반적 맥락에 맞춰 조정한다는 사실은 

면담에 기반한 현장 연구(field research)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Monnier 1995: 321). Briggs(1986: 10)는 면담이 연구자와 제보자 간의 의사소통적 

사건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가 성찰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까닭에, 민족지

학자들이 면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에 기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상

황에서는 면담자가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통역인에게 코멘트를 주면서 발화의 의

미에 대한 해석이 구성되는 과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인식되

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두 사람의 공동작업을 통해 구성된 대답의 내용이 신청자

가 본래 의도한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또한, 뒤에서 

                                                                                                            

정해야 하는 자가 신청자의 출신국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

다는 점, 신청자가 말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이 당사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 난민 정의의 미묘함이나 다

양한 증거들이 포함되는 준사법적(quasi-judicial) 변론절차 등 법적인 이슈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는 점에서 난민인정절차의 복잡성이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44 

 

다룰 면담의 ‘기록’과도 관련하여, 보통 면담에서 화자는 신청자(제보자)이며 면담자

(연구자)는 청중으로 가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담자가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담화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최진숙 2010: 26 참조). 

한편, 면담자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법적 언어의 사용 규범은 면담 과정에서 신

청자와 통역인의 협조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힘든 ‘제도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한

국어에 능통하고 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면담자는 신청자의 난민지위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기도 한 반면, 심사를 받는 신청자는 이러한 언어적·법적 자원

이 거의 전무하다. 

 

면담자: 본국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공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포가, 혹시 ‘박해’라

는 단어 아세요? 박해? 

통역인: 박해?  

면담자: 네. persecution. 

통역인: 아, 때린다든가 그런.. 

면담자: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본국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어야 돼

요.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들은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돼요. 하나는 인종,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국적으로 인한 이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어려움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특수한 상황은 예를 들어서, 계신 

곳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집단에 속해 계시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생각하시면 되요,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의 동성애자. (중

략) 

신청자: … 네.                                     

(2012.2.2, [사례 4] 1차 면담) 

 

추상적인 법적 정의에 대한 설명과 ‘박해’, ‘특수한 상황’ 등 객관적인 개념을 사

용한 질문은 대부분의 신청자는 물론, 통역인에게도 교육수준이나 언어구사능력 등

에 따라 이해하고 전달하기가 무척 어려운 내용이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아무 말 없

이 듣고 있거나 단답형으로 짧게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그치는데, 그런 경우 그가 

충분히 이해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발화자 간의 비대칭적

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그들이 교육 받은 정도, 정치적·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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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맥락화하면, 난민 면담은 그 자체로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결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사실들로부터 법적 관련사실에만 최대한 초점을 맞추는 추론적 사

고를 훈련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언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Conley & O’Barr 2005: 133), 통역인은 이러한 변호사의 질문 방식과 신청자의 대

답 사이에서 난감한 경우를 맞닥뜨리기도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

으로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요약식으로” 물어보는 변호사의 

질문도 전달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이 깐깐한 질문에 신청자가 “처음부터 다시 길게” 

스토리의 맥락까지 이야기하면 중간에서 다 통역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다.39 대부분의 경우 법의 힘(power)은 변호사와의 면담과 같이 일상의 법적 장소에

서 오가는 대화를 통해 인식되고 행사된다고 할 때(ibid.:129), 그 언어적 실천이 법

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면담자에 의한 ‘기록’은 제도적 담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Agar 1985: 

154), ‘대화’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면담기록’ 내지는 ‘속기’로 정리되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면담을 녹음한 후 녹음된 그대로 전사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면담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거나 ‘제도적 프레임’에 따라 활자로 옮겨

지기 때문이다.40 예컨대, [사례 3]에서 “민주주의 ‘활동’ 많이 하고…”라는 통역에 의

한 신청자의 대답은 “민주주의 ‘투쟁’을 하다…”라는 속기에 기록된 면담자의 표현과 

그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요약된 방식으로 기록된 담화의 내용은 난민인정

절차를 거치며 추후 재판에서 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면서 기록에 대

한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면담 과정 자체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39 2012.3.9, A 단체 사무실에서, 통역인 박진희 1 차 인터뷰 

40  Doornbos(2005)는 네덜란드의 상황에서 심사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견해가 기록에 매우 많이 

반영되며, 실제 언어적 상호작용에 심사관 본인과 통역인이 개입한 바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였다. 특히, 면담 과정이 문제적일 때 면담자와 통역인이 본인들의 역할을 최소화하고(trivialize), 

의사소통의 실패를 신청자의 탓으로 돌리는 점이 놀랍다고 평가하고 있다(ibid.: 120). 현재 국내에서도 

난민인정심사 면담 이후 신청자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심사관이 잘못 이해했다”거나 

“통역인이 잘못 통역했다”고 하며 기록된 내용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2012.4.20, 난민 통역인 교육 中 강상재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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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청자가 ‘반정부단체에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했나요?’

라고 물으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였는지, 무슨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 어디서였는지, 여기서 거기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

런 걸 다 물어봐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면담기록부에는 단 몇 줄로 써져 있으니까 밖

에서 보기에는 ‘이거 면담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내부에서도 위에서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짧게 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사실 

그 짧은 대답이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계속 계속 질문, 답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도 

답답하죠.” 

(2012.4.27, 심사관 이계언, 강조는 연구자) 

 

위의 심사관은 대화의 자세한 과정이 자신이 정리한 면담조사기록부에 다 드러

나지 않아서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Blommaert(2001: 437-439)는 Briggs(1997)의 ‘담화의 순환(circulation of discourse)’

이라는 표현을 빌려 난민인정절차의 각 단계마다 생산되어 순환하는 면담기록에서 

신청자의 스토리가 하나뿐인 텍스트(a singular text)로 취급되며, 기록된 내용이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심사관과 판사 등 면담자들에 의해 ‘변하지 않는 텍스

트(fixed text)’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41 즉 한번 기록된 대화는 굳어진 ‘사실’

로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언어 자체가 법의 힘을 실현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볼 때(Conley & O’Barr 2005), 속기에서 대

화의 맥락이 대부분 제거되고 주요사실만 남는다는 점은 한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통역’이란 메시지를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달하는 것으로, 화자의 메시지를 청

자의 언어로 재표현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출발 언어(source language)의 

메시지와 도착 언어(target language)의 메시지가 ‘동일한 의미와 효과’를 가짐으로써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42 난민 통역 면담에서 통역인은 보통 신청자와 면

담자 간의 대화를 한 문장씩 전달하는 순차통역(consecutive interpreting)을 하고, 신

청자가 가져온 증거자료를 즉석에서 읽고 그 내용을 번역하여 말하는 문장구역(sight 

translation)을 하기도 한다. 또한,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숙지

                                           
41 또한, Doornbos(2005: 118)는 네덜란드의 난민인정심사에서 면담을 하는 심사관과 난민지위인정 여부

를 결정하는 심사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후자는 전자가 녹음 없이 기록한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면담 수행과 심사가 분리된 절차가 시

행되고 있으며, 기록 내용이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말’로 여겨지는 가운데 기록 간의 불일치

(inconsistencies)가 신청자의 진술의 진실성(veracity)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42 A단체 난민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201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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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것43, 1인칭 화법 사용하기와 같은 통역의 기본원칙과 정확성(Accuracy)·중

립성(Impartiality)·기밀유지(Confidentiality) 등의 윤리규범(code of ethics)44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사법통역은 사법적 판단과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커뮤니티 통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난민 통역에서 

잘 훈련된 통역인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찾아보기 힘들다. 면담자의 질문을 전달

한 후 “답이 안 왔다”며 자신이 직접 신청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출신국 언어로 계속 

대화하거나, 질문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전달해서 질문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할 때도 많으며, 신청자가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는데 한국어

로의 전달은 1~2문장으로 끝나서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의심” 45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역인이 두 언어 모두 유창하지 못하거나 통역 기술을 지속적으

로 연습할 필요가 크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원인이다. 한편, 아래와 같이 통역인의 

역할 수행을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통역인: 그 여자는 그렇게 좋은 통역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리

비아 사람이었나… 

의뢰인: 리베리아. 라베리아. 

통역인: 라베리아. 어, 리비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면담자: (속기 중) 어, 어떤 사람이요? 

의뢰인: 라베리아. 

참관인: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면담자: 라이베리아? 

                                           
43 난민 면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통역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소수

언어의 경우 법적 절차와 관련한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이 ‘난민(refugee)’

을 비롯하여 영어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한다. 

44 전문적인 통역인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커뮤니티 통역에 적용된 것으로, 커뮤니티 통역의 수요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행정법원(2011)에 

난민 통역인 안내문을 제작하여 첨부하였으며, 난민지원단체에서는 해외사례의 조사와 경험을 통해 통역

인 교육에서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합의된 윤리규범이 확립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 난민통역경험 설문조사, A단체의 한 케이스워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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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라이베리아.  

통역인: 라이베리아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도 말은 좀 할 줄 알았지만 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사람도 좋은 통역인은 아니었다.  

(2012.3.19, [사례 6] 1차 면담) 

 

위의 통역인은 난민 면담에서 통역을 처음 해봤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담

에서 위와 같은 통역인의 ‘체면유지(facework)’46는 결코 적지 않게 발생한다. A단체

의 한 케이스워커는 난민통역경험 설문조사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의 경우, 자기 실

력이 들통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당사자에게 다시 확인하지 않

고 얼버무리는 경우도 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통역인으로서 자신의 체면에 위협이 되는 통역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대충 넘

어가거나 자의적으로 고치려는 시도는 면담 시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신청자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체면유지’는 면담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Lee 2011), 통역인이 다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기

대되는 역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속에서 요구

되는 ‘얼굴(face)’이 많아질 때 체면유지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Wadensjö(1998)

는 통역과 중개는 이론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을, Doornbos(2005: 117)은 통역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7 

연구자 또한 난민 면담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들이 본인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통역

인의 역할에 대해 제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A단체에서 업

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난민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3명은 통역인

을 “사법/국가기관의 보조자(2명)”, “통역기계/해당 언어 전문가(1명)’로 생각하고 있

는 반면,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면담자의 답변에는 “해당 언어 전문가” 

이외에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난민신청자의 대변자”에 복수 응답을 체

크한 경우가 많았다(<그림 5> 참조).  

 

                                           
46  ‘체면유지(facework)는 “자신의 체면에 일치하는 어떠한 일이든 만들어 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

(Goffman 1967: 12)”으로 정의된 바 있다. 

47 Doornbos는 난민 면담에서 통역인이 중립적인 중개(neutral intermediacy), 조언자(adviser), 심사관의 

대리인(substitute for the officer), 난민신청자의 협력자(ally of the asylum seeker), 정보제공자나 전문가

(informant or expert)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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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같은 질문에 대해 난민(<그림 4> 참조)보다 면담자 쪽에서 통역인

에게 상충될 여지가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난민과 면담자의 

응답 간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고른 비율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난민신청자보다는 면담자의 입장에서 통역 면담 중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경

향이 있고, 그럴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통역

인을 단순히 ‘의사소통의 조력자(a facilitator of communication)’라기보다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조력자(a facilitator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상호작용의 공동

설계자(a co-constructor of interactions)’로 간주하고, 의사소통의 문화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매개자의 역할이 통역에 요청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Lee 2009: 

36), 이와 같은 통역인의 다중적인 역할(multiple role)은 그 자체로 다소 엇갈리는 

기대로, 면담 과정에서 상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각 참여자가 역할 수행이 변화하

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난민 면담이 ‘통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개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두 사

람 간에 진행되는 면담에 비해 의사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상

황을 촉발한다. 특히 신청자와 면담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적인 관계 형성을 상

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난민지원단체의 활동가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신청자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자의 진술을 이해

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통역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맥락을 배제한 채로, ‘관계 맺음’ 없이 전달

된 ‘말’만 들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단체의 입

장에서는 그 부분이 정말 힘들어요. 저 사람이 어떤 감정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 

<그림 4> 난민통역경험 설문조사 

(난민) 

<그림 5> 난민통역경험 설문조사 

(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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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면에 있는 것들을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면대면으로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라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2012.4.12, C단체 활동가 민은지) 

 

난민 면담의 이러한 측면은 면담자가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기록한 ‘ 텍스트

(text)’뿐 아니라 그러한 자료가 ‘관계성’에 기반한 맥락(context)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면담자는 통역을 통해 신

청자의 이야기가 가진 ‘지시적’ 의미 파악에 그쳤을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신청자에 공감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가진 다른 맥락

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나아가 신청자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사회

적 관계(rapport)를 형성할 수 있을 때, ‘텍스트’인 면담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의 경우에도 당시 담당 변호사를 도왔던 케이

스워커 동주영은 면담 현장 밖에서 원고와 친분을 쌓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서 원고와 원고의 사건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 1심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연구자 및 C단체 활동가들과의 대화에서, 

“의뢰인이 도움을 받았던 한국 스님을 함께 찾아가고,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추

적해서 같이 만나고, 엑스레이(X-ray) 필름을 대조하기 위해 병원에도 같이 가고,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으면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의뢰인이 하는 말을 믿는 데 긍정

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48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면담에서의 담화 내용을 참여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

되는 것으로 파악할 때, 제도적 담화에서 간과되기 쉬운 신청자의 역할 범위와 입장

이 보다 명확히 가시화될 수 있다. 신청자는 면담 진행 내내 ‘답변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면담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되면서 ‘발화

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이 충분히 주목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A단체의 소송

준비 면담과 같은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된 난민 면담 환경일수록 신청자가 적극적이

고 주도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사례 6]의 신청자가 A단

체 케이스워커인 면담자와 나눈 담화의 일부이다. 신청자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방

송국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방송국은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는 이

유로 콩고 정부로부터 조직적인 탄압을 받았다. 한국에 온 후 신청한 난민지위가 법

무부 심사에서 불인정된 후,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2심 

                                           
48 2012.4.14, 동주영과의 대화 



51 

 

준비면담에서 피고측의 항소이유를 차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면담

자의 질문에, 신청자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청자: 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콩고와 같지 않습니다. 한

국은 이미 발전된 나라고, 법이 존중되는 나라이지만, 콩고는 법을 존중하지 않습

니다. 콩고에서는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이끕니다. 어느 회사나 고용인이 있지

만, 결국 그걸 다 관리하는 것은 군대와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

턴이든 수습이든 간에, ‘어느 회사나 어디를 부수자, 파괴하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인턴이든 뭐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방송국

을 부숴라, 파괴해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볼 것 없이 그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송국을 부수러 온다면, 사람들이건 뭐건 다 부술 것

입니다. 사람들이고 뭐고 다 부숩니다. 비록 내가 인턴이었지만 나는 그 TV에서 

무엇을 방영했고 무엇을 했는지 다 압니다. (중략) 

면담자: 그러면 지금 로디씨가 콩고로 돌아갈 경우에, 콩고 정부는 로디씨를 아직도 oo의 

인턴이라는 이유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나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신청자: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직 그 대통령이 있고, 콩고는 한국과 다르기 때

문에 콩고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나는 계속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체제가 계속된다면 나는 콩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바뀐다면 나는 돌아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2012.3.19, [사례 6] 1차 면담) 

 

최근에 B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신청자가 담당하는 몫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난민신청자의 면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시도하고 

있었다. B단체의 활동가가 국내 9개의 난민 커뮤니티의 각 리더를 먼저 교육하고 나

면, 각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영어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게 아래와 같은 학습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난민들한테 면담이 진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관되고, 구체적이

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키려고 노력해요. 교육에서는 난민 요건, 정의, 처우 등을 설명하고, 본인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2012.4.23, B단체 활동가 김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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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난민지원단체 활동가는 신청자가 소극적인 답변자에 그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면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면

담자가 구사하는 ‘제도적 프레임’과 제도적 필요조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제도

적 자아(institutional self)’의 표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Cook-Gumperz & 

Gumperz 2002: 27)”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신청자가 면담자 및 

통역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의 일부가 조정되며 적극적인 ‘발화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신청자가 단순히 면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수동적

인 로봇(Jacoby & Ochs 1995: 177)’이 아니라, 면담 내용(text)의 ‘ 공동 저자

(co-author)’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화된 통역 면담에서 신청자의 스토리는 결코 

중립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각 참여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

에 다른 참여자와 언어적·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공

동으로 구성(Jacoby & Ochs 1995; Rapley 2001)’되고 있다. 이러한 통찰은 제도적 담

화에서 신청자가 협약상 난민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단지 그의 대답을 난민지위의 요

건에 비추어보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면담 중 오해가 발

생하거나 기록된 내용을 둘러싸고 참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시 신청자

의 주장을 질문과 대답이 오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편, 난민 면담에서의 담화는 기본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의 형태를 띤다

(Doornbos 2005). 현재 출입국 관리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난민인정절차에

서 신청자와 면담자, 통역인의 상이한 사회문화적·정치적 배경은 의사소통의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오류와 오해들 

역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과 긴밀히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2.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오류(miscommunication) 

 

Kälin(1986)은 스위스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심사관과 신청자 간 의사소통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애물을 a) 신청자가 본인을 표현하는 방식, b) 통역인의 역할, c) 개

념과 관념의 문화적 상대성, d) 시간에 대한 상이한 지각, e) ‘거짓’과 ‘진실'의 개념에 

관한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의 ‘상대성’

을 키워드로 한 이러한 분석틀은 “인간을 그가 속한 총체적 관습의 실체 속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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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rtz 1973[1998]: 56)”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문화적 

차이에 관한 상대주의적 관점은 사회마다 문화의 모습이 다양하고 특수하게 나타나

며, 인간의 언어와 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문화적인 맥락 위에서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상식’을 전제로 한다. 

난민 면담에서 대화자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설명할 때 이처럼 문화 

간의 상대적 차이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식은 현실적으로 유효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며, 나아가 대화자들이 인지하는 문화적 차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법적 담화에 개입하는 문화적 요인에 보다 주의를 기울

여서,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을 언어적 교환에 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의 접근을 통해 문화의 

상대적 차이가 참여자들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고 전달되며 해석되는지, 그리고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오류라고 지칭할 때 과연 ‘문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 게이트키핑 면담과 개인적 서사 

 

난민지위의 요건 중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법적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요소이다. 따라서 면담자는 신청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하게 

될 억압적 상황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그가 과거에 겪은 

박해의 내용을 자세하게 듣게 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특정 사건과 출신

국을 탈출하게 된 배경에 관한 개인적 서사(personal narrative)는 신청자 출신국의 

사회문화적·정치적 상황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면담에서는 난민신청자의 박해사실과 관련된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난민 

신청사유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쉽게 간과되는 것으로 보

인다. 아래의 대화는 [사례 1]의 신청자가 법무부 심사관과 나눈 면담기록(2009.9.10)

에서 발췌한 것이다. 

 

심사관: 신청인이 불을 질렀나요? 

신청자: 아닙니다. 

심사관: 신청인이 불을 안 질렀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청자: 정부군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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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방글라데시는 경찰도 법원도 재판도 없나요? 

신청자: 우리 지역은 정부군이 하는 것이 법입니다. 

심사관: 신청인이 잘못이 없으면 경찰 등에 신고하여 누명을 벗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청자: 내가 사는 치타공 지역은 정부군이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

다.                                         

 ([사례 1] 법무부 면담조사기록부) 

 

위의 신청자가 경험한 ‘방화’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출신

지역의 치안 상황, 사법절차, 정부와 군대와 관계 등 정치제도에 대한 파악과 사실조

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관 역시 신청자가 난민이라면 그가 겪은 일

이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대화를 보면 심사관은 신청자의 대답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

으로써 신청자의 입장을 한번 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심사관의 태도는 

비단 위의 신청자만의 경험은 아닌데, 연구자는 본인이 난민인정자인 한 통역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네: 법무부에서 말이 맞지 않는 경우여서 제가 따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법

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구자: oo 커뮤니티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였나요? 

미네: 네, 너무 모르고, 신청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

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자: 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거죠? 

미네: 몰라서 그런 거죠. 너무 몰라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략)
49

 어떤 신청자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다가오는 걸 봤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

나서 뛰었다, 도망갔다, 근데 군인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걸 멀리고 보고 총을 쐈다

고 했는데 심사관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한 거죠. 

믿을 수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거기서 그런 일

                                           
49 대화 도중 미네는 연구자에게 면담 전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원래 면담과 관련된 내용을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연구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연관된 부분을 빼고 당시 

상황만 묘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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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니까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개입하게 된 거죠. 사실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2012.3.18, 재한줌머인연대 사무실, 강조는 연구자) 

 

이와 같은 심사관의 ‘규범적’ 발화는 ‘게이트키핑 면담(gatekeeping interview)’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게이트키핑 면담이란 현대사회에서 관료주의적 통제

가 나타나는 하나의 예로, 문화 간 의사소통이 제도화된 환경에서 발생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된다(Cook-Gumperz & Gumperz 2002: 25-26; 

Roberts & Sayers 1987). 위의 두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면담자가 자신의 경험

칙에서 벗어난 신청자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상황은 난민 

통역 면담이 게이트키핑 면담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면담자와 신청자 간의 문화적 공유감(cultural sharedness)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박

해가 역사적·문화적으로 특수하고 젠더 이슈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

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발생한다는 점은 거의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 즉 

면담자는 법적 사실을 채우는 스토리가 다양한 현실에서 전개되며, 그 현실은 “종족

적·종교적·문화적·정치적 적대감이 얽혀 있는 박해의 본질(Rousseau et al. 2002: 61)”

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관료주의적 환경에서 일하는 심사관의 경우 자신이 속한 기관의 명분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본인이 법리적(legalistic) 태도로 ‘공공정책 서사(Shuman 

& Bohmer 2004: 395)’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신청자의 진술은 

본래 그의 생애사의 일부분인 ‘개인적 서사’이기에 인과관계나 시간 순서보다는 본인

에게 의미 있는 강조점에 따라 전개될 수 있고, ‘인터뷰 서사(interview narrative)’50

로 말쑥하게 정리되기보다는 고도로 맥락화된 그대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는 부분적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51 그런데 단선적인(linear) 인과적 사실

을 기대하는 면담자는 신청자의 진술이 “어느 날 살해 위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

해자들이 우리 집에 왔다…”는 연대순으로 깔끔하고 박해자의 박해 동기가 분명한 

                                           
50 생애사가 청중의 동조적 반응을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화되고 조직화되는 개인적 서사와 달리, 인터

뷰 서사는 자유롭게 발화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말한 내용이 면담자의 질문에 의해 상당히 많이 조정되는 

맥락에서 발생한다(Cook-Gumperz & Gumperz 2002: 27).   

51 난민신청자들은 면담자가 묻는 어떤 사건의 발생 연도, 날짜, 시간과 그 추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더라도, 사건이나 경험의 일부를 생생히 묘사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건의 중요도, 당시 신청자의 주

관적 심리상태, 기억력, 일기와 같은 개인적 기록의 보유 정도 등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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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로 단정짓거나 신청자의 상황이 그

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ibid.). 또, 진술로부터 자세한 사실관계

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면담자는 마치 난민 신청사유에 어떠한 ‘물리적 모델’이 존

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고, 신청자의 진술에서 발견한 약간의 불일치나 언어 표현에서

의 차이라도 커다란 논리적 결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Good 2008: S56). 아래에 제

시한 심사관 이계언의 경험은 이와 같이 ‘증거’를 법적인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법률

가들의 실증주의적 접근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사 출신이나, 검찰에 있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증거', 확실히 그런지 아

닌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대사관에 

연락해봐라”, “대사관에 물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2012.4.27, 심사관 이계언, 강조는 연구자) 

 

“심사하는 분들의 고충이나, 협의회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것

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어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평가할 때 어려우면 “그럼 그건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공증인한테 물

어봐라”, “그런 기구가 있는지 어디어디에 알아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요. 사실 난민 진

술은 정황을 보고,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겨지면 난민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떤 딱 떨어지는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중략) 객관식 시험

에 익숙해서 그런 건지 (난민 사건이) 사안마다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10번까지 문항이 있다면 그 중에 1-5번까지 맞는다면 맞는 건가? 그게 아

니잖아요. 사안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데.”              

(2012.4.21, 공무원 강상재, 강조는 연구자) 

 

인도주의 기구에서 난민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강상재는 법학 비전공자의 

‘유리한’ 시선에서 위와 같이 국내 난민인정심사에서 난민 진술의 평가와 관련된 특

수성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어내기도 한다. 즉 신청자의 문화특수

적 배경뿐 아니라 면담자들의 직업적, 사회문화적, 나아가 종족적 배경과 정체성이 

면담 및 심사 과정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다.  

요컨대, 아무리 짧은 법적 사실관계라도 서사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특수적이고 

중층적인 방식으로 맥락화, 조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ood(2008: S57)은 법에 

대한 근대 경험론적 접근이 ‘문화적’ 현상을 다룰 때 매우 근본적으로 오도되는

(misguided) 듯 보이며,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오심(誤審)을 야기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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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이는 그 충돌 현장의 증거인 서사의 불평등한 유형과 맥락에 대한 분석 

결과로 뒷받침되며, ‘“소수자의 목소리”가 구성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국내 사례

들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52 

 

2) 자기표현의 방식 

 

법적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

에도 크게 달려 있다. 확신에 찬(assertive) 화법과 목소리,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고 

문장의 말미를 흐리지 않는 것, 단답형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길게 말할 

줄 아는 기술 등의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신청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개인적 서사’를 법적으로 유의미한 사

실로 풀어놓기 위해서 사실에 관한 정확한 기억뿐 아니라 그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

으로 표현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면하여야 한다. 

A단체에서 1차 면담 때 신청자에게 미리 부탁하는 ‘사건 연대기’를 쓴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방식과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의 경험을 먼저 스스로 조직화(framing)해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측의 참여자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게

이트키핑 면담에서 이와 같이 더 많은 의사소통적 기술과 노력을 발휘해야 하는 쪽

은 면담자이기보다는 신청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적합한 정보의 형태

로 적절히 가공하여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러한 자신의 역할, 즉 자기변호를 잘 하는 일의 중

요성을 거의 알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화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번 면담을 거치면서 본인 생각으로 유리하다

고 생각해서 바꿨는지 진술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본인신문에 가서는 반대되

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장하지 말고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달

라’고 얘기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53 한 심사관은 ‘면담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52 Cook-Gumperz & Gumperz(2002: 28, 35)는 Briggs(2002: 911-912)의 논의를 빌려, 서사의 관료주의

적 전유라는 의사소통적 상황은 신청자의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이 들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면담

에서의 헤게모니적 현상(現狀)을 더욱 분명히 하여 결국 소수자의 목소리가 구성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하였다. 

53 2012.4.20 난민 통역인 교육 中 김화경 변호사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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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아서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분

들이 많지 않아요. 면담을 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난민 신청한 이유 같은 걸 더 잘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처음엔 다들 그냥 오는데, 일일이 대응하는 게 쉽지 않죠. 차라리 변호사라든가 다른 데

서 좀 도움을 받아서 진술할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좋을 것 같다.)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자기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거든요. 지금은 (처음 신청서 접

수할 때) 진술서 미리 준비해온 거, 그게 번역된 것도 정확히 번역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다 받아주거든요. 예전에는 처음에 오면 앉아서 신청서랑 진술서를 주고 ‘작성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쓰지를 못하거든요.” 

(2012.4.27 심사관 이계언, 강조는 연구자) 

 

거의 매일 난민신청자를 면담하는 위의 심사관은 신청자가 본인이 난민에 해당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박해 경험을 공공정책 서사에 맞는 형식

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의 부족이 ‘문화적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추론

하고 있다. C단체 활동가 역시 면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위의 심사관과 

비슷한 대답을 하였지만, 신청자가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행동상의 차이가 ‘난민’이

기 때문에 비롯되며,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분들이 자기의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적 차이나 교육

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분

들은 절박하고 하소연해야 될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꺼내놓죠. (중략) 들어줘야죠. 상담가라는 것은 인터뷰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이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의무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다

를 떨잖아요. 풀리잖아요. 울든 수다를 떨든 하면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중략)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흔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고 병실이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은 혼자예요. 외지에 나와서 

혼자이기 때문에, 지지기반, 지지세력이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략) 그런 면에서 (난민

지원단체는)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2012.4.12, C단체 활동가 여소형, 강조는 연구자) 

 

위의 사례에서 우선 난민이라는 ‘범주’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는 난민의 소극적인 자기표현 방식이 ‘난민임’의 특징 및 특수한 

정체성54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난민이 출신국에서 당

                                           
54  대단히 고통스러운(traumatic) 사건을 겪은 난민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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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해의 경험이나 한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恨)’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을 함께 풀고 치유하기 

위해서,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망’이 절실하다는 점에 

적잖이 주목한다.  

이러한 면담자들의 반응은 신청자가 면담에서 진술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까

닭이 그가 난민 수용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에 따른 영향이

라는 시각(Kälin 1986: 232)과 구분되는 문화특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장

을 조직화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청

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면담자가 진술에서 핵심적인 쟁점

과 관련된 결정적이고 문화특수적인 정보를 되짚어낼 줄 아는 데에 달려있다는 분석

(Cook-Gumperz & Gumperz 2002: 27-28)과도 유의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청자가 자기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진지하게 고려되기보다 그가 법적 

절차에서 ‘생산적 타자(Barsky 1994)’에 적합한 신청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방식

을 구사하는지 여부, 그리고 심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때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언어 표현의 문화적 맥락 

 

“어떤 의뢰인이 “나는 협박을 당했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트럭에 싣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저희한테 처음에는 “살해위협을 당했다”라고 하셔서, “죽이겠

다고 얘기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시고, “왜 죽일 꺼라고 생각을 했냐”고 

했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결국 얘기를 해서 알아냈던 게 그 ‘트럭’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는 ‘관을 싣고 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 트럭에 싣고 가겠다”라는 말이 

그렇게(살해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

는 거였죠. 그때 의뢰인 분도, 통역인도 중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지 몰라서 고민을 하

다가...(중략) 그 때 ‘이 부분(문화적 요소)이 ‘클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소요되며, 많은 면담자들이 ‘정상’과 거리가 먼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어려워한다(Monnier 1995: 

316). 따라서 난민의 자기표현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희생자(victim)’의 정신적 

외상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Rousseau et al. 2002), 진술 도중의 ‘침묵’에도 주

목해야 한다는 주장(Ghorashi 2007) 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Power(2004: 18)는 생애사나 개인적 서사

를 기록하는 과정이 난민 스스로 고통의 사회적·정치적 기원을 좀더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행위

성에 대한 의식(a sense of their own agency)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60 

 

(2012.3.19, A단체 활동가 김진애) 

 

문화 간 의사소통과 인류학의 연구들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

의 의사소통이 근본적인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증거를 제공해왔

다. 신념, 태도, 동기, 실천, 세계관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인과관계·진실과 거짓·사회

적 위계에 대한 관념, 이야기의 방식까지 아우르는 서로 다른 문화적 틀(cultural 

framework)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사회적 현실과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 낸다

(Rousseau et al. 2002: 50). 위에서 제시한 ‘트럭’의 의미에 관한 ‘현지’의 해석은 대

부분의 사회에 존재하는 단어나 관념, 개념일지라도 문화특수적인 맥락에서만 유효

한 의미를 갖는 경우의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서 ‘brother’의 의미가 

아주 가까운 친척만이 아니라 부족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한다는 점은 일찍이 주목되

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표현이라도 같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 표현의 차이를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화 간 의사소통

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언어’와 ‘문화’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 언어 표현은 문화를 반영하여 생성되고 지속되거나 변화하며, 문화 

역시 사회구성원들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범주와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

되어 형성되고 변형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때,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난민 면담에서 종종 면담자와 신청자가 특정 단어나 표현을 각자 자

신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부분의 면담자는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교육 필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심사관이 "'스토리'를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신

청자가 ‘자기는 꾸며내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흥분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살아온 얘

기', '박해 관련된 얘기'를 해보라고 한 건데, 그쪽에서는 ‘지어낸 얘기’로 생각을 한 거고. 

(신청자의 언어가) 영어여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는 같은 단어도 다르게 쓰

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영어로 면담을 할 때 저희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신청

자도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죠.” 

(2012.4.27, 심사관 이계언, 강조는 연구자) 

 

한편, 면담자는 종종 비의도적이지만 자신의 ‘상식’에 기대어 신청자의 진술을 

외견상 ‘틀린’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식 역시 특정 사회의 “문화적 체계

(cultural system) ” 로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편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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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rtz 1983). 그럼에도 면담자가 한국사회의 ‘문화적 논리’를 보편적인 것으로 가

정하여 다른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s)에 적용하는 의사소통적 오류로 인해 갈등

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의 대화는 [사례 6]의 일부인데, 피고측은 자신의 문화적 

가정을 해석의 전제로 하여 ‘인턴’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면담자: 이민국(법무부) 주장은 로디 씨가 인턴에 불과했는데, 정부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인턴은 00 방송국의 정식 직원이 아닌데, 정부

가 oo의 직원이라고 해서 로디 씨를 끝까지 찾아내서 박해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중략) 예전에 저와 인터뷰를 할 때 로디 씨는 ‘2년 간 

oo에서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oo의 정직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의뢰인: 내가 인턴이었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2 년 동안 일을 하고, 아주 잘 했을 경우

에 정식 직원으로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을 잘 한다면. 

면담자: 그러면 보통 콩고에서는 ‘스타지에(stagiaire)’로 있다가 몇 년 간 일을 하면 정직

원을 하는 게 보통입니까? 스타지에를 하다가 나갑니까? 

의뢰인: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사 측에서 인턴에게 일을 잘 해서 제안을 하고, 인턴이 수

용했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2012.3.19, [사례 6] 1차 면담, 강조는 연구자) 

 

쟁점을 정리하면, 신청자의 직위였던 불어 표현 ‘스타지에’는 영어 표현 ‘인턴’으

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콩고에서 ‘인턴’ 개념의 문화적 맥락을 해석해보면 한

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인턴’이라기보다는 ‘계약직 사원’ 또는 ‘수습 사원’에 더 가

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서는 판사가 신청자의 진술의 신뢰성을 따

지고 들자면 단어의 아주 미묘한 차이로도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으므로 대화에서 

전달되는 상이한 언어 표현은 그 의미의 층위까지도 정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

제는 단순히 언어 표현의 의미 자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이 아니라 난민

의 출신국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대한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사용한 언어 표현이 그의 출신국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

하고, 다시 면담자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게 번역될 수 있는지

를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더욱 나은 비교문화적 해석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Marcus & Fischer 1986[200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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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간 의사소통 전문가’로서의 통역인 

 

Ⅱ장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박해사유와 관련된 특수한 표현의 의미가 적절히 

‘중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의 진술에는 난민 요건의 범주(정치/종교/인

종 등)에 따라 해당 사건에 핵심적인 용어들이 포함되는데, 신청자가 활동한 특정 

단체나, 출신국이나 특정 지역에 관한 정보(지명, 제도, 행정체계 등), 친족용어 및 

친족관계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 주류 무슬림에 의해 이단 취급

을 받는 소수파 ‘아마디야(Ahmadiyya)’ 신도들의 박해경험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현지의 복잡한 정치적·종교적 상황에 관한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 미리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철저히 검색한 후 난민신청자를 면담한다고 

해도, 면담자는 대화 도중에 또 다른 낯선 용어들과 빈번히 마주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면담은 언어 표현의 문화적 맥락을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번역’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번역자의 역할은 보통 통역인이 담당해야 할 부분으

로 여겨진다.  

 

“말은 잘 하는데 통역사가 문화에 대해서 모른다, 그럴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방글라데시 다카에 무슨 기관 있는데 기관 이름을 말했다. 근데 그 기관

에 대해서 통역하시는 분이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parliament, 국회라면 방글라데

시 말로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건 통역사가 parliament인 줄 모르고 그대로 통역을 해

버린 거죠. 또 예를 들면, ‘한국의 명동에 명동성당이 있다, 명동성당 앞에서 우리가 시위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하면 명동성당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명동성당의 의미, 정치적인 의미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경험

을 했다면 알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문화적인 경험이다, 그런 게 필요하더라구요. 만약 

통역사가 ‘명동성당’ 하지 않고, 그냥 ‘성당’ 해버렸다 그러면 그 땐 의미가 달라질 수 있

어요. ‘성당은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2012.3.18, 재한줌머인연대 사무실, 미네와의 대화) 

 

위의 통역인은 본인이 난민인정자로, 같은 커뮤니티의 신청자들을 2년 이상 통

역해오면서 출신국 및 출신지역에 관한 정보를 문화적 맥락의 배제 없이 정확히 전

달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신청자의 진술 중에서 지명이나 

이름, 제도 등은 대부분 현지어로 쓰이고 발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이 정확히 

통역되지 않는다면, 그 언어 표현의 지시적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

지에서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는 전혀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Barsky(2000)는 통

역인의 역할이 핵심적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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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역인이 수행하는 ‘문화 간 번역과 설명’이라는 역할이 주목되지 못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앞 절에서 면담자 쪽에서 통역인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그래프를 살펴보았는데(<

그림 5> 참조), 현재 한국에서 난민 통역 면담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대두되는 이슈 

중 하나도 이러한 통역인의 역할 범위와 통역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난민문제의 특성상 통역인은 난민신청자와 같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자 본인이 

난민인정자이면서 신청자의 가족이나 친척·친구·이웃 등 친한 사이이거나, 신청자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출신국/지역 사람으로서 종족·종교 등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 통역인’인 경우가 많다. 한편, 면담자는 신청자의 문화나 커

뮤니티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에게 익

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설명을 통역인으로부터 기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난민지위 인정에 대한 소송이 대개 공익법무관의 활동이나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일

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면 작성에 들이는 수고와 노력이 크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

습니다. 개별 신청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조사도 충실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통역인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난민통역경험 설문조사, A단체의 한 케이스워커의 답변, 강조는 연구자) 

 

이와 같은 통역인의 ‘문화 간 의사소통 전문가’ 역할은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가 의사소통상의 오류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

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조직에서부터 우간다의 강제결혼 풍습에 관한 스토리까지,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도 통역인이 중간에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일

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면담자와 난민 수용국의 입장에서 낯선 문화일수록 통

역인이 ‘문화 간 중재자(Bickley 1982: 107, Kälin 1986: 233에서 재인용)’로서 적극적

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대화에서는 변호사 김화경이 우간다 출신의 통역인에게 신청자가 겪

은 강제결혼과 관련된 출신지역의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고 있다. 

 

면담자: 만약 의뢰인이 우간다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제 말은, 통역인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간다의 상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만약 여성이 강제결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라는 말은 그 여성이 결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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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뜻한다고 하면...그런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나요? 

통역인: 가족 상황이나 당사자 본인에 따라 달라요. 교육을 잘 받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거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종종 가족들이 강제하려고 하기도 하구요. 

때때로 종교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무슬림과 크리스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방해하죠. 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독립적

이면 대부분 저항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강제결혼의) 상황은 의

뢰인의 케이스처럼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친척들과 같이 살면 친척들이 결혼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도 합니다. 신랑측에 다우리(dowry, 지참금)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소, 주택, 

부동산, 식탁 등… 아무튼 가족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부모를 잃은 경우 친척들이 그 여성을 이용하려고 하고...  

면담자: 그럼 강제로 원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통역인: 의뢰인의 케이스처럼, (웃으면서) 우리는 일종의 믿음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안티

(auntie), 특히 파타노 안티(paternal auntie, 고모)에 대한. 그 안티가 “만약 니

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이를 못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런 

말에 대한 미신 같은 게 있어요.  

면담자: 아 네… 

통역인: 우리 부족에서는 대체로 두려워하죠. 의뢰인의 케이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역시 그렇군요.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해요. 파타노 안티

가 말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면 그대로 축복이 되는 거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 “No”라고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부족에서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습니

다. 

(2011.11.1, [사례 2] 2차 면담, 연구자 번역 및 강조) 

 

위의 대화에서 면담자는 신청자의 출신국의 정황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을 구

성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질문에 다소 어긋난 답변에는 별로 주의

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자나 통역인이 면담자가 요구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혼인 관습과 친족관계

에 대한 현지인들의 문화적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면담자는 자신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러한 문화적 지식이 실은 신청자의 입장에서 정말 핵심적인 

논리일 수 있음을 모른 채 통역인의 설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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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은 아래와 같이 이어졌다. 여전히 “요약식으로 물어보는” 변호사와 달리, 통

역인의 ‘스토리’는 일반화된 사실이 아니라 길고 장황하다. 

 

면담자: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나요? 강제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역인: 딩카 사람들은, 그 수단인들은 ‘딩카족(the Dinka)’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딩카 

남자들은 정~말 두려운 사내들입니다. 그들이 우간다 사람들을 폭행한 사건이 엄

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간다에 비즈니스 때문에 와서 설탕, 비누, 농산물 등 

거의 모든 걸 사가요. 옆에 서 있으면 쳐다보게 되요. 그들 또한 우리처럼 흑인

인데, 키가 매우 커서요. 그런 사례는 엄청 많아요. 저도 목격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딩카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한다고요. ‘왜 쳐다봐?’ 그

러면서. 우간다에서 그들은 돈이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우간다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우간다 남자-여자 사이의 문제라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닐 건데요.  

면담자: 딩카가 무슨 뜻인가요? 수단 출신의 비즈니스맨을 뜻하는 건가요? 

통역인: 아니요. 그들은 ‘딩카’라고 불리는 부족(a tribe)이예요. 

 

한편, 통역인의 역할 범위가 다른 두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조력하

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에 대한 번역과 설명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면담을 주도하

는 등 통역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문제시될 만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통역인 중 신청자의 친구나 정치적 신념과 행동을 공유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신청자

의 솔직한 답변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거나 신청자의 대답에 자신의 의

견이나 동조를 표현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55 현재 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을 통해 통역인이 신청자와 개인적인 관계일 경우 통역을 할 수 없도록 권고되지만, 

법무부 심사단계나 난민지원단체의 소송준비 면담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55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Berk-Seligson(1990: 3)은 법정통역인의 예를 들어, 의식적·무의식적 편향을 

갖고 있는 통역인이 언어적 매개자인 자신의 위치를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청자의 정확한 진술을 방해할 수 있는 통역인의 국적, 종족, 성별, 종교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는 법무부 1차 심사를 위한 면담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해의 주체가 

정부라고 주장되는 사안에서는 국적이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통역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도 있다(서

울행정법원 201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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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교회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일은 안 하신 건가요? 직업이 교회 

선생님인 건가요? 

통역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아가씨들 티칭(teaching)하고, 교회 미션스쿨 있어요. 거

기에서 티칭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돈 조금 받구요. 

면담자: 그 외에 다른 일은 안 하셨다는 거네요? 

통역인: 왜냐면 우리 국가에서, 직업적인 거, 이슬람 국가니까 무슬림 사람한테 많이 줘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아가씨들 밖에서 일 나갈 수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

아졌어요. 은행에서도 일하고, 티칭하고 간호사밖에 없어요.  

면담자: 거의 여자들이요? 

통역인: 네. 여자들은.  

(2011.10.17, [사례 5] 2차 면담, 강조는 연구자) 

 

파키스탄 국적의 신청자는 신앙활동 및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을 하면서 무슬림의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고, 모계 쪽 친척이라는 통역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 위의 대화에서 통역인은 여성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에

서 비(非)무슬림이라는 이중적 제약으로 인해 ‘교회 선생님’이 사실상 ‘직업’에 가깝

다는 문화적 논리를 펼치며 신청자를 대신해 답변하고 있다. 이 통역인은 이후 3차 

면담(2012.1.5)에서도 소극적이고 자기변호를 못하는 신청자를 옆에 두고 사실상 그

를 ‘대변’하였다. 면담자인 변호사는 신청자의 예전 면담기록 중 교회 활동을 하면서 

박해를 받은 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차 날카롭게 

질문하였는데, 이 통역인은 “사람들은 종종 우울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잖아

요?”라고 동문서답하거나 신청자의 답변을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고치려는 시도를 보

이기도 했다. 신청자의 출신국에 대해 모르는 면담자는 이와 같이 중립성을 완전히 

잃은 통역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으며, 통역인이 제시한 정보에 대해 먼저 “이슬람 

쪽 문화인 건가요?”라고 되물으면서 통역인이 더 쉽게 변호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통역인이 난민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거나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또는 같은 커뮤니티 구성원인 경우, 

중간에서 자의적으로 부연을 하면서 담화의 내용과 면담자의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 

더욱이 면담자가 이전의 면담 내용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는 

난민신청의 결과를 좌우할 소지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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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난민 면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난민 면담

은 기본적으로 제도화된 환경에서 발생하고, 거의 모든 경우 통역을 통해 삼자 간에 

진행되며,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그 특수

성으로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지식과 법적 언어에 익숙한 면담자는 화제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고 신청자의 대답을 유도하기도 하며, 면담에서 내려진 진단을 

기록하고 난민지위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자이다. 반면, 신청자는 언어적 자원이 

없고 법적 절차에 대해 문외한이며 제도적 담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가 자신이 난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별로 주목되지 못

했다. 한편, 통역인은 면담자와 신청자 간의 언어적·문화적 장벽 해소에 기여하는 필

수불가결한 참여자인데, 이 세 번째 참여자가 수행하고 다른 참여자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은 매우 다중적이어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그로 인한 결과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 세 참여자들 사이의 언어적 교환에 주목하여 문화 간 의사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서로 중첩되고 연관되어 있는 네 가지 요

인으로 분석하였다. 게이트키핑 면담의 구조 속에서 신청자의 개인적 서사에 담긴 

문화적 차이는 면담자의 법리적 태도에 부딪히며 이해 대상의 범주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공정책 서사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의 진술방식이 신청자의 문화적 차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면담자의 문화적 배경 역시 담화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은 간과되고 있는 반면, 신청자의 언어 표현에 깔린 문화특수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는 점은 대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의 출신국에 대한 문화적 지식은 주로 

통역인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데, ‘문화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역인이 수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는 난민 면담의 ‘문화 간 의사소통’적 측면과 직결되어 있어 우려

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와 같이 담화에서 전달되는 ‘문화’의 내용과 의사소통상의 

오류와 오해는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을 전제로 재현되며 해석되고 있는데, 난민임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점은 좀더 자세한 분석을 요한다. 

  



68 

 

Ⅳ. ‘문화 간 이해’ 사례로서의 난민인정절차 

 

분석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Ⅲ장에서는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담화가 이루어지는 

난민 면담 현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담화의 구성이 ‘면담 밖’에서 

전개되는 각 참여자의 행위성 및 그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나아가 난민 수용국 

사회에서의 난민 담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

서는 면담 안팎에서 전개되는 참여자들의 실천 양상을 자세히 조명함으로써, 난민인

정절차가 기본적으로 ‘문화 간 이해’의 문제가 깔려있는 법적 제도라는 점을 논하고

자 한다.  

‘난민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신청자가 과거에 박해를 당한 경험이나 미

래에 박해를 받을 위협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이다. 이는 통역인의 중재와 면담자의 

해석 속에서 난민신청자가 한국사회에서 재현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난민 정체성

을 형성하고 표출하는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청자의 진술

에 등장하는 난민발생국의 문화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정보로 취급되면서 사물화되

고, 어떤 문화(a culture)를 향유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결부된 이미지로 표상되

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우간다에서는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결혼의 풍습이 행

해지고 있으며, 남편인 수단 딩카(Dinka)족 남성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두려운 사내

들”이라는 통역인의 설명([사례 2])은 종족 구분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면담자들이 신청자 출신국의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rence)을 지나치게 단순

화하여 받아들인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지만(Rousseau et al. 2002: 54), 난민

신청자나 커뮤니티 통역인이 면담 안팎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

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난민의 문화적 차이가 그가 담지한 ‘차이’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시도되는 실천들이 활발히 경합하는 가운데 한

국사회에서 ‘다른’ 문화로 구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와 연계된 난민(신청자)의 적극적 실천은 자신이 난민임에 대해 주장하고 난민 정체

성을 구축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체적 실천이 난민을 둘러싼 한

국사회의 주요 담론들, 즉 면담자들의 시선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

은 ‘문화적 타자’로서의 난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실제 과정을 규명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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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밖에서 재현되는 난민의 문화적 차이 

 

Merry(1998)는 ‘문화’를 특정한 상황에 놓인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

의 기회를 붙잡고 전유하는 가운데 상호 경쟁하는 문화적 논리들이 경합하는 장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이 시점에도, 예전의 사물화된(reified) 문화 개념이 선주민 집단 등 

문화(a culture)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로부터 과잉된 

방식으로 재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 문화적 생산(cultural 

production)과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라는 개념이 행위성과 권력의 상

관성, 그리고 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구성(co-construction)’되는 측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Merry 1998: 585). ‘문화적 생산’이란 

기존의 공적 담론의 장이나 문화의 저장소(reservoirs)에서 끌어낸 이미 존재하는 일

련의 문화요소를 이용한 생산의 형태이며(Johnson 1986, Merry 1998: 585에서 재인

용), ‘문화적 전유’는 그러한 문화적 생산물(cultural product)을 지역적 의미와 실천

의 측면에서 취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실천의 양태가 비단 문화적 진정

성(authenticity)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도구적 정체성이 필요한 선주민 집단뿐 아니

라,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타자’인 난민, 이민자,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도 다

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1) 난민 정체성의 형성: 국내 줌머족의 사례  

 

난민은 본거지를 잃고(uprooted) 난민 수용국의 시민으로 포함되거나 본래 거주

지로 귀환할 때까지 폭력적인 ‘분리의 의례(rite of separation)’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Harrell-Bond & Voutira 1992: 7). 이주의 동기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에서 난민은 

출신국과 난민 수용국 두 공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행하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식하고 규정해야 하는 과도기를 일반 이민자들보다 더욱 강렬하고 오랫동안 겪을 

수 있다. 난민캠프나 난민 수용국에 형성된 소수종족 커뮤니티가 그들 고유의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학습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이상국 2010; Malkki 1992). 이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난민임’이 구현

되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절차는 각 신청자의 난민 정체성

이 구성되고 또 시험되는 ‘의례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난민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는 줌머(Jumma)족은 자신들의 정

체성을 방글라데시 동남부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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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T)에서 살아온 선주민들로 규정한다. 줌머인의 대부분은 불교나 힌두교, 기독교

나 민간신앙 등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고 인구는 65만명 정도에 불과해, 전체 인구 

1억 명 이상 가운데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벵갈인(Bengali)들인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소수종족으로 분류된다. 차크마(Chakma), 마르마(Marma), 트리푸라

(Tripura), 탕챵야(Tanchangya) 등 11개의 서로 다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줌머

족은 자신들이 외모뿐 아니라 언어, 문화, 종교, 관습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벵갈

인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종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줌머 커뮤니티에는 세 개의 주된 종족인 챠크마, 마르마, 트리푸라 사람

들이 많이 살고 있다. 현재 70명 정도의 줌머족 난민들은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같은 

동네에 모여 살 때처럼, 김포시 양촌면의 한 마을에 함께 모여 살고 있다. 2011년 

12월말 현재 49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올해에도 8-9명이 난민인정절차를 밟

고 있으며, 2012년 6월 말 현재 A단체의 법률지원을 받은 한 신청자가 2심에서 원

고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줌머인들은 2002년부터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

s Network-Korea, 이하 JPNK)라는 운동단체를 꾸려 활동해오면서 낯선 땅인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왔고, 다민족·다종족으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가 여전히 생소한 한국

인들에게 ‘줌머’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국내 난민·이민자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활동을 펼

쳐온 JPNK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4일 줌머족의 전통적인 

설날 축제 ‘보이사비(Boi-Sa-Bi)’56와 더불어 제법 큰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자는 사코로부터 초대를 받아 보이사비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행사의 2부는 고유 의

상을 입은 줌머인들의 전통 춤과 노래 공연으로 구성되었고 3부에서는 미리 준비된 

줌머 전통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토요일까지는 생계를 위해 화학공장 

등에서 일하고 일요일 하루 동안 JPNK 사무실에 모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엄청

난 노력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주체적인 행위성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공연 순서의 사회자였던 로넬 차크마 씨는 줌머인들에게서 계속 터져 나온 

“렝(행복하고 기쁜 기분을 나타내는 외침)” 소리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렝’ 소

리를 통해 평화와 갈등의 정도, 그 해의 보이사비가 충분히 흥겨운지를 알 수 있다

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에게 이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참석자들에게 

                                           
56 4월에는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전통적인 설날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이사비는 줌머족의 설날이자 그들

에게 있어 가장 큰 축제이다. 이 설날 축제를 트리푸라인들은 ‘보이샥(Boisuk)’, 마르마족은 ‘샹그라이

(Sangrai)’, 차크마족은 ‘비수(Bizhu)’라고 각각 다르게 칭하는데, ‘보이사비’는 이 단어들의 앞부분을 따서 

차례대로 연결한 것이다(2012.3.18, 재한줌머인연대 사무실, 사코 및 다른 줌머인들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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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자 했다. “문화가 죽으면 민족이 살 수 없다”고 천명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

여주는 보이사비 행사는 본래의 터전을 잃은 줌머인들이 국가 없이도 종족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넓히는 방편으로써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한편, JPNK의 주요 활동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CHT 지역의 선주민인 자신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자행한 인권탄압에 대해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치적 실

천이다. 줌머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각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게 된 배경에는 방

글라데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20세기 중반부터 CHT 지역에 시행된 여러 개발계

획, 강제이주정책, 벵갈인 이주정책 및 동화정책이 놓여 있다(이하 재한줌머인연대 

2012: 16-26 참조). 산림지대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오랜 시간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아온 CHT 지역의 소수종족들은 급격히 유입된 벵갈인 이주민들과 첨예한 갈

등을 빚는 과정에서 언어, 종교, 관습 등 정체성의 총제적인 측면을 억압당했고57, 정

부와 군대는 오히려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많은 수의 줌머인들이 죽거나 다치

고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사례 1]의 신청자 호드리는 군인들이 벵갈인들 뒤에서 

조종하여 줌머 마을에 방화를 저지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어느 

날 방화 사건이 있고 난 직후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방화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강요

당했고, 이를 거부한 대가로 심하게 얻어맞아 뼈가 부러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세분화해 보면 종족마다 고유의 언어, 종교,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와 같이 인종적 박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줌머족으로서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하

게 되었다(이하 재한줌머인연대 2012: 98-126 참조). CHT 지역 말로 줌(Jhum/Jum)

은 ‘화전 농법’을, 줌머라는 이름은 ‘화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줌머’족’이 

‘만들어진’ 것은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가 극단적인 벵갈리 민

족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채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 제6조에 “방글라데시 

국민이라 함은 벵갈족을 뜻한다(ibid.: 112) ”라고 명시함으로써 소수종족들 고유의 

정체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해버린 상황은 CHT 지역의 서로 다른 소

수종족들이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화전 농법 등 역사적으로 공통된 

기반을 찾아내어 자원으로 전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족성의 발명

(김광억 외 2005)은 벵갈리 무슬림들과의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이에 부

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즉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학교에서 벵갈어를 배우나 일상

                                           
57  사코는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줌머족이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민속 문화와 전통은 물론, 일상에서 쓰던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

였다(1차 인터뷰: 2012.3.10, 2차 인터뷰: 20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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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벵갈리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구적 차원에서 생산된 종족정체성이지만, 이러한 선주민 의식은 국내 줌머인

들의 난민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이 아닌 소수종족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박해주체의 문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상대

적인 종족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난민의 신청사유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나면, 문화적 특수성

이 본래부터 그 문화 담지자들이 가진 정태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인간 행위자들이 실

천하는 맥락과 시간,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과

정적이고 유동적인(flexible) 개념임을 읽어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난민·이민자 

커뮤니티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진취적으로 형성해가고 있는 줌머족의 문화란 위와 

같이 그들의 구체적인 담화와 실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주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줌머인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0-40년 전에 CHT 현지에서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면서 진행했던 보

이사비와 거리 행진, 세미나, 문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보호행동으로 변화한 현재의 

보이사비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CHT에서의 줌머인과 한국사회

에서의 줌머인이 동일한 줌머인일 수 없다는 사실(재한줌머인연대 2012: 104)”을 명

확히 알고 있다. 또한, 보통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이 초기의 정착 기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고민들도 안고 있다. “늘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해

야 하는(hard-working)”  무한경쟁의 한국사회에서 자신들과 줌머족 아이들의 미래

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커뮤니티가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줌머 커뮤니티와 한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58  

줌머인들은 그들을 돕는 “단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이라는 측면에만 너

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한다. 한 활동가는 자신들이 “여

기 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CHT의 현실, 소수 줌

머 민족이 처한 상황 말이죠(ibid.: 139)”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줌머인들의 

바람은 현재 한국사회가 난민 타자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방식과 줌머족이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자신들을 표상하고자 하는 방식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59 더 정확히는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을 ‘우리’와 다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58 2012.3.18, 재한줌머인연대 사무실, 사코와의 대화  

59  수단 난민 출신의 호주인들의 내러티브에 담긴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타자화의 경험을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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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하고 그들의 주체적 실천을 덜 존중함으로 인해 ‘타자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ibid.; 김원 2011 참조). 한편, 난민·이민자 커뮤니티

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생산하고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른 

커뮤니티 문화와의 의도치 않은 대립이나 경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2) 난민 커뮤니티와 경합하는 종족성(ethnicity) 

 

다민족·다종족 국가인 미얀마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은 민주화운동단체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친(Chin)족 커뮤니티·조미족 커뮤니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분류는 언어와 소속집단의 차이뿐 아니라 난민신청 사유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NLD 멤버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고국에서 받을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며, 친족은 소수종족에 대한 인종적 박해를 난민임의 주

된 근거로 내세운다. 또한, 친족은 대다수가 버마족인 NLD에 속하지 않고 따로 ‘친

NLD’를 조직하여 미얀마의 현 군사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난

민임의 요건과 맞물려 있는 서로 다른 종족정체성은 국내에서 난민 커뮤니티 간에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례 4]의 신청자 카예밍

즈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얀마 식당에 갔다가 같은 출신

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형성된 관계를 통해 나간 한 교회에서 친족 커뮤니

티 구성원들과 친해지면서 친NLD 회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그는 

NLD의 회원은 아니지만 회의가 있으면 연락이 와서 가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는

데, 면담자가 두 단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각각 진술해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친NLD는 본인이 회원이므로 해줄 것이지만 NLD는 본인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난민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끼리 난민 면담에서의 가용자원

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회원들 사이의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타 커뮤니티에 대한 배타성은 통·번역 자원의 비호혜적 교환을 통해 현저하게 드러

나는데, 난민 신청사유에 종족정체성이 핵심적으로 관련될 때 특히 두드러진다. 친족 

신청자가 버마족 통역인에게 자신이 당한 박해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전달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매우 불편한 일인 것이다. 줌머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

서, 난민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과 행위성은 국내에서 벵갈인과는 교류를 거의 하지 

                                                                                                            

Hatoss(2012: 65)에서, 호주에 10년 넘게 살아온 한 정보제공자가 “우리는 호주인이다, 여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난민이어야 하지?”라고 묻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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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 통역 요청이 있을 때 서로 거절하거나 해주지 않는 방

식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60 

 

“벵갈 사람이 줌머 사람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

해 같은 것들이 생겨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단체, 정치 단체, 종교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용어, 이 용어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벵갈인들이 줌머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줌

머 사람들은 벵골어를 공부하니까 벵갈인에 대해서 알지만, 그분들은 줌머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줌머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벵갈인) 통역사가 관리관(심사관)한테 “이분들(신청자)은 사실 방글라데시 사람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옆에 버마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줌머) 사람들이 산

다.
61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통역사가 그러면 그

건 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2012.3.18, 재한줌머인연대 사무실, 미네와의 대화) 

 

위의 답변에서 보듯이, 미네는 현지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벵갈

인이 줌머족에 대해 알지 못하여 오역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문화 간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입장 자체를 부정하고 난민 커뮤니티의 

입지마저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역의 비호혜성은 

커뮤니티로서 자신들의 난민 정체성과 종족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커뮤니티 간의 ‘타자 만들기’와 관련하여 과거 NLD 소속이었고 난

민인정자인 나마르는 다음과 같은 불만을 내보이기도 했다.  

 

나마르: 우리나라에 소수민족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괜찮아서 우리가 통역

해주면 되요. 대부분은 정치 문제로 난민신청하거든요. 근데 친족은 아니거든요. 

친족이라고 있어요, 따로 있어요. 난민과에서도 따로 빼놨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

는 모르지만. 우리 버마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친족)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은 

종교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로 많이 신청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끼리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만 우리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60 사코는 줌머족의 문화가 벵갈리 무슬림과 언어부터 시작하여 모든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또한, 벵갈인들은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것이지 난민이 아니라며, 본인들의 정체성과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61 치타공 산악지대(CHT)는 북쪽으로 인도의 트리푸라(Tripura) 주, 남쪽으로 버마 아라칸(Arakan) 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57-1963년 사이, 파키스탄 정부의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농지의 40%가 수몰되

어 줌머인 10만명이 거주지를 잃고 인도로 이주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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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하는 거죠. (중략) (친족의 경우) 중요한 것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서 뭐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 자체를 통역해줘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다 보니까. 물론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통역자는 그거에 대해. 근데 신경 

쓰게 되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얀마 사람끼리라서. 좀 힘들죠. 좀 어려워

지는 거죠. 그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연구자: 버마어 외에 다른 언어도 하세요? 

나마르: 못해요. 근데 대부분은 카렌족이나 친족이나 버마어 다 알아들어요. 친족도 마찬

가지고 걔네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들(친족)이 스스로 인종차별하는 거예

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압박했다, 뭐 인종차별했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소수민족들은 우리가 통역 가능한

데, 친족만, 친족만 따로 있어요. 그거 궁금하면 난민과로 전화해보세요. 전화해

보면 알 거예요. 자기들이 파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하고 따로.  

연구자: 그건 언어가 달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나마르: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종교의 영향이 많이 있을 거 같애. 한국의… 크리스찬이

라서. 친족이 크리스찬이 많아. 

연구자: 그럼 친족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어요? 

나마르: 아니. 교류 있어요. 친족 민족들 축제나 모임 있으면 우리 NLD 초대해요. 그럼 

우리가 가요. 대표 입장에서 갔고…  

연구자: 근데 친족만 따로 통역을 한다는 건가요? 

나마르: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해요.  

연구자: 그 점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마르: 엄청 열 받죠. 같은 미얀마 사람끼린데, 버마말 거의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소수민족인 경우에…  

(2012.3.9, A단체 사무실에서, 강조는 연구자) 

 

자신의 난민·이민자 정체성을 “미얀마 사람”이라는 국적에서 찾고 있는 위의 통

역인은 법무부 난민실이나 난민지원단체에서 ‘친족’을 NLD 및 다른 소수종족들로부

터 분리하여 다루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면담자는 출신국이 같더라도 종

족, 언어, 종교, 관습 등이 상이한 경우 신청자가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커뮤니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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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스스로 소수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친족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따로’ 분류된다. 그러나 나마르는 친

족 사람들이 많은 한국인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추측하며, 

그들이 “같은 미얀마 사람끼린데” 자신의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해서는 통역을 해주

지 않으며 배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 커뮤니티는 결코 동질적(homogeneous)이지 않

으며, 난민은 “뿌리뽑힘(unrootedness)”으로 인해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는 시각과 달

리 국가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이주의 공간에서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보존

하기 위한 시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Malkki 1992: 35). 이 과정에

서 난민 정체성의 표상과 맞물려 커뮤니티 간의 언어, 종교 등 문화요소의 부분적인 

차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인식되면서 본질화된(essentialized) 종족성이 서로 경합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결과 자신의 난민 정체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주체적 실천이 

곧 ‘커뮤니티 간의 문화적 타자화’라는 정치적 실천으로 귀결되고 만다. 한편, 이주

한 국가에 빠르게 통합되고자 노력하는 일반 이민자들과 달리, 난민 커뮤니티는 자

신들 고유의 문화를 고수하고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하나의 민족/종족 집단(a people)처럼 ‘부족화(tribalize)’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난민 면담은 이처럼 난민·이민자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되는 난민 정체성이 표

출되고 인정되는 장(場)으로, 다음 절에서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난민임이 한국사회의 

난민 담론들과 어떻게 맞물려서 구성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문화적 타자로서 난민의 ‘공동구성’ 

 

‘난민’은 현대사회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인권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각국의 

이민정책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다. 난민 수용국에서 난

민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면담자는 이와 

같이 난민의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 서로 

다른 ‘꼬리표(label)’를 붙이고 있다. Zetter(1991; 2007)는 정부기관이나 난민지원단

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s) 등의 공공정책 실천을 통해 ‘난민’의 개념과 이미지가 

간편하게 구성되고 변형되는 것을 ‘꼬리표 붙이기(labelling)’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는 

다양한 경로의 이주가 활발한 오늘날 이러한 꼬리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적용되

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관의 이해관계나 제도적 절차가 반영된 인도주의적 개입 과

정과 ‘난민’으로 명명되는 이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현실 간의 상호작용(interpla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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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Zetter 2007: 173). 

본 절에서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주체적 행위성이 문

화 개념에 대한 이해의 틀에 따라 논쟁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통역인들

의 난민 신청사유에 대한 독립적인 견해를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면담자의 입

장 차이를 반영하는 ‘꼬리표 붙이기’의 실천이 난민 담론과 맞물려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타자인 난민의 사회적 구성이 문화 간 이해의 측

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1) 난민 신청사유를 둘러싼 진실게임 

 

영국 런던 외곽의 다종족 지역 Southall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자신들

의 문화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며, 맥락에 따라 구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분

석한 Baumann(1996)은 주민들의 생활과 대화에서 구성되고 경합하는 ‘문화’ 개념을 

‘커뮤니티’, 그리고 ‘종족성’과의 관련성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그는 주민들의 일상

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해서 문화에 관한 지배적 담론, 즉 ‘무슬림 

문화’, ‘아시아 출신 커뮤니티’와 같이 “문화를 가진”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그들의 

종족성으로 논의되는 경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물화된 문화 개념

에 대한 현대 인류학자들의 거센 비판과 달리, 현재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내

는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 본질화(essentialism)된 방식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는 사물화된 문화 자체라기보다 사람들이 담화 속

에서 언제, 어떻게, 왜 자신과 타자를 만들어내는 문화 개념을 (의식·무의식적으로) 

사물화하는지에 관한 부분인 것이다(ibid.: 204, 괄호는 연구자). 

난민신청자가 종족성, 나아가 총체적 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결부된 자신의 난민

임을 주장하는 난민 통역 면담은 담화 속에서 사물화된 문화 개념이 등장할 여지가 

상당한 예에 해당한다. 더욱이 특정 지역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던 과거와 달리 

강제이주의 패턴이 변화하고 혼합이주(mixed migration)가 증가하면서 ‘난민’이라는 

꼬리표가 더욱 정치화되고 있는(politicized) 상황(Binder & Tošić 2005; Zetter 2007)

은 신청자의 능동적 발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은 [사례 3]의 신청자

가 케이스워커와 나눈 1차 면담의 일부이다. 신청자의 사유는 2007년 미얀마에서 대

규모로 발생했던 반정부 시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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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당시의 시위나 미얀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

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

분 좀 한번 여쭤봐 주세요. 

통역인: 그거는 잘 모르고요, 그 때 스님들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기회가 있는가 봐요. 

2007년 전에 어디 도시에서 스님들이 행동하려고 했는데 잘은 모른다고 그러네

요. 

면담자: 그러면 여기 시위에 참여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분

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든지…  

통역인: 정부 사람들이 스님들을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마음 속에서 그냥 도와주

고 싶어서, 그거 보고 안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도와줬대요. (중략) 

면담자: 그러면 그 스님들은 왜 그런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하시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통역인: 원래 미얀마는 공산주의잖아요. 처음부터 정부하고 스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잘 안 

맞아서 중간에서 이런 거 많이 일어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엄마나 할아버지나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미얀마 정부 안 좋다’ 그런 거 듣기만 했지 구체적

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면담자: 전에 인터뷰 하셨던 걸 보니까, 한국에서 미얀마 사람들 모임이나 대사관 앞에서 

하는 시위 같은 데 가신 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시위에 가셨었는지. 

통역인: 네, 대사관 앞에서 가서 데모한 거 맞대요. 현재 미얀마의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서 거기 가서 같이 (했대요.) 

면담자: 그러면 같이 시위에 나갔던 친구들도 미얀마에 있을 때, 그런 시위라든지 조직이

라든지 관련해서 행동을 했던 분들인가요? 

통역인: 여기 온 다음에 하는 사람들 많대요. 

면담자: 능메이 씨가 시위에서 했던 일들을, 스님들을 도와주거나 했던 일들 때문에 본인

이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역인: 2007년 (시위가) 일어날 때 그거 보고 주변 사람들도 잡아가고 없어지고 들어서, 

(돌아가면) 자기도 조금 나도 그렇겠다.. 

면담자: 만약에 지금 미얀마에 돌아가야 된다면, 돌아갔을 때 본인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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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 미얀마 안 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고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벌 받을 거 같은데요.  (중략) 

면담자: 지금 한국에 나온 이후로 집에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거나 물어보는 사람

이 없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역인: 능메이 씨도 미얀마 안 가구요, 지금 능메이 씨보다 먼저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직 한국에 있고 이런 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여기

서 계속 있고 똑같이 하고 싶대요. 

 (2012.2.2. [사례 3] 1차 면담, 강조는 연구자) 

 

위의 신청자는 전사된 면담 앞부분에서 “그 당시 미얀마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시위에 참가하니까 보고 따라했다”고 대답하였다. 신청자가 가담했던 2007년도 시위

는 1988년도 시위와 달리 처음부터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정치적 운동이었다기보

다는 ‘민생시위’에서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미

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난민신청의 주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면담 시 답변만 가

지고 판단하면 이러한 문화적 논리는 그다지 설득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의 다섯 가지 사유 중 ‘정치적 의견’으로 분류되는 난민신청은 전체 신청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Ⅱ장 2절 <표 5> 참조).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된 일곱 건의 소송준비 면담기록 중에서 정치적 박해에 해당하는 신청은 네 건 

내지 다섯 건([사례 1] 포함)으로 단연 가장 많은 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난

민 발생국에서는 정국이 불안정하거나, 비민주적 정권에 의해 공권력이 행사되면서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회정치적 배경은 난민 수용국 사회와 비교

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로 비춰지고 난민 신청사유의 전반적인 부분을 구

성한다. [사례 4]의 신청자의 진술은 위에서 제시한 [사례 3]과 유사하였는데, 그는 

미얀마에서 2007년에 발생한 시위에 참가하여 스님들을 도왔고, 2010년 한국에 온 

후 한국에 결성돼 있는 정치조직(NLD)과 소수종족(친족) 커뮤니티를 통해 대사관 

앞 시위 등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 준비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전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다른 사례([사례 2])는 ‘강제결혼’이라는 출신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관습이 

난민 신청사유를 구성하는 주된 배경이었다. 신랑의 지참금 지급과 강제결혼이 행해

지는 것은 ‘일면’ 사실이지만, 본래 그 국가/지역에 그러한 관습이 있고 현지인들은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문화의 담지자들이 실제 경험하는 복잡한 

현실과 그들이 면담에서 능동적으로 발화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문화적 차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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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하였듯이 신청자의 난민임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정치적 차이가 

단순하게 재현되고 이해되며 출신국 정황의 ‘단면’이 사물화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

는데, 이는 문화의 해석이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로 급격히 환원될 가능성과 맞

닿아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제난민법에서 신청자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출신국 정부나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도 신청자가 주장하는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논

란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 살펴본 [사례 3]과 [사례 4]의 신청자들이 입

국 후 참여해왔다고 진술한 정치활동은 주체의 정치적 행위성에 무게를 두고 해석한

다면 난민인정절차를 향한 전략적인 시도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통역인들은 일종의 ‘진실게임’처럼 간주하기도 한다. ‘중립

성’이라는 통역인의 윤리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일부 통역인들은 신청자의 진술이 거

짓이라거나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면담 도중에 언급하

여 면담자와 신청자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래는 [사례 7]의 신청자 페이즐이 

1차 면담에서 케이스워커와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는 2009년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만나러 여름방학 때 어머니, 형과 함께 입국하였는데, 입국 전후로 출

신지역에서 탈레반과 연루된 문제가 발생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체류하다가 난민신청

을 하였다. 면담 때 그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경찰조서와 의료기록 등의 서류를 증

거로 제출하였다.    

 

(통역인은 면담자에게 번역해서 알려주기 위해 신청자가 가져온 경찰조서를 살펴보고 있

다.) 

통역인: 왜냐면 제가 원래 파키스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안 만들어요. 

면담자: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럼 이거 누가? 

통역인: 음..그냥 아는 친구 통해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펌(firm) 있어요. 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띄우고, 띄우고 또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면…  

면담자: 저기…통역인 분은 통역 하시는 거랑 본인 얘기는 구분을 해서 말씀해주세요.                                 

(2012.2.28, [사례 7] 1차 면담, 강조는 연구자)  

 

대부분의 통역인들은 본인이 해당 국가/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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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7]의 2차 면담 때 통역을 담당했던 빈샤는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면담 도중에는 비록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지만 굳이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지 않아도 신청자의 스토리를 들으면 그 진술이 ‘가짜’인지 ‘진

짜’인지 알 수 있다는 태도를 내보였다.62 활동가들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자체가 

너무 조악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나 신문기사가 “정말 포토샵으로 만든 거 같

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63, 난민 신청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득이 통역인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64 하지만 활동가들은 신청자

가 진술한 내용의 ‘진위’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역인에게 물어보지 않

으려고 노력한다. 한편, 통역인 김조규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70-80% 정도가 ‘가짜’”라고 단언하며, 그가 생각하는 난민신청의 진실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피력하기도 했다. 

 

“물론 박해라고 볼 일이 있긴 있어요. 가끔, 무슬림 시아파나 크리스찬 커뮤니티라든가. 

2-3개월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시아 무슬림들 48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

들도 무슬림이지만 달라요. 48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 

일이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에 발생을 해요. 이런 사건은 잘 알려져서 많

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고즈라(Gojra)에서 

났던 사건
65
도 엄청 큰 사건이어서, 300개 가구가 불탔잖아요. 한국 뉴스든 미국 뉴스든 

보도가 되니까 알 수 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파키스탄 장관 중 한 명인 샤바즈 바티가 

무슬림에게 살해당했어요. 그 사람이 법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또, 펀자브주 구아날

(governer, 주지사)이 경호원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런 큰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근

데 개인적이고 작은 사건은, 그런 스토리에는 진실과 거짓말이 섞이는 거라고 봐요.”              

(2012.3.17, A단체 사무실에서, 연구자 번역 및 강조) 

 

                                           
62 2012.4.21, 빈샤와의 대화 

63 2012.3. 29, A단체 김진애와의 2차 인터뷰 

64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신청자의 사유는 아시아 지역 신청자들의 사유와 비교할 때 너무 다양해서 분류

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풍습, 지역의 전통문화, 부족 단위의 문화, 종족 갈등, 토지 분배와 얽힌 정치적 

박해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겹치기도 한다. 예컨대, 라이베리아는 국가 정황상으로는 여성 할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닌데, 신청자가 자신이 속한 ‘oo부족’에서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

우 단지 국가 정황에 관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부족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를 

찾기가 힘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2012.4.23, B단체 활동가 김하진) 

65 [사례 5]의 신청자 소예즈의 난민 신청사유와 연관된 사건으로,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위의 통역인은 

연구자가 면담에서 참관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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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들이 위와 같이 ‘진실의 입’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난민 발생국 

출신으로서 현지 사정에 밝다는 점 이외에도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고 지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고용허가

제 등의 체류 비자를 통해 국내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C단체 

활동가인 여소형에 따르면, 국내 신청자들의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유럽, 미국 등지

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거의 대부분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나 처음으로 

난민 수용국으로 가는 “뉴커머”들이라는 점과 대조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소수의 뉴커머들은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는 반면,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일하거나 체

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근거지와 출신국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 한국과 출신국 사이

에서의 네트워크 등 약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형성

돼 있는 난민·이민자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고 그러한 관계가 여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끈’이라는 점은 면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적 현실로부터 방증된다. 통역인 박진희는 난민 통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뜻밖의 대답을 들

려주었다. 

 

“보람은 아니구요. 요즘 난민 신청하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는, 저는 좀 나이가 있지만 안 맞다(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쪽(변호사)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보면 어느 정도 아니까. 이쪽, 

신청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어떨 땐 저한테 의논해요. 이렇게 얘기하

면 변호사님의 맘에 들까? 붙을까 떨어질까? 시험 보는 듯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변호사가 물어보는 대로 질문대로 그냥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좀 곤란해요.”                

(2012.3.9, A단체 사무실에서, 강조는 연구자) 

 

2) 난민 담론과 면담자 간 시선의 차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면담에서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난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

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신국의 사회

문화적·정치적 차이는 현실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사물화된 정보로 변형되기도 하고, 

법적 절차상에서 진실과 거짓의 양 극단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기도 한다. 또한, 이미 

난민·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특수적 여건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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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실천이 굴절되어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국내에 한정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비호/이주의 연계

(asylum/migration nexus)’로 명명될 수 있는 혼합이주의 지형은 ‘난민’이라는 꼬리

표(label)의 확산이 나타나는 가운데 누가 난민인지에 대한 결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

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Zetter 2007: 175 참조). 

Ⅱ장에서 다룬 난민의 국제법적 정의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지만, 실제로 난민지

위를 부여하는 행위는 법적 요건의 충족 정도를 판단하여 난민임을 인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labelling) 면담자들의 다양한 가치체계와 해

석에 따라 난민임의 의미와 난민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난민인정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심사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난민소송 전담재판부의 판사까지 단계마다 다양한 입장의 면담자들이 신청자와 대면

한다. 소속된 기관의 사회적 명분이나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

든 면담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비호/이주의 연계’ 상황을 일정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

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난민·이민자 커뮤니티와 신청자의 능동적

인 행위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의 문제와 일정하게 조응하여 면담자들은 난

민신청자에게 상반된 의미의 꼬리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심사관에게 있어 난민인정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해온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합한 신청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 심사관은 2007년 처음으로 난민 업무를 담당하

게 되면서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졌던 내전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

루에 이만큼의 사람이 죽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한다는 소식이 계속 보도됐을 만큼 

정말 큰 사건”이었던 당시의 난민 발생 양상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00

년대 후반 한국에서의 난민신청 패턴과 결코 유사하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

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난민신청이 급증한다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은 그다지 잘 알려

져 있지 않으며, 언론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신청자들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인정자

는 매우 적다는 통계 수치에 국한될 때가 많다. 협약상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신청

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국내에서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가운

데 흘러 들어온 사람들로, “(신청자에 대한) 꼬리표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 난민은 더 

적어지고 있는(Zetter 2007, 괄호는 연구자)” 현실인 것이다.   

새로 시작한 난민 업무에서 얻을 보람을 기대하며 에너지를 투입한 공무원들에

게 현재 난민신청자의 대다수는 사실상 “ 짐으로 다가오는 ”  난민이 아닌 자

(non-refugee)에 해당한다. 1차 심사에서 이들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는 법무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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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은, 신청자 한 명을 심사하는 데 통상 3-4일이 걸린다고 한다면, 난민인정절차

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진짜’ 신청자를 나눈 다음 전자의 신청은 1-2일 

안에 빨리 끝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등 심사단계만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대응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기도 한다. 66  그러므로 심사관들은 현장에서 ‘ 진짜 난민

(genuine refugees) ’에게 집중되어야 할 모든 지원과 예산을 분산시키는 ‘가짜 난민

(bogus asylum seekers) ’에게 “체류 연장이 목적”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게 

되고, 난민제도의 선의를 의도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 경제적 이민자(economic 

migrant)’까지도 염두에 두게 된다. 2011년 2월 난민소송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난

민재판의 특수성을 다루는 데 요구되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사법부의 

고충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난민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는 심

사거부권과 같이 “다툴 가치가 없는 사건은 재판 안 할 수 있도록 ‘재판거부권’이 난

민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재판관이 국내에서 난민인정 판결을 가장 많이 내

린 판사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한편, 종래와 같이 난민과 장·단기 체류 이민자가 뒤섞인 상황에서 신청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신청자 가려내기에 집중해온 정부기관의 ‘난민 꼬리표 통제’ 담론은 

점차 포괄적인 이민정책 담론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심화되고 있는 

반(反)이민정서나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고려하여 난민을 수용해온 캐나다 등 대표적

인 난민 수용국의 제도 변화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이민정책과 연계된 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적·정책적 담론이 난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계속 간과되는 것은 난민인정절차가 면담에 참여하는 난민신청자의 사회경제적 문제

와 필요, 그들의 적응 전략과 고유의(indigenous)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

구한다는 점이다(Wardron 1988). 많은 사회에서 난민의 수용은 문화적으로 가장 낯

선 타자를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심사관은 본인을 포함하여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

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국내 현실을 많이 답답해하고 있었다. 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주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통역인의 발화에 무게가 실리거나 경험적 자료보다는 국가정황 정보에 의지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면담에서 힘든 점은 없는지’를 

                                           
66 2012.4.20, 심사관 김석주와의 대화. 그는 최근에 증가한 난민신청자를 일일이 대응한다는 건 ‘물리적

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강상재에 따르면, 현재 5명의 심사관이 한 달에 150명 정도의 신청자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8명의 심사관 중 2명은 관리·지원 업무, 1명은 난민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여, 실

제 면담을 하는 심사관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20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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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한 심사관은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대부분은 국가정황을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는 

매우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할례의 경우, 어떤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로 일어나

고 있는지, 어떤 지역은 행해지고 어떤 데는 아닌지, 또 어느 부족은 해당되고 아닌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좀더 알아 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사 내용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혹

시나 그 신청자의 케이스는 다를 수 있으니까...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2012.4.27, 심사관 이계언) 

 

위와 같이 신청자가 담지한 문화적 차이를 단지 출신국 정보로 사물화하여 취급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한계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대부분 

“그 사건을 겪은 본인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나 그러한 증명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쪽에서나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

는다. 이처럼 별 다른 증거가 없는 진술을 듣고 복합적인 배경하에서 실천되는 신청

자의 행위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담자의 난민 발생국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진짜 난민’과 ‘가짜’ 신청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변별하

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자의 문화적 역량의 정도는 면담의 진행 방향에서부터 

내용, 난민지위의 인정 여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한편, 난민지원단체에서도 “순수하게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뉴커머들

과 그렇지 않은 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을 느끼고 있었다.67 모든 신청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단

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뽑아가는” 경우가 많아 지치고 

재미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민지원단체에서는 이렇듯 난민의 법적 

개념에 맞지 않는 신청자들이 많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난민을 돕는 입장에서 보

편적인 인권 담론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의 답변에서 보듯이 많은 활동가

들이 면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본인들의 주관적 판단을 ‘내려놓고’ 있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위장 여부를. 의뢰인 분만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거든요. (중략) 의뢰인한테도 되

게 주지를 시켜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지원해드리는 사람으로

                                           
67 2012.4.12, C단체 활동가 여소형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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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최대한 제출된 자료 같은 것에 대해 판단하되, 그 판단 근거가 잘 성립이 되어 있어

야지 ‘아 이분은 난민 아닌 것 같다’, ‘위장인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안 되

어 있는데 ‘서류가 좀 위조된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위장 난민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중략) 난민이 와서 도피를 해야 되요.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생겼으면 굳이 난민신청 안 하고, 그런 절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E-9으로 

들어왔는데, 어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그 때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E-9 비자 중간에, E-9비자 받고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사람이 내가 여기 비자가 있어서 합법적

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난민신청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012.3.29, A단체 김진애, 강조는 연구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사형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몰라요. 판단은 들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 하다 보면 ‘이게 긴 거 같다 아

닌 거 같다’ 판단은 다 들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예

요.” 

(2012.4.12, C단체 여소형, 강조는 연구자)  

 

“하지만 섣불리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케이스가 약한 경우

였는데, 나중에 사실들을 더 알게 돼서 정말 난민이었던 분도 있고, 인정을 받은 분들인

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판단은 최

대한 보류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쉽게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

아요.” 

(2012.4.23, B단체 김하진, 강조는 연구자) 

 

위의 세 활동가들은 난민신청자를 탈맥락화된 개별 ‘케이스’로 대하지 않고, 신

청자를 적절하게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생긴 ‘스토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A단체 활동가 김진애의 답변에서 보듯이, 현장에

서 맞닥뜨리는 난민 신청사유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유형별로 분류될 수 없을 정

도로 복잡한 개인의 생애사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활동가

들의 이러한 공통된 반응에 한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난민의 입

장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인내심과 노력 속에 난민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전제되

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실제 난민으로 범주화되는 이들의 복합

적인 현실보다는 부실한 난민 제도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마

주친,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로서의 난민 개념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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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꼬리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비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만들어내는 인권 담론

의 프레임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난민을 희생자(victim)로서 형상화하고, 그 고통을 

병리적 차원에서 표상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난민의 정체성이 권리와 자

선에 대한 서구의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ousseau et al. 2002: 

50). 이와 관련하여, 이상국의 연구(2010)는 난민 담론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해온 기독교적 색채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은 미얀마의 

소수종족인 카렌(Karen)족과 백인의 관계를 매개해온 카렌족의 황금책 신화가 카렌

족의 역사적인 진로를 결정하면서 난민사태가 일어나고, 카렌 난민촌에 구호물자를 

들고 나타난 절대다수의 서구 기독교 NGO가 신화에서의 ‘백인 구원자’로 받아들여

지는 역설적인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B단체는 

난민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성숙하도록 선택받았으며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

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선각자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하였는

데, 이와 같은 ‘종교적인’ 꼬리표는 위에서 살펴본 심사관들의 난민에 대한 냉소적인 

꼬리표 붙이기와 큰 대조를 이룬다. 

요컨대, 난민임을 능동적으로 주장하는 신청자의 행위성에 대한 활동가와 심사

관의 대조적인 시선이 난민을 둘러싼 담론 권력의 영역과 긴밀하게 맞닿아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난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지역특수적 맥락을 보다 가깝게 보여

주고 있다. 국민국가의 영토 사이에서 일어나는 난민의 이주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 상황을 결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요성을 띠며, 난민은 단순

히 국가의 이민통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정치적 행위성(political agency)

을 지니고 있다(Noll 2005b: 213-214). 그러나 난민인정절차라는 ‘비호의 의례(rite 

of asylum)’를 거치며 신청자가 심사관에 의해 ‘가짜 신청자’로 호명되거나, 반대로 

‘구조되어야 할 희생자(victim to be saved)’의 이미지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그의 난민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성은 대부분 탈각되고 단지 관리, 혹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

으로 간주되고 있다(ibid. 참조). 

 

3) 문화 간 이해와 난민인정절차 

 

본 장에서는 난민 수용국에서 외국인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난민을 일률적으로 

‘타자화된’  타자로 표상해왔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면담 안팎에서 신청자가 

자신이 난민임을 드러내는 주체적 행위성을 가시화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다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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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도하였다. 난민·이민자 커뮤니티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신청자의 난민 정체

성과 그러한 문화적 자원이 도구적으로 전유될 가능성에 대한 통역인·면담자들의 대

조적인 해석, 그리고 난민 담론이 서로 대응하는 단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국내에서 난민 ‘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문

에서 포착한 다층적인 현실은 난민이 ‘협약상 난민’이라는 진공상태의 법적 정의 속

에 존재하지 않으며, 면담 안팎에서 참여자들의 언어적·사회적 상호작용과 혼합이주

라는 거시적 차원의 변화를 반영한 난민에 대한 꼬리표 및 담론체계가 맞닿아 있는 

가운데 ‘공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Jacoby & Ochs(1995)는 발화의 의미의 공동구성이 발화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

에서 협력과 협동, 조화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 

참여자가 동등한 비중의 역할을 맡아 ‘함께’ 담화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ibid.: 178), 오히려 의견 충돌이나 행위의 상이한 동기가 면담 내·외부에서 

제각기 실천되는 가운데, 담화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의미를 획득하

는 데 있어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난민 면담에서 살펴본 서로 다른 상

호작용 — 난민임에 관한 신청자의 적극적인 주장과, 현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

달하는 듯하지만 가끔 유일한 ‘진실의 입’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난민신청자의 대변

자’처럼 면담에 불쑥 개입하기도 하는 통역인의 목소리, 그리고 많은 수의 ‘가짜’ 신

청자를 상대하느라 난민을 문화적 타자로 보기 어려운 심사관의 고충, 난민에게 ‘피

난처’를 제공하는 인권의 수호자로서 기독교적 담론체계로부터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활동가의 인내 — 을 통해 난민의 존재됨이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 난민인정절차에서 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에 대한 

사물화되지 않은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은 난민 면담에서 대두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단순히 ‘의사소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면담에서 오가는 담화가 구성되는 과정은 면담 안팎에서 전개되는 여

러 행위자들의 실천뿐 아니라 난민 수용국에서 면담자가 그러한 ‘타자’를 어떻게 명

명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난민신청자의 주장을 듣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하는 법적 절차는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문화와 타 문화에 대해 인지하는지, 즉 ‘문화 간 이해’에 대한 성

찰적 지식과 경험의 문제를 전제로 하며 그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례 5]의 면담자인 변호사가 통역인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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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그러면 2009년 4월 28일날 웨딩 세레모니 있었던 때, 그때 얘기를 좀 하면, 세

레모니의 행사로 종이를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통역인: 결혼식 때 아이들이 비행기 만들고 날린 거예요. 책을 찢어서 그걸로 비행기를 

만들고 날린 거예요. 종이 찢어서 날린 거예요. 우리 나라에, 제가 여기(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나라에 문화 있어요. 결혼 할 때, 돈 있잖아요.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 이거 던져요. 던지면 아이들이 와서 잡아요. 이거는 결혼 축하하는 

거예요.  

면담자: 아 세레모니 같은.  

통역인: 네 세레모니 같은. 그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아니고 이거 종이.  

면담자: 원래는 돈으로 하는 건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걸로 하는.. 

통역인: 아닙니다. 돈 있어요, 다. 돈으로 하고 돈 끝나면 아이들 장난치는 거예요. 

면담자: 따라 하는 건가요? 

통역인: 네네. 따라 하는 거예요. 

면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람에서 아까 말한 그 책이 코란(Koran)이라고 생각

해서 뭔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2011.10.17, [사례 5] 2차 면담, 연구자 강조) 

     

위의 담화에서 면담자의 반응은 그가 의뢰인의 출신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

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혼인 의례를 설명하던 통역인은 면담자의 선입견에 

발끈해서 그것을 바로 잡고 해당 예식이 진행된 과정을 그 지역의 맥락에서 적극적

으로 부연하고자 하였다. 이에 면담자는 통역인의 해설을 듣고 수긍하면서 사건 발

생의 경위를 현지의 문화적 맥락 위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난민 발생국 사회에 대한 면담자의 지식 부족 및 이해의 결여는, 법무부 

심사관과 한 통역인이 난민 면담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지적한 아래의 견해와 상

통하는 지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012.4.27, 심사관 이계언)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심사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

게 파키스탄에 대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겠어요? 그저 공무원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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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앉아서 서류를 체크하고 비자에 도장 찍어주는 일을 할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나라

에서 왔고, 뉴스를 듣고, 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죠.” 

(2012.3.17, 통역인 김조규, 연구자 번역)  

 

이와 같이 면담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라고 제기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 

면담에서 드러나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은 한국의 난민인정절

차에서 난민이 문화적 타자로서 공동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반증(反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난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민자로서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은 문화 간의 상대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러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적 절차에서 난민이 문화적 타자로 구성

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현대인류학의 실천지향적(praxis-oriented) 문화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문화를 특정 국가나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동질성으

로 이해하는 고전적 방식은 전지구적으로 사물과 인간의 이동이 빈번한 오늘날, 다

양한 ‘경계’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문화 간 이해의 폭을 오

히려 좁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인류학자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주장해온 유

효한 접근은 문화 구성원들의 주체적 행위성(agency)과 실천(practice)을 통해 형성

되는 문화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명제이다. 신청자가 주장

하는 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단순한 출신국 정보로 고착화하여 이해한다면, 지

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문화가 혼성화되는 측면을 놓치고 

‘가짜’ 신청자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왜 그러한 관습이 만들

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하였

을 때, 그들이 그 관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믿음과 해당 문화집단의 주류 세

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재생산하는 문화적 각본의 작동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한건수 2008: 157). 또한, 일부 조건이나 주체들의 행위가 달라짐에 따라 문화

의 특수한 측면과 유지되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타 문화에 대한 성찰적 지식은 같은 방식으로 자문화에 대해 낯

설게 바라보는 비판적 성찰도 가능하게 한다(Marcus & Fisher 1986[2005]). 그러므

로 문화 간 이해는 단순히 타자의 차이가 차이임을 본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소통과 공유를 강화해나가는 새로운 전망(ibid.: 138)”이어야 한다.  

Zetter(2007: 190)는 ‘권리와 자격(rights and entitlements)’에 초점을 맞췄던 난

민을 둘러싼 과거의 정치적 담론이 최근에는 전지구적 이주의 시대에 시민권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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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에 내재돼 있는(embedded) ‘정체성과 소속됨(identity and belonging)’의 

관념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난민문제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주, 통합적

인 이민정책과 결합된 관점에서 사고하는 이 새로운 담론은 다양한 배경의 난민·이

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유효한 설명을 제공하는 지점이 있다. 

물론 난민인정절차의 시행은 그 존재 이유인 정의(正義)와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 중 맞닥뜨리는 문

화적 차이 및 다양한 정체성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난민 수용국 원주민

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되는 ‘문화적 타자’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

지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과 해석, 정책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면담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 제8조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담의 녹음·녹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면담의 

녹음·녹화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화의 맥락과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래 기록이 갈등 상황에서 심사관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의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 제13조에 따

르면 심사관은 신청자의 신청 시 면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축된 심리

상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청자를 염두에 둔 듯하나, 참관인에게 어떤 역할도 

분명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담 과정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

인다.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참관인이 ‘객관적 관찰자’로서 심사관의 

질문이나 신청자의 대답 중 불분명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짚어내고 명확히 하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 면담과 사실조사를 담당할 난민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고 명시한 만큼, 면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두루 갖추어져야 한

다. 현재 난민인정심사는 출입국관리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사관이 

난민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그러므로 전담공무원이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난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난민인정절차가 출입국관리 업무

와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민 면담의 진행이 상당한 정도로 면담자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상기할 때, 면담자가 자신과 다른 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면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오류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

해 이해하고 면담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난민 면담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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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반영한 면담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훈련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통역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정확한 통역은 통역기

술과 윤리를 체득하고 양쪽 언어를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커뮤니티 통역인 대부분의 한국어 표현력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그러므로 언어·문화별 소수언어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난

민 통역 교육을 실시하고, 통역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평가제도를 갖춰야 한다. 

난민 면담에서의 통역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온 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가 큰 ‘진입

장벽’이 됨에 따라 가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의료, 

교육, 복지, 법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통·번역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할 

때, 이민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문화 중개자’로서 자

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한경구 

2008: 134). 한편, 통역인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역하고, 신청자 출신

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제도 등에 관한 사실조사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건과 관련 없는 지역·문화전문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Good 2008). 

정책의 효용과 실질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책 운영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지금처럼 통역인이 법무부, 법원, 여러 단체·기관 등 

여러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어느 기관에서도 통역 문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조사·연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작업과 

단체·기관 간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난민인정심사 단계의 면담과 난민재판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추후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인정심사 면담은 1

차 심사기관에서 수행되는 만큼 가장 많은 면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면밀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 20년 간 수천건의 난민신청 및 인정/불인정 사례가 

축적되어 온 만큼, 법적 제도 개선에 집중되어온 노력에 걸맞은 사례 분석이 심층적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난민 신청사유의 구체적인 맥락, 심사결과 및 판결에 대한 

평가, 신청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내용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타자에 관한 문화적 지식으로, 단체·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각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에 대

한 기초 정보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문화적 과정으로서 난민의 인정과 수용

에 대해 면담자 및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의 예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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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난민·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난민인정절차 관련 정책과 연구는 비록 전체 난민 이슈 중 일부에 해

당하나, 다민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이민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문화적 타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

본적 지표이자,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gateway)

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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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를 소재로 난민 통역 면담의 참여자들에 의해 문

화적 타자로서의 난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난민은 난민 수용

국의 입장에서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 일반적인 이주의 경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로, 신청자의 난민지위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의 진행은 그 자체로 그를 난민 수용국 사회에서 ‘문화적 타자’로 인정

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과정으로서 난민인정절차의 

이러한 근본적 특성은 현재까지 거의 조명되지 못했으며, 통역 면담 과정에서 드러

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도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진단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연구자는 난민인정절차의 핵심적인 도구인 ‘면담’ 안팎에 대한 현지조

사를 바탕으로 난민인정절차가 난민 수용국의 문화적 역량을 요구하는 법적 제도라

는 점을 깊이 있게 밝히고, 한국이라는 지역특수적 맥락에서 난민임의 복잡한 양상

이 사회문화적으로 해석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체계상의 난민 정의는 ‘ 문화 ’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적 개념요소 중에서 ‘종교, 국적, 인

종,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박해의 다섯 가지 사유는 신청

자의 출신국의 두드러지는 문화적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난민의 신

청사유가 난민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개념요소

를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은 면담자의 직간접적인 문화적 지식을 필요로 한

다. 난민법체계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물적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신청자의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진술을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취급할 것이 권고되므로, 

면담자는 많은 경우 난민신청자의 진술만을 듣고 신빙성의 정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

문이다. 

Ⅱ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난민의 법적 개념은 20세기 초·중반 

당시 유럽 지역의 정치적·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발생한 피난민 문제를 각국이 협력

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충적·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확립되었다. 국지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당시의 난민 정의는 이후 ‘자유와 안전, 정의를 찾아 원래 소속된 국가에

서 탈출한 모든 개인’을 범주로 하는 일반개념으로 발전하였고, 난민 보호 메커니즘

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진화하여 보편적인 국제법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

다.  

1994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심사(1차 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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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단계, 그 후 행정소송과 재판이라는 두 단계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절차의 

진행 단계마다 면담 환경의 특성과 각 참여자에게 부여되는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난민 면담에서 면담자와 통역인, 난민신청자, 이렇게 삼자 간에 간접적이고 상

황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송준비 

단계에서의 면담에 대한 참여관찰을 토대로, 각 참여자의 역할 수행과 이들 간의 언

어적·사회적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난민 면담 내부에서 교환되는 언어 행위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차

이의 언어적 측면인 문화 간 의사소통적 오류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난민 면담

의 특수성은 제도화된 환경에서 통역인으로 매개되며, 면담자와 신청자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발화자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법률 전문가로서 면담을 지휘

하는 면담자의 질문과 법적 언어 및 지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대답 사이에서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중개하는 통역인은 가장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참여

자 간의 상황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의사소통상의 문제와 그

로 인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맥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면담자가 관료주의적 환경에서 구사하는 공공정책 서사와 대부

분의 신청자의 진술방식인 개인적 서사는 게이트키핑 면담의 한 형태인 난민 면담에

서 불평등하게 교차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제도적 담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난민임을 

주장하지 못하는 점이 면담자들의 문화특수적 반응과 맞물려 신청자의 문화적 차이

로 인식되기도 한다. 상대주의적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언어 표현과 문화의 특수

한 맥락을 번역하는 일은 통역인의 ‘문화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통역인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해설로 오히려 면담자의 정확한 이해에 방해가 될 우

려도 상존한다.         

Ⅳ장에서는 면담 외부로 관찰의 범위를 확장하여 난민 커뮤니티와 신청자의 능

동적 실천에 주목하고, 난민임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난민 담론과 연계된 

통역인과 면담자의 상이한 시선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난민은 

출신국의 특수한 정황으로 인해 본거지를 떠나야 하는 비자발적 이민자로 여겨지지

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이주가 자신의 안전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체적인 행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난민의 이러한 정치

적 행위성은 국내 줌머족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이주의 공간에서 형성되고 표출되

는 난민 정체성을 통해 잘 드러나며, 난민임의 정체성이 종족성과도 결부되어 있는 

경우 난민·이민자 커뮤니티 간에 구성원/비구성원의 구분 및 언어적 자원을 둘러싼 

경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적극적 실천과 연계된 신청자의 난민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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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장을 둘러싸고 통역인은 본인은 담화 속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태

도를 취하기도 하고, 면담자인 법무부 심사관과 난민지원단체 활동가는 출입국 통제

와 인권 보호라는 각자의 난민 담론을 반영한 입장에서 난민신청자에게 ‘가짜 신청

자’, 또는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상이한 꼬리표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면담 안팎에서 실천되는 면담 참여자들의 실천과 상호작용에 대한 본 

민족지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인 ‘난민’이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신청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다층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 행위자들

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된 책임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난민인정절차의 진행과정에 ‘법’과 ‘문화’의 조우 혹은 충돌

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이슈가 깔려 있으며, 법의 힘은 ‘언어’를 통해 재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신청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상식’

은 학문적으로 고전적인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법적 절

차에 적합한 사실로 변형될 때 탈맥락화되고 사물화되어 면담자의 이해를 왜곡할 우

려가 있다. 대화라는 상황에서 분리된 신청자의 대답이 사실 그 자체로 인식되면서 

의사소통적 오류에 대한 책임이 신청자에게 실리는 경우가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출신국 정황에 대한 언어정보로서 특정 사회/문화집단의 구성원들끼

리 공유하는 독특한 존재방식인 동시에, 그 속의 난민신청자가 일상적 실천을 통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후자인 실천지

향적 문화 개념과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 주목할 때, 난민의 

탈각된 능동적 행위성이 존중되고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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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creation of what refugee 

means as a legal concept and of social construction of refugee as a cultural other by 

participants i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hereinafter referred to 

as RSD/the Proced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viewing if applicants are 

entitled to be granted refugee status indicates that the legal process is also a cultural 

process of recognizing and accepting applicants as a ‘cultural other’ in the host 

country. Nonetheless, this inherent nature of RSD Procedures has not almost been 

dealt with to date and many issues raised during refugee interview have been 

generally attributed to lack of a coherent policy. In this regard, this ethnographic 

research based on fieldwork in and out of refugee interview delves deeply into the 

themes that the Procedures require cultural capacity of the host county, and that 

complex dimensions of refugeehood are produced and understood in the local 

socio-cultural context. 

The definition of refugee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is implicit in the 

matter of detailed understanding of ‘culture’. The five grounds for persecution by 

reasons of ‘religion, nationality, race, political opinion,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seem strongly linked to clear cultural differences in the applicants’ 

country of origin. In addition, interviewers’ cultural knowledge may be required in 

the process of assessing if applicants have ‘well-founded fear’. It is because 

interviewers often evaluate credibility of applicants’ credibility solely based 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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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according to humanitarian principles in the legal framework and due to the 

fact that in many cases applicants cannot bring any evidence to prove their sense of 

fear.   

The characteristics of refugee interview are seen in the respect that the 

interpreter-mediated conversation occur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between 

interviewers and applicants who do not share socio-cultural backgrounds each other. 

While interviewers who are generally a legal professional direct the intercultural 

encounter, applicants who respond to the questions of interviewers do not have 

much or any legal knowledge and language norms. Interpreters who break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between the two participants perform multiple roles 

in situated interactions and are highly likely to cause miscommunication and as a 

result, affect the interview results. In the arena of refugee interview as a form of 

gatekeeping interview, interviewers’ way of asking is unequally encountered with 

applicants’ way of responding, and applicants’ inappropriate ways of 

self-expression and claims lead to miscommunication and misunderstandings. The 

specific contexts of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may successfully be 

translated or rather disturbed owing to interpreters’ role of ‘cultural mediators’.    

As such, this study highlights epistemological issues from the encounter of ‘law 

and ‘culture’, and ‘language’ as a means of representing legal power. The ‘common 

sense’ of understanding applicants’ background, profile and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relativism is based on the classical concept of culture. If 

culture in this sense is transformed into a decontextualized legal fact, it may distort 

interviewers’ understanding of applicants. The concept of culture exists a piece of 

information on the applicants’ country of origin and refers to different ways of 

people’s being distinctive and sharedness by members of particular social/cultural 

groups. However, the contents of cultural differences of applicants may also be 

created and changed constantly by their everyday practices in flexible ways.  

This praxis-oriented meaning of culture can provide new insights into 

refugeehood. Refugees are generally regarded as involuntary migrants who are 

forced to leave from their habitual places. However, they can also be considered as 

active agents in that their attempts to flee means to determine their own security 

situation. This sense of agency is expressed and shown as refugee identities shaped 

within the space of migration. In the cases that refugeehood is closely related to 

one’s ethnicity, one’s language resources and membership seem contested among 

refugee/migrants’ communities. Some of the interpreters reveal the truth about 

applicants’ these active practices during the interview, and immigration offic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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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activists label refugees as ‘bogus asylum seekers’ or ‘objects needed for 

support and protection’ reflecting their dissimilar discourses on refugees 

respectively. In these mixed views, the agency of refugee as a cultural other is seen 

dimmed. 

In summary, this ethnography shows that the processes of creating specific 

aspects of ‘refugee’ as an abstract legal definition and of acquiring multi-layered 

meanings from applicants’ claims on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re 

constructed by participants with an asymmetrically distributed responsibility in 

refuge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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