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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가지각색:
구소련권의 국내 난민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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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특히 올해는

자들이다. 2013년 단 두 명의 러시아 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제연합(UN)이 세계 난민의 날을 지정한 지 20년이 되

에 난민 신청한 이래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더니 2016년

는 해다. 과거 많은 동포를 외국 각지에 보냈던 우리나라

에는 러시아 국적자 300명 이상, 카자흐스탄 국적자 500

는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받고자 했다. 2018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멘인 난민으로

년 난민 신청자 1위는 카자흐스탄 국적자였고 2위는 러

논란이 됐던 것도 어느덧 2년 전의 일이다. 내전이 발생

시아 국적자가 차지했다. 2019년에는 러시아 국적자가 난

한 2015~2017년까지 국내 예민 난민 신청자는 50명이 채

민 신청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작년에 우리나라

안 됐지만, 2018년 제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예멘

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자

난민의 수가 5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청와대에 난민

수는 각각 2,829명과 2,236명이었다.

거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당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2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2
월까지 총 1,04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이제까지
난민 심사를 받은 29,239명 중 3.6%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미얀마 출신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에티오피아, 방
글라데시, 이란인이 각각 6명이었으며, 예멘 출신은 4명
이다. 그 이전의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
정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 국가 출신이다.

출처: e-나라지표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하
는 외국인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 출신도, 동남아시

난민 신청 근거는 다양하다. 공식 통계 자료에서 러시

아 국가 출신도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

아 국적자에 한정해 난민 신청 사유를 별도로 알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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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많은 난민 신청자가 종교적, 정치적 사유로, 특정

선은 더욱 냉담해졌다. 난민법상 이들은 국민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 인종, 국적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처우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회

다. 이 밖에 출신국 내 성소수자 박해 등과 같은 기타 이

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점

유도 있다.

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0.5%에 불과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러시아 국적자 중에는

에도 지구 곳곳에서 여러 이유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

중앙아시아나 캅카스 등지에서 건너와 러시아 국적을 취

다. 전쟁과 같은 전통적인 이유 외에도 앞으로 어떤 다른

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참작

이유로 난민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난민은 단기간 해결될

하더라도, 수 세기 동안 다양한 민족, 그리고 정교 외에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이슬람교, 불교 등의 여러 종교가 공존해 왔던 러시아에

숙제이다. 이에 관한 다양한 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진

서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이유로 난민 지위까지 신청한다

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이다.

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러시아가 2013년 ‘동성애
선전금지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서 성소수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성소수자
박해를 이유로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라는 소문이 외국인 사회에서
퍼지면서 난민 신청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남아 사는 법’(Как
остаться жить в Корее)과 같은 러시아어 영상들이 증가
한 것을 보면,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CIS(독립국가연합)
소속국들의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잔류하는 한 방법으
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이 내놓은 근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객관적이고 물적인
증거보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아서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심스럽다는 이유로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이들의 난민 신청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난민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국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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