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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bstract

5․18기념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2010년 11월 17~28일 동안 시행된 이번 태국 현지 조사에서는 크

게 세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메솟 지역의 난민캠프와 단체들을 방문함으로

써 태국 내 버마 난민들의 현실과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방콕의 난민단체들을 

통해 태국이 처한 난민문제, 즉 수용국의 입장에서 갖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는 APRRN 3차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총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대거 상임이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아시아의 난민보

호 제도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메솟 방문을 통해 버마 출신 난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AAPP, FDB, Meotao Clinic, 

BPHW, PWO 등의 단체들을 만남으로써 메솟 지역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난민캠프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 이동의 자유, 교육 및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제한

된 채 외부의 구호식량과 일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버마 난민들의 좌절을 확인

하였으며, 난민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방콕에서 만난 도심지 난민들과 지원 단체들을 통해 태국과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태국 정부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와 난민보호 

제도, UNHCR 등 국제기구의 관료적 시스템으로 인해 법률적 ․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난민들

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심지 난민(urban refugee)을 지원하는 태국의 NGO들(TCR, BRC, 

AAT)로부터 대규모의 도심지 난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현지 방문에서 참석한 APRRN 3차 총회(APCRR3)에서 난민 보호를 위한 아시아의 시민

사회들이 강력한 연대를 강화하고 대안적 정책들을 모색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의의를 가진다. 

APRRN은 창립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활발한 국제 옹호 활동(international advocacy)과 

강력한 네트워크 내 연대와 역량강화 활동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난민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이민자 구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적 정책의 모색, 난

민의 사회권과 심리적 안전망 제공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총회에 난

민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무법인 소명, 공익재단 동천(태평양 산하) 등이 참

석하였는데,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활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NGO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우리는 비정상의 현실을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아시아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와 적극적 활동이 이러한 비정상의 

현실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

한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끝에 언젠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당

한 권리와 존엄을 존중 받는 날이 올 것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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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인류는 인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누려

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씩 채택된 인권규약들은

그러한 권리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정상

(normality)을 규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인

류가 인정한 그 정상을 누리지 못한 채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비정상

의 현실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

난민(refugee)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가해자가 되는 비정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기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합당한 비호(asylum)를

제공하는 것은 인류가 약속한 정상적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

상이 부정되고, 비정상의 현실이 실존하는 현장들을 만나게 된다.

아시아에는 380만 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고1), 이 숫자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팔

레스타인 난민 포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난민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나

1) UNHCR. 2010. Global refugee trends 200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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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태반인,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은, 난민보호의 암흑시대

(dark age)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의 발생국가

(country of origin)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명백하게 장기화된 난민 사태(protracted

refugee situation)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

는 버마 출신의 난민들은 이 지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버마 출신의 난민들은

발생 배경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버마의 민주화 운동가

들로서 이들은 1988년 민주화 항쟁(8888항쟁) 이후 군부정권의 극심한 정치적 박해

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1990년대는 물론이고 2007년 샤프론 혁명 이후에도 이

러한 난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민주화를 위한 망명 투쟁자로서의 정체성 또한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서 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외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버마출신 난민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

다. 두 번째는 버마 내의 소수민족들로 이들은 군부정권의 인종 및 종교적 차별, 경

제적 착취와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내전 또는 투쟁 끝에 탈출하게 된 경우이다. 이

들은 특히 인접국 내의 버마 난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숫자에 있어서도 다

수(majority)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국을 탈출하게 된 원

인으로 인종, 종교, 정치 및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951년 난

민협약 상의 난민과 경제적 이주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로지르고 있다. 버마

출신 난민의 수는 공식적으로 약 15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태

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접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및 등록된 숫자일 뿐 난민캠프

에 수용된 인원은 더 많다. 그러나 난민캠프에 수용된 난민 뿐 아니라 도심지 내에

체류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도심지역 난민(urban refugees)을 포

함할 경우 이들의 숫자는 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버마 출신 난민들의 문제 가

운데 하나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인원보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 더 많

다는 점이며, 이들은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반대로 난민의 수용국(coutry of asylum)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

목할 만한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 내에는 공식적으로 11만 명 가량의 난민(난민신청

자 포함)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난민이나 난민신청자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수 십만 이상이 태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에 있어서 태국의 의미에 집중해보아야 할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에 있다. 태국은 과거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과 인

접하여 있는 관계로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입(mass influx)된 바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버마 출신의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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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태국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

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이하 유

엔난민기구) 동아시아지역 본부가 태국 방콕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태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라

는 점이다. 즉, 태국은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의 난민보호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

한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오히려 태국 정부는 과거의 대규모 난민유입의

경험에서 오는 우려로 인해 난민협약의 가입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벽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난민문제를 조망할 때 버마와 태국은 각각 대표적인 난민

의 발생국과 수용국으로서 오랜 기간 주목을 받아 왔다. 따라서 버마 출신 난민들

과 태국 내의 난민들의 현실을 살펴볼 때 아시아의 난민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현

실과 대안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지조사와 관련 단체 방문을 통

해 태국 내의 버마 출신 난민들과 방콕 지역의 도심지 난민(urban refugees)들의 실

태를 올곶이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들의 인

권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난민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기여를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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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난민의 정의와 전지구적 실태

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2)

1) 전통적 난민의 정의

난민의 국제법적 정의는 1951년 UN에서 채택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에 나타나있다. 이 협약은 난민의 정의와 조건, 권리를 규정하고 있

기에 난민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들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따질 때 가장 권위 있

는 국제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 제1조 A(2)항에 의하면 난민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

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

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자”

그러나 난민협약 상의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협약이 제정된 이후 역사적 흐름

2) 이 글은 최원근. 2010. 『난민연구 프로젝트 2010 강의자료집』, Ch1.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pp.1~14. 를 

일부 재구성하였다.



7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보다 난민의 정의가 더욱 확대되어 있

다. 이러한 협약 상의 난민의 정의를 전통적 의미의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①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으로의 제한 문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조건은 난민협약이 채택되던 당

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한 이래 더 이상 난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 전망과 국제적 난민보호의 제도화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을 경

계했던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시간 및 지리적 제한3)은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로 난민의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유럽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

다. 그러나 그 이후 비유럽권에서도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967년 난

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② 난민지위 인정의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 박해 그리고 두려움

난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의 여부이다.4) 즉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특

정한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박해(persecution)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에 처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런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합리적 근거가 있는(well-founded)’과 ‘두려움(fear)’이라는 표현은 난민의

조건이 객관적인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당사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에 근거하여 결

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박해

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객관적 요건이 전제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러한 요건이

당사자에게 두려움이라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따

3) 지리적 제한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의 해석에 대해 동 협약 제1조 B항에서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두 가지로 해석을 제시하며, 체약국은 

협약의 가입 시 둘 중 한 가지 해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난민협약의 정식 번역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는 영문 표현인 “well-founded fear”를 직역하는 과정에

서 원문의 의미를 변질시킨 표현으로 많은 문제와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잘 알려진”이라는 “well-founded”

의 올바른 번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국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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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면 난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또 반대로 실

제로 박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박해를 받을만한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면 그 사람은 난민이 될 수 있으며, 그 박해의 수준 역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두려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사형, 구금, 폭행 등의 형벌적 기준에 의해 박해의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인종(혈연), 종교, 국적(민족), 정치적 성향 또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

거가 있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원인 또한 난민지위인정의 중요

한 기준이 된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근거가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 집

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기 때

문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피부색이나 혈통, 종교, 국적, 정치적 성향이 다르

거나 사회적인 소수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박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race)

인종(race)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부색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에 따라 인간

을 분류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 하지만 난민협약에 따른 인종(race)은 피부

색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보다 하위 집단, 즉 민족이나 종족(ethnic) 그리고 부족

(tribe)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혈연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

어,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와 같은 타 종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피해 탈출한

경우나, 한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소수민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나 심각한

차별을 피해 탈출한 경우라면 인종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religion)

종교적 원인 역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이 믿거나 소속된 종교집단

에 대한 박해나 차별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이나 종교행위의 제한이나 강제를 모

두 포함하기 때문이다.5) 즉,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하는 것

또한 종교적 박해에 포함된다.

5) UNHCR. 1992.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제1부 난민지위 인정 기준, 제2장, B.(3),(c) 72항.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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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또는 민족(nationality)

‘nationality’라는 단어는 시민권을 의미하는 국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민족적

또는 언어적 동질 집단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시민

권(citizenship)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인종과 중복되

어 특정한 민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박해를 모두 포함한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지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데,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박해로 인해 탈

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인

정하는 데에는 보편적인 인권개념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국가, 민족, 사회,

종교 및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과 역사나 인류학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

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난민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성할례나 명예살인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박해, 성(性)적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박해, 교육수준,

특정 직업 또는 불가촉천민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의한 차별 등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치적 의견(political opinion)

정치적 의견은 국가, 정부나 정당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나 의사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치적 의견은 개인의 신념 및 양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에 있어 매우 민감하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로 인해 박해를 받

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합적 작용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의 5가지 원인,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알

아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구분은 인위적이고 이론적인 구

분이라는 점이다.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난민의 원인들은 이러한 5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인종과 종교적 원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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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고, 정치적 의견 또한 다른 원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의견이나 인종적 원인인데, 보다 근본적인 수

준에서는 어떤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던가, 또는 표

면적으로는 경제적 빈곤이나 이해관계의 문제인데 그 이면에는 인종이나 종교적

박해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에 르완다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인종적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 및 경제적 주도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서는 벨기에의 식민통치 시절부터 적용되었던 ‘분리와 통치(devide and

rule)’라는 역사적인 갈등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난민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

거나 어떤 사람이 난민이 된 원인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복합적이고 신중한 접

근과 더불어 당사자의 입장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내재적 접근이 반드시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국외에 머무는 자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탈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직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난민들을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이들에게도 난민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국

제 사회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2) 확대된 난민의 개념

① 1967년 난민의정서

1960년대 이후에 제3세계의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식민지배 하에서 억눌려 있던

각종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면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난민이 대규

모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난민의 범주를 확대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게 되고 기존의 난민협약에 명시되어 있던 난민에 대한

시간적 및 지리적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난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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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난민의정서는 여전히 난민인정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

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난민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는데, 1969년 OAU협약과 1984년 카

르타헤나 선언이 그 결과물이다.

② 1969년 OAU 협약 &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1969년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on, 현재의 African Union) 협약은 난민협

약과 난민의정서에 규정되어있던 난민의 개념을 원용한 이후에 “일부 지역 또는 국

가 전체에 대한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벌어지는 국가의 출신 또는 국적자6) (1조 2항)“ 역시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박해의 사유가 없다 하더라

도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하였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난민개념의 확대는 아프리카 지역의 복잡한 분쟁양상과 대량의 난민

발생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84년 UNHCR에 의해 소집된 남미지역의 국가대표,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Colloqu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in Central

America, Mexico and Panama)에 의해 채택된 카르타헤나 선언은 난민의 정의에

있어 “일반화된 폭력, 국내적 분쟁,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7) (제3부 3조)”의 문제를 난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내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카르타헤나 선언은 남미 국가

들에 의해 관습법으로 적용되며, 일부 국가에 의해 국내법으로 수용되었고,

UNHCR 집행위원회, 미주기구(OAS), UN총회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새로운 난민의 등장

6) “The term "refugee" shall also apply to every person who, owing to external aggression, occupation, 

foreign domination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in either part or the whole of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is compelled to leave his place of habitual residence in order to 

seek refuge in another place outside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7) "includes among refugees persons who have fled their country because their lives, safety or freedom 

have been threatened by generalized violence, foreign aggression, internal conflicts,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other circumstances which have seriously disturbed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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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난민의 개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난민협약이 채택

될 당시 이를 주도한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8) 그러나 이로 인

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로 인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난민의 범주에

서 제외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난민이 바로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과 ‘복

합적 이주’ 문제이다.

환경난민

환경난민이란, 환경오염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의

미한다. 이들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오염의 부작용으

로 인한 기후나 생태계의 변화, 또는 대규모의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타난 해수면 상승의 결과로 수

몰될 위기에 처한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섬의 주민들이나 쓰나미나 지진 등 대규

모의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떠도는 사람들을 환경난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난민들을 기존의 난민보호 제도의 틀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

제가 따르게 된다. 일단 수십 년에 걸쳐 지난한 논쟁을 통해 형성된 전통적인

난민의 개념과 달리 환경난민의 정확한 정의와 범주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

문이다. 이는 특정한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와 이주(migration)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이 왜 발생했는가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이견과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난민과 복합적 이주

경제적 난민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존과 지속 가능한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으로 탈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극도의 기아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하는 경우나 댐의 건설이나 대규모 자연개발 프로젝트로 인

해 선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난민의 개념은 경제적 이주민 또는 이주노동자와 구분되기 모호하고 자의적이라

는 한계가 지적된다. 하지만 경제적 난민 문제는 ‘복합적 이주(complex

8) 1951년 UN에서 난민협약을 채택할 당시, 동서 양 진영은 인권을 둘러싼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

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며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공산진영을 공격하였고, 공산

권 국가들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난민협

약의 채택 과정에는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공산권 국가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난민의 정의 

역시 서방 국가들이 강조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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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전통적 난민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의 발생 원인은 인종,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요인

들이 복합적인 형태로 작용하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갈등이 난민에 대

한 박해를 형성하기도 하고,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거나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이익과 생존의 문제 역

시 다른 요인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난민

의 개념 그 자체는 이주노동자 등의 경제적 이주민의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경제적 원인이 정치, 종교 및 사회적 분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주를 강

제하는 ‘복합적 이주’에 대한 이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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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지구적 난민 실태와 최근의 흐름9)

1) 난민문제의 전지구적 흐름

매년 6월 발간되는 UNHCR의 통계 보고서 Global Trends 2009에 의하면 2009년 말

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국제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약 4,20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UNHCR이 보호하고 있는 약 1,000만 명의 난민과

UNRWA(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 이하 UNRWA)가 보호하는 약 470

만 명의 난민, 그리고 2,600만 명에 이르는 분쟁으로 인한 국내실향민(IDPs)를 포함

한 숫자이다.

구 분 유          형 인원(명)

 Refugees

 UNHCR 보호 하의 난민 1,050만

 UNRWA 보호 하의 난민(팔레스타인) 470만

소    계 1,520만

Asylum-seekers

 & IDPs*

 비호신청자(진행중) 80만

 분쟁으로 인한 국내실향민(conflict-generated IDPs) 2,600만

소    계 2,680만

합          계 4,200만

[표 1] 전 세계의 난민과 비호신청자 및 국내실향민

출처 : UNHCR, 2010, 2009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e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p.2.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통계자료는 UN에 정식으로

등록된 난민들을 기준으로 한 자료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난민과 IDPs를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숫자는 최소한 2~3배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 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통적 의미의 난민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동안

9) 이 글은 최원근. 2010. 『난민연구 프로젝트 2010 강의자료집』, Ch2.Global Refugee Trends. pp.27~46. 

을 일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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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향민, 무국적자 등 새로운 보호의 대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지구적

으로 난민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연도
난 민

refugees
국내실향민

IDPs
비호신청자
Asylum-seekers

귀환자 returnees
무국적자
stateless

기타*
various

합 계
난민 국내실향민

1989년 14,914,160 14,914,160 

1990년 17,190,430 17,190,430 

1991년 17,268,440 17,268,440 

1992년 18,170,210 18,170,210 

1993년 16,401,900 3,666,400 1,116,700 1,848,100 23,033,100

1994년 14,488,740 5,423,000 3,983,200 3,524,100 27,419,040

1995년 13,236,130 4,662,217 3,271,463 68,048 2,656,358 23,894,216

1996년 13,198,950 4,853,712 954,000 2,854,856 456,367 1,364,652 23,682,537

1997년 11,975,630 4,569,700 1,319,090 3,055,000 418,000 1,404,100 22,741,520

1998년 11,491,710 4,935,600 1,181,600 1,907,310 448,100 1,357,800 21,322,120 

1999년 11,675,380 3,968,700 947,236 2,509,830 1,435,290 1,486,540 22,022,976 

2000년 12,062,075 5,998,501 940,226 767,492 369,055 1,653,851 21,791,200

2001년 12,029,899 5,047,950 941,446 462,447 240,950 1,039,516 19,762,208

2002년 10,593,957 4,630,895 941,446 2,425,066 1,146,232 953,323 20,690,919

2003년 9,671,831 4,186,759 995,042 1,094,698 232,740 912,291 17,093,361

2004년 9,236,521 5,426,174 839,107 1,494,610 147,996 2,053,029 19,197,437

2005년 8,394,373 6,616,791 773,492 1,105,544 519,430 2,381,886 960,366 20,751,882

2006년 9,877,707 12,794,268 740,165 733,622 1,864,171 5,805,943 1,045,409 32,861,285

2007년 11,390,670 13,740,317 739,986 730,640 2,070,118 2,937,315 68,615 31,677,661

2008년 10,478,621 14,405,405 827,323 603,323 1,361,436 6,572,167 166,856 34,415,751

2009년 10,396,540 15,628,067 983,420 251,478 2,229,057 6,559,573 411,698 36,460,306

[표 2] UNHCR의 보호대상자의 변화(1989~현재)

출 처  : 최 원 근 . 2009 . “국 제 난 민 레 짐 의  형 성 과  변 화 에  관 한  연 구 : 국 민 국 가 의  합 리 적  선 택 을  중 심 으 로 ”.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석 사 학 위  논 문 . p .100 . 참 조 .
   * 비 호 신 청 자 (asy lum -seeke rs )는  난 민 지 위 인 정  심 사 가  진 행  중 인  경 우 를  의 미 한 다 .
   ** 기 타 에 는  난 민 신 청 에 서  불 인 정 된  자 , 난 민 의  가 족 , 난 민 과  유 사 한  경 우 에  처 한  경 우 (re fugee-like  situa tion ) 등 이  포 함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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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민의 발생 및 보호의 경향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지역내 난민보호레짐의 필요성 증가

첫번째 경향은 난민의 대부분(75%)이 인접국 또는 소속 지역(region) 내에서 비호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약 80%의 난민이 저개발 국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10)이

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선진국들이 더 많은 난민을 직접 또는 재정착(resettlement)

을 통해 수용하거나 저개발 국가들이 난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시키는 노력 없이는 난민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개발 국

가에서 발생한 난민의 대부분이 자신이 속한 지역(제3세계)의 역시 저개발 상태인

국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수용’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와 지원

이 필수적이다. 이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머무는 지역에 대한 ‘지

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

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region) 단위의 난민보호체계의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즉, 각 지역의 특수한 난민발생 원인과 패턴,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시아 지역은 지역 단위의 난민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난민협약의 가입국 또한 가장 적은 지역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② 도심지역 난민(urban refugees)

두 번째는 난민의 대다수가 도심지역에 체류하는 도심지역 난민(urban refugee)이라

는 것이다. 2009년 UNHCR에 의해 난민의 거주지/거주형태가 파악된 것은 전체의

78%에 이르는 820만 명인데, 이 가운데 30%가량인 250만 명은 수용시설(캠프, 정착

촌, 쉼터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58%인 480만 명은 도심지역(urban)에 거주하고 있

고, 나머지인 93만 여 명은 촌락(rural area)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의 숫자가 수용시설에 비해 거의 2배 가량에 이르고

10) UNHCR, 2009, 2008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e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p.4.

11) 위 보고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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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지난 수 년 사이에 도심지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크게 증가했

기 때문이다.12) 이러한 현상은 난민을 분리된(remoted) 지역에 대량으로 수용하는

수용방식13)이 더 이상 난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도시

지역 내에 개별적 또는 집단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을 해당 지역사회 내에 통합

(integration)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로 수용된 난민

과 달리 도시지역에 머무는 도심난민(urban refugees)은 수용국 사회와 24시간 직접

접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긴급하고 유기적으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심난민들은 이동이나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러한 자유가 또 다른 제약이 되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마저도 위협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식량, 의

료,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태국의

경우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는 버마 출신 난민들이 대규모로 수용되어 있는 한편

방콕에는 버마 이외 국가 출신의 도심지역 난민들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어, 도매

창고형 정책(warehousing policy)에 의해 수용된 난민과 도심지역 난민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③ 장기화된 난민현상(protracted refugee situation)

세 번째는 ‘장기화된 난민현상(protracted refugee situation)’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장기화된 난민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를 들자면, 난민이 발

생해서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1993년에는 평균적으로 9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17년이 걸리고 있다는 통계이다.14) UNHCR의 정의에 해당하는 장

기화된 난민현상은 아래 표(2004년 말 기준)와 같이, 모두 33 건에 569만 여 명의

난민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UNHCR의 이러한 통계 수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보여지는 수치일 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는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만을 포함한 것으로 도심지역 난민을 포함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난민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계의 이면

에 존재하는 장기화된 난민 현상의 능동성, 즉 반복되는 분쟁으로 인해 새로이 발

생하는 난민과 본국으로 귀환하는 난민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

12) UNHCR에 의하면 이러한 증가세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13) 이러한 수용 방식을 ‘도매창고형 정책(warehousing policy)’이라고 부른다.

14) UNHCR,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Standing Committee, 30th Meeting, UN Doc. EC/54/SC/CRP.14, 10 June 2004,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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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수 용 국 출 신 국
난민 수 

(2004년 연말)

1 Algeria Western Sahara 165,000

2 Armenia Azerbaijan 235,000

3 Burundi Dem. Rep. of Congo 48,000

4 Cameroon Chad 39,000

5 China Vietnam 299,000

6 Congo Dem. Rep. of Congo 59,000

7 Cote d'Ivoire Liberia 70,000

8 Dem. Rep. of Congo Angola 98,000

9 Dem. Rep. of Congo Sudan 45,000

10 Egypt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70,000

11 Ethiopia Sudan 90,000

12 Guinea Liberia 127,000

13 India China 94,000

14 India Sri Lanka 57,000

15 Islamic Rep. of Iran Afghanistan 953,000

16 Islamic Rep. of Iran Iraq 93,000

17 Kenya Somalia 154,000

18 Kenya Sudan 68,000

19 Nepal Bhutan 105,000

20 Pakistan Afghanistan (UNHCR estimate) 960,000

21 Rwanda Dem. Rep. of Congo 45,000

22 Saudi Arabia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40,000

23 Serbia and Montenegro Bosnia and Herzegovina 95,000

24 Serbia and Montenegro Croatia 180,000

25 Sudan Eritrea 111,000

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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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hailand Myanmar 121,000

27 Uganda Sudan 215,000

28 United Rep. of Tanzania Burundi 444,000

29 United Rep. of Tanzania Dem. Rep. of Congo 153,000

30 Uzbekistan Tajikistan 39,000

31 Yemen Somalia 64,000

32 Zambia Angola 89,000

33 Zambia Dem. Rep. of Congo 66,000

[표 3] 주요 장기화된 난민현상 (2005년 1월 기준)

* 출처 : Gil Loescher and James Milner. 2009.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political, human rights and security 
implication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2009. p.22.

2) 난민, 수용인가 보호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독일, 요

르단, 케냐, 차드, 중국, 미국, 영국 순 이다. 이 가운데 파키스탄과 이란의 난민들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출신이고, 시리아와 요르단은 대부분 이라크 출신 난민들로

알려져 있다. 케냐는 2008~2009년 사이에 38,000명(12%)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소

말리아 출신이며, 차드는 약 8,000명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출신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국의 난민들 가운데 30만 명은 과거 중국과 베트

남 간 분쟁시 베트남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중국으로 탈출한 인원이다. 이들은 난민

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중국인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며,

통계상으로는 ‘난민과 유사한 상황 refugee-like situation’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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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난민 수용국

* 출처 : UNHCR, 2010, 2009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e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p.7.

주요 난민 발생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DRC), 버

마(미얀마), 콜롬비아, 수단, 베트남, 에리트리아, 세르비아 등 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30년 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국가이며, 여전히 약 290만 명의 난민이 해

외에 체류하고 있다. 이라크 역시 180만 명으로 난민 발생에 있어 여전히 두 번째

많은 국가로 남아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은 소말리아 출신인데, 특히 2008년 말

에 비해서 1년 사이에 117,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소말

리아의 혼란한 정국과 재해 등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이 통계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자료는 UNHCR 관할 하의 난민만을 포함한 것으로 470만 명

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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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난민 발생국

* 출처 : UNHCR, 2010, 2009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e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p.8.

난민의 주요 발생국과 수용국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난민의 ‘수용’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것이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요르단, 케냐, 차드, 중국)은 주요 난

민발생국과 매우 근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반대로 난민보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가운데에는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만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치 지리적 요인이 난민의 수용 및 보호

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난민들 가운데 UNHCR의 지원

을 받는 숫자이다. UNHCR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영역 내에 ‘수용’은 되

어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UNHCR로부터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난민들

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을 따져보면 그 국가가 단순히 난민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호’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난민을 실

제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UNHCR의 지원을 받는 난민들을 제외

해야 한다.15) 절대 수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파키스탄, 시리아와 이

15) 사실상 UNHCR의 예산의 대부분이 선진국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난민보호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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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비호국 난민 유사난민
난민 & 유사난민

합    계
UNHCR의 지원을 받는

난민 & 유사난민

1 파키스탄 759,392 981,319 1,740,711 1,740,711

2 이란 1,070,488 - 1,070,488 1,070,488

3 시리아 1,054,466 - 1,054,466 222,966

4 독일 593,799 - 593,799 -

5 요르단 450,756 - 450,756 47,356

6 케냐 358,928 - 358,928 358,928

7 차드 314,393 24,102 338,495 314,393

8 중국 300,989 - 300,989 64

란은 물론이고 케냐, 차드가 보호하고 있는 난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UNHCR의 지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나라의 정부의 난민보호 수준 자체를 이러한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16) 오히려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UNHCR의 지원을 받는 난민이 전혀 없고, 이 국가들이 난민들에 대한 보

호와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에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호’를 제

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난민의 실질적 보호의 수준은 지리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이나 난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대부분의 난민을 수용한 제3세계 국가들이 난민의 ‘수용’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감

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역할

이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과 보호의 간극으로 인해

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난민을 수용하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난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난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분담(burden-sharing) 해야 한다.

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16) 또한 소위 ‘유사난민’은 난민과 유사한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라는 의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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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275,461 - 275,461 -

10 영국 269,363 - 269,363 -

11 방글라데시 28,586 200,000 228,586 28,342

12 베네주엘라 1,313 200,000 201,313 20,991

13 프랑스 196,364 - 196,364 -

14 수단 152,375 33,917 186,292 92,621

15 콩고민주공화국 185,809 - 185,809 3,018

16 인도 185,323 - 185,323 12,440

17 예멘 170,854 - 170,854 170,854

18 캐나다 169,434 - 169,434 -

19 우간다 127,345 - 127,345 127,345

20 에디오파아 121,886 - 121,886 121,886

[표 5] 난민과 유사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20개 국가(2009년 연말 기준)

출처 : UNHCR, 2010, 2009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부록 표1 “Refugees, asylum-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 
returnees(refugees and IDPs), stateless persons, and others of concern to UNHCR by 
country/territory of asylum, end-2009”. pp.24-26.
*유사난민은 난민과 유사한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
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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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시아의 난민 그리고 버마와 태국

1. 아시아의 난민 문제

1) 난민문제와 제도적 공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은 2009년 기준으로 3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난민 1,500만 명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팔레스타인 난민 포함할 경우 약 670만 명)에 이어 단일 지역으로

는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와 더불어 이 지역의 가장 큰 문

제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난민보호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아시아에서는 단 6

개 국가만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며(아래 [표 6] 참조), 독자적인 난민보호 시스템

이 전무하기 때문에 난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   명 난민협약 가입 난민의정서 가입

캄보디아   1992. 10. 15   1992. 10. 15

중    국   1982. 9. 24   1982. 9. 24

일    본   1981. 10. 3   1982. 1. 1

필 리 핀   1981. 7. 22   1981. 7. 22

한    국   1992. 12. 3   1992. 12. 3

동티모르   2003. 5. 7   2003. 5. 7

[표 6] 아시아 지역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가입 국가(2008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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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그나마 난민협약 체약국들 가

운데 사실상 난민에게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을 갖춘 나라들은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난민협약의 체약국이지만

협약의 내용을 거의 준수하지 않을 뿐더러, 그 외의 국가들(캄보디아, 필리핀, 동티

모르) 역시 난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저개발 국가들이다. 즉, 이 지역은 단순

히 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난민을 보호할 수 있

는 국가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는데, 바로 지리적 취약성이다. 아시아 지역은 지

구 상의 모든 대륙들 가운데 바다의 비율이 가장 클 뿐 아니라 난민보호에 있어 주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지리적 또는 사실상의 섬이기 때문

에 난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난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

는 국가로 탈출하기도 힘들고 IDPs나 유사난민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개입 또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

리적 원격성(remoteness)이 이들 국가들이 체감하는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 필요성

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아시아의 난민과 국내실향민(IDPs) 현황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country of asylum)은 파키스

탄(1,740,711), 중국(300,989), 인도(185,323), 방글라데시(228,586), 스리랑카(186,292),

네팔(108,461), 태국(105,297), 말레이시아(66,137) 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

로 가장 발전되어 있으며 난민협약의 체약국이기도 한 일본(2,332)과 한국(268)은 경

제 수준 및 인구수에 비해 매우 적은 난민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태국의 경우에

는 난민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해(버마, 베트남, 중국 등과

인접)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125,643)하고 있고 UNHCR의 지역 사무소가 자리 잡

고 있다. 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난민협약 가입이 더 많은

난민을 유입시키는 유입요인(pull-out factor)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편 주요 난민 발생국(country of origin)으로는 아프가니스탄(2,837,123), 버마



26

(406,669), 베트남(339,289), 중국(180,558), 스리랑카(145,721), 부탄(89,070), 파키스탄

(35,132) 등 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버마 출신의 유사 난민이 20만 명 가량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의 샤프란 혁명과 이후의 정치적 혼란,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정권의 박해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결과로 보여진다.

사실상 난민과 유사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

(IDPs)은 파키스탄(1,894,557), 스리랑카(434,900), 아프가니스탄(297,129), 버마(67,290)

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에서 IDPs가 많이 발생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지리적 및

정치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프

리카나 중동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악 및 섬과 같은 지리

적 단절 요인으로 인해 IDPs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국적국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난민’이라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 수단이 절실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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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마 출신 난민에 대한 분석

1) 버마 난민의 발생 원인

버마 출신의 난민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먼저 버마 내 민주화

운동의 양상이 한 가지 원인이며 다른 하나는 다민족 국가인 버마의 인종적 구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1962년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버마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민주화 운동이 정점을 이뤘던 1980년대 중반 이후 난민들이 군부의 박해를 피해 버

마를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8월의 8888 운동이 군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된 이후 버마 출신의 난민들은 크게 증가하였다. 버마의 군부는 8888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을 사살하였는데17), 이러한 과정에서 수 많은 민주

화 운동가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었다. 이후 군부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1990

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 등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지만 군부는 선거결과

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정권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시나 많은 민주화 운

동가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버마 난민들은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발

생하였으며, 특히 NLD 소속의 정치인 또는 활동가들은 외국으로 탈출하여 반군부/

민주화 투쟁을 지속하였다. 한편 2007년 승려들의 시위로 촉발된 샤프론 혁명은 또

한번 버마 출신 난민들이 대거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부의 과도한 유류(油類)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시작된 승려들의 시위는 민주화 세력과 일반 시민들이 합세

하면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군부는 이 역시도 무자비하게

진압 하였고 결국 대규모의 사상자와 정치범, 그리고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양

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들 역시 버마 출신 난민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버마는 전체 인구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버마족 이외에 카렌(Karen),

카레니(Kareni), 샨(Shan), 친(Chin) 등의 소수민족 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

다. 버마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는 아웅산(Aung San) 장군과 소수민족 지도자

들에 의해 1947년 이뤄진 팡롱협약(Panglong Agreement)은 소수민족의 평등과 자

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연방제의 구성에 합의하였다.18) 그러나 아웅산 장군과

17)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AAPP), 2010, The Role of Political Prisoners in the 

National Reconciliation Process, p.14.

18) 위의 책,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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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지도자들의 연이은 암살과 1962년 네윈의 군부정권 등장 이후 소수민족들

은 자신들의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군부정권

은 소수민족의 무장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착취, 강제노

역을 비롯해 숱한 인권침해를 대규모로 자행하였다. 1990년대의 대규모 군사작전들

을 포함하여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소수민족과 버마 정부군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최소한 50만 명의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이 발생하였

고 버마와 태국, 인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수십 만 명의 난민이 탈출하였다.

2) 버마 난민의 통계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발표된 유엔난민기구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버마 출신의

보호대상자는 약 5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된 난민은 20만 6천

여 명,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는 약 20만 명, 난민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가 2만 2천 명에 이르렀으며 국내실향민도 6만 7천 명 가량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

졌다.(아래 [표 8] 참조)

출신국

난민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지원을 

받는 국내실향민

유엔난민기구(UNHCR)

의 보호대상자 총계
난민

난민과 유사한 

상황
소계 난민신청자

Myanmar 206,650 200,019 406,669 22,583 67,290 496,542

[표 8] 버마/미얀마 출신 난민 등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대상자

       *이 통계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호대상자의 통계이다

출처 : UNHCR, 2010, Global Trends 2009, Table 2. Refugees, asylum-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returnees (refugees and IDPs), stateless persons, and others of concern to UNHCR by origin, 

end-2009 일부 수정

한편 버마 출신 난민의 주요 수용국 및 인원 증감 실태를 살펴보면, 태국이 10만 4

천 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말레이시아에 6만 1천 여

명, 방글라데시에 2만 8천여 명, 미국에 5천 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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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 비호국
2009년 

초 인원

2009년 증가 2009년 감소
2009년 

말 인원대규모 

유입

개별적 

인정
자발적 귀환 재정착 중지 귀화

Myanmar

방글라데시 28,337 - 18 - - 466 - - 28,557

말레이시아 33,715 - 33,802 - - 7,449 - - 61,412

태국 111,555 - 6,810 - - 16,460 - - 104,107

미국 5,171 - 273 - - - - 367 5,021

[표 9] 버마/비얀마 출신 난민의 주요 수용국 및 인원 증감

       *이 통계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호대상자의 통계이다

출처 : UNHCR, 2010, Global Trends 2009, Table 5. Refugees and people in a refugee-like situation, excluding 

asylum-seekers, and changes by origin and country of asylum, 2009. 일부 수정

그러나 위의 두 통계에서 보여지는 버마 난민들의 숫자는 전체 버마 출신 난민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공

식 통계가 정식으로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에 등록된 인원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9개 난민캠프에 수용된 난민은 최소 10만 명 에서

15만 명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캠프 내에 정식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일반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주민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런 실태는 다른 인접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2009년 사이에 3만 명에 가

까운 버마 난민이 증가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는 새로운 난민의 대규모 유입보다

는 기존의 도심지나 밀림지대의 플렌테이션 농장 등지에 숨어서 살던 난민들이 대

거 신규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실향민의 경우 외부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는 매우 소수만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버마 내에 다양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각종

NGO들이나 버마 출신 민주화 운동 단체 등의 주장에 의하면 최소 100만 명 이상

의 국내실향민이 버마 영내를 떠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식으로

등록 또는 파악되지 않은 난민들을 추산할 경우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이상의

버마 출신 난민들이 인접국가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실향민은 약 100만 명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따져 볼 경우 버마 출신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은 각각 100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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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화된 난민 상황 속의 버마난민

한편 버마 출신 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전형적인 장기화된 난민 상황

(protracted refugee situation)에 처해 있다는 것에 있다. 버마 출신의 난민이 본격

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초창기, 버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난민문제가 곧 해결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본국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여전히 외국으로 탈출하는

버마 출신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버마 출신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난민의 숫자가 줄

어들지 않는 것은 새로운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마 출신

난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국내의 정치상황 악화 → 대규모 시위 또는 군사적 충

돌 → 난민의 대규모 탈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난민의 발생과 진행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버마 출신 난민들 사이에서는 여

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난민캠프의 운영 양

상이 장기화된 상황에 맞춰지지 못한 채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를 위해

구성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 보호를 위해 기획된 난민캠

프는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단, 즉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보장되

지만 그 이외의 경제적 활동 등이 금지된 채 일정지역 내에 수용되는 형태를 갖추

게 된다. 그러나 난민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형태의 수용 시설은 난민들에게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생활방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난민의

발생국 및 수용국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려기보다는 대규모의 난민들을 제한되고 고립된 지역에 수용함으로써 책임을 회피

하고자 하는 관행, 소위 도매창고업 정책(warehousing policy)의 행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난민캠프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2세대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 공백의 발생 문제이다. 대부분의 난민캠프에는 매우 제한되고

열악한 교육 환경만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화된 난민사태 속에서 난민들 자신들조차도 스스로의 미

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즉 본국으로의 귀환 가능성, 제3국으로의

재정착 가능성 그리고 1차 수용국 내에서의 정착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점이

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2세대에 대한 교육에 있어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예

를 들어, 태국 내 난민캠프의 버마난민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버마어, 소수민족의 고

유 언어, 영어 및 태국어를 모두 가르치게 된다. 이는 버마로의 귀환, 소수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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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유지, 제3국(미주 또는 유럽)으로의 재정착 가능성, 태국 사회에서의 정착 가

능성을 모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언어 교육은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언어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이상국의 연구에 의하면 난민캠프 내의 문화적

단절 또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된다. 즉 난민캠프 내의 2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선

진국으로의 재정착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캠프 내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는 문

화적 단절과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19)

이상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난민의 발생국인 버마 출신 난민들의 실

태와 현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난민들이 처한 현실

을 난민들의 입장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난

민 수용국 가운데 하나인 태국의 난민보호제도와 현실을 살펴봄으로서 아시아 지역

의 난민보호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9) 이상국, 2009,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발표 내용, 경희대

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및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09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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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내 난민에 대한 분석

태국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20세기 중반 이후 이웃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와 버마 등으로부터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태국에는 인

도차이나 지역의 분쟁들로 인해 베트남, 라오, 몽(Hmong) 및 크메르(Khmer) 출신

의 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비호를 요청한 바 있다.20)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의 난

민 유입사태(mass influx)는 태국 정부 자체의 노력보다는 그 당시 냉전 체제 하에

서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되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내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태국 동부

국경지대에 설치된 난민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반군 세력에게 경제 및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 지역의 난민문제가 장기화 되는 빌미를 제공

하였다.21) 이와 같이 태국은 반세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난민유입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난민문제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채 난민

에 대한 심사와 보호를 UNHCR에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로 유입되는 난

민에 대한 일종의 “이중적 접근” 정책을 취하고 있다.

수용국

난민

무국적자
유엔난민기구(UNHCR)

의 보호대상자 총계
난민

난민과 유사한 

상황
소계 난민신청자

Thailand 105,297 - 105,297 10,255 3,500,000 3,615,552

[표 10] 태국 내 난민 등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대상자

       *이 통계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호대상자의 통계이다

출처 : UNHCR, 2010, Global Trends 2009, Table 2. Refugees, asylum-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returnees (refugees and IDPs), stateless persons, and others of concern to UNHCR by origin, 

end-2009 일부 수정

20) Loescher, Gil and James Milner, 2008, Burmese Refuge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A 

comparative regional analysis,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Political, Human Rights and Security 
Implications (Hong Kong: United Nations University), p.306.

21) 위의 책,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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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난민정책은 매우 이중적인 양상의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나뉜다. 국경지대

를 중심으로 버마 난민에 대한 대규모 수용 정책과 동시에 그 외의 지역에서 유입

되는 난민들은 방콕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도심지역 난민(urban refugee)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정책은 대규모로 유입되는 버마 난민을 국경지대에

서 차단함으로써 태국 국내사회와 분리시키고, 개별적으로 유입되는 비교적 소규모

의 다른 지역 출신(주로 다른 동남아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난민들에 대해

서는 UNHCR로부터 제공되는 법률 및 사회적 지원만을 허용한 채 도심지역 난민

(urban refugees)으로 방콕의 거대한 이주민 사회 속에 포섭되어 살아가도록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이다.

1) 버마 난민의 대규모 수용

태국 정부는 1984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버마와의 서부 국경지대에 난민캠프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캠프는 버마 군부와 내전을 벌이는 소수민족 반군들,

대표적으로 카렌족의 KNU(Karen National Union)나 카레니족의 KNPP(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

지고 있었다.22) 태국 군부는 이들 난민캠프를 버마와 태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활용

하면서 버마 군부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마 군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인해 주요 거점이 함락되고 소수민족 반군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이러한 캠프 역시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특히 버마 내에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

을 견제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버마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1997년 버마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가입하면서 기존 태국의 버마

난민 정책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국경을 따라 조성된 25개의

소규모 난민 캠프 및 촌락들을 보다 내륙 지대에 조성된 9개의 대규모 캠프로 재편

하였다.23)

22) 위의 책, p307.

23) 위의 책, pp.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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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국 내 버마 난민캠프 (국경 지대에 표시된 삼각형 표시)

* 출처 : UNHCR, Global Insight digital Mapping(July 2008)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9개의 캠프는 전형적인 도매창고형(warehousing) 수용시설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태국 군․경에 의해 철저한 경계가 제공되는 가운데 이곳에 수

용된 난민들은 외부와의 왕래나 접촉이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캠프 간에도 자유로

운 이동이 금지되었다. 그 뿐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금지되었으며 매우 제

한적인 형태의 기초적인 교육만 제공되었다. 이러한 운영의 결과 난민들은 생존 그

자체를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

었다.

그러나 버마 군부의 집권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20년 이상 지속된 난민의

대규모 수용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태국 정부의 버마 난민정책

은 2005년을 전후하여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태국 정부가 매년

16,000여 명의 버마 난민들이 다른 서방국가 등으로 재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최근에는 UNHCR과 NGO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캠프 내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제한적이나마 경제활동을 일부 허용하게 된 것이다.24)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버마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5년 이상

재정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매년 16,000여 명의 난민이 서방 국가들로 재정착을

떠났지만 버마 출신 난민의 전체 인원은 줄지 않고 있다. 재정착을 떠난 자리를 새

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24) 위의 책, pp.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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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으로 인해 캠프 내에 젊은 고학력 세대들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해

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등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은 제공되지 않으며, 합

법적인 경제활동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부 난민들이 캠프 인근의 플렌테이션

농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소일하고 있는 등 캠프 내의 교육

이나 경제활동 역시 여전히 제한적이다.

태국 정부가 버마 난민들을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 수용하고 태국인들과 분리하려

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태국 정부는

과거 반군 활동을 했던 버마 출신 무장세력이 난민으로 위장 또는 난민캠프를 통하

여 태국 내로 유입되는 상황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때 난민들의 무장투쟁을 통해 버마 군부를 견제하려고 하

였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과거에 지원

했던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활동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버마 난민들이 자

유로운 이주를 통해 태국 사회 내에 유입될 경우 자국민의 노동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태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태국-버마 국경지대의 대표

적인 도시인 메솟(Maesot)의 경우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편을 비롯한 마약류의 유입 또한 태국 정부가 우

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버마는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이

기 때문에 태국의 관계기관은 버마 출신 난민의 유입이 마약밀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25)

2) 방치된 도심지 난민들

태국은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를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태국 정부는 난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의 제공을

UNHCR에 위임하고 있다. 버마 출신을 제외한 모든 난민들은 방콕의 UNHCR 사

무소를 통해 등록 및 심사된 후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난민의 지위

를 인정받더라도 이들은 UNHCR과 NGO들에게서 제공되는 약간의 사회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태국에는 105,297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

며, 이 가운데 버마 출신은 104,107명에 이른다. 따라서 버마를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의 난민들은 1,190명으로 파악된다.26) 2010년의 경우, 7월까지 방콕에서만 2,696건의

25) 위의 책,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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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가 UNHCR에 접수되었는데, 이 가운데 1,497명은 난민신청자로 분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27)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심지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

진 바가 없으며, 공식적인 인원 보다는 몇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UNHCR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등록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대

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적은 숫자만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도심지 난민들은 그 주거지가 도심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방콕은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어,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외국인 사회도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어 매우 많은 비호신청자들(asylum-seekers)이

방콕에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도심지 난민들이 법적 지위와 사회적 지원에 있어 모두 심각

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의 법적지위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들이 난

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UNHCR에 정식으로 등록된 뒤 난민지위인정 심사를 받아야 하

지만, 관련 기관의 관료적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설사 UNHCR에 난민신청자로 등록되고 심사 후에 난민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UNHCR이 인정한 난민지위가 태국 당국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지 태국 당국에 체포되거나 심지어 강제송환 될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0년

초 스리랑카 출신 난민들이 태국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된 뒤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바 있으

며, 2010년 12월 중순에도 30여 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80여 명의 파키스탄 난민들 역시 태국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된 바 있다.28) 태국의 UNHCR 사무소는 협력기관(implementing

partner)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생계비와 식량, 의료, 심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지만 충분히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뿐 아

니라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도

심지 난민들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공교육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의료 지원 역시 제한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29)

이러한 도심지 난민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태국의 도심지 난민들은 사실상 방치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도심지 난민들은 대규모의 이주민 사회 안에 포섭

된 채 각자 생존을 추구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26) UNHCR, 2010, Global Trends 2009. 부록 표1 및 표5

27) Jesuit Refugee Service, 2010, Diakonia Issue 77, Sep. 2010, p.4.

28) 이들은 모두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난민심사가 진행중이지만 12월 15일 새벽에 태국 당국

에 의해 숙소에서 기습 체포된 직후 구금되었다. 이에 아시아 지역의 22개 난민단체가 공동 명의로 항의 성

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29) Jesuit Refugee Service, 위의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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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솟(Mae Sot) : 붉은 원 내

*출처 : http://www.maps-thailand.com

Ⅳ. 메솟의 버마 난민들을 찾아서

1. 메솟(Mae Sot) : 경계 그 이상의 도시

메솟(Mae Sot)은 태국 서부와 버마 동부를 잇는 국경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태국

서부의 딱(Tak) 주에 속한 도시로 아시안고

속도로(Asian Highway)가 관통하는 버마-태

국 간 국경무역의 핵심도시이다. 특히 메솟

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모에이강(Moei

river)을 중심으로 버마의 미야와디

(Myawaddy)를 마주보고 있으며, 강을 가로

지르는 태국-버마 우호교(Thai-Burma

Friendship Bridge)는 육로를 통해 버마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경로이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메솟은 과거

부터 국경무역의 중심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요충지로 손꼽힌다. 이 지역 경제의 핵

심이 국경무역과 버마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의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버마의 민주주의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한

해외투쟁의 핵심적 근거지 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메솟에는 30~40만 명 이상의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10만 명 이상의 버

마 출신 난민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대



38

<메솟 접근 경로>

방콕에서 메솟을 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방콕 북부의 머칫마이(Moh Chit Mai) 버스터미

널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버스  종류는 일반, 에

어컨, VIP가 있다.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1인당 약 700THB(한화 25,000원) 정

도 하는 VIP 버스를 타는 것이 좋다. 

VIP버스에서는 약간의 간식과 물, 담요가 제공되

고 버스 내에 화장실이 있어 큰 불편함 없이 메

솟에 도착할 수 있다. 단, 국경 지대에 접근할수

록 경계가 강화되어 중간에 2~3 차례 검문이 실

시되며,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림 5] 모에이(Moei)강과 태국-버마 우호교(건너편이 버

마 측)

부분은 난민캠프 내에 수용됨). 그러나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난민들 역시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솟의 이러한 지리적․사회적 특

징은 이 도시를 버마 민주화의 주

요 근거지로 만들었고 실제로 수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들 단체는 FDB(Forum for

Democracy in Burma)나

AAPP(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와 같은 버마

민주화 단체에서부터 시작하여

KNU(Karen National Union)이나

PWO(Palaung Women's

Organization)와 같은 소수민족 단

체, 메타오 클리닉(Mae Tao Clinic)과 같이 버마 출신 이주민을 위한 병원이나 이주

민들의 자녀를 위한 각급 학교들 그리고 난민들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UNHCR이나 IOM 같은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서부터 JRS(Jesuit Refugee Service)와 같은 INGO와

수많은 지역 민간단체(local NGOs) 등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이 망라하고 있다.

메솟 인근에는 북쪽으로 멜라(Mae La)와 남쪽의 움피엠(Umpiem) 난민캠프가 있어

메솟은 이들 난민캠프의 난민들과 캠

프 외부에 체류하는 버마인들 사이에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이들 캠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들 역시 메솟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메솟 반대편의 버마 지역은 카

렌(Karen)족의 영역인 관계로 버마인

뿐만 아니라 카렌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민족이 메솟을 중심으로 활동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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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APP 사무실 내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박물관에서 수감시설을 체험해보고 있다.

2.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http://www.aappb.org

1) 개략적인 소개

① 버마 내 2,000여 명에 이르는 정치적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

② 정치적 수감자들이었던 활동가들에 의해 2000년 3월 23일, 8888운동의 학생 지

도자였던 민 코 나잉(Min Ko Naing)의 체포 11주년이 되는 해에 설립됨.

③ 정치적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식량 및 약품 제공, 수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정치적 수감자들의 상황과 사연을 외부에 알리고,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 등의 NGO들 뿐만 아니라

UN등 국제기구들과 협력, 수감생활을 마친 정치적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 등

을 수행함.

2) 주요 활동

① 버마 국내 활동

- 정치적 수감자 및 감옥 상황

에 관한 정보 수집(현재까지

2,100명 이상의 수감자들에 관

한 데이터베이스 및 200장 이

상의 사진, 약 80개의 자서전

수집 및 버마 내의 많은 수감

시설 상황들에 관한 중요한 정

보 수집)



40

[그림 7] AAPP의 정치범 석방 탄원 캠페인 상징물

전체 정치범 현황

구  분 합계 승려 국회의원 학생 여성 NLD HRDP 환자

인원수 2,203 256 12 285 177 411 31 141

2007 샤프론 혁명 이후 수감된 정치범 현황

구  분 합계 승려 여성 재판중 수감 환자

인원수 1,170 167 127 116 479 141

월별 수감자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9년 7 12 20 15 9 12 32 50 62 47 0 1 267

2010년 8 1 1 12 3 0 2 2 13 0 44

[표 12] AAPP가 확인한 버마 내 정치적 수감자 현황

* 출처 : AAPP 사무실 내 수감자 현황표

- 정치적 수감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함. 버마의 정치범들은 자신의

고향이나 주거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고 음식

과 의료시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그 가족들이 물질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가족들이 수감된 자신의 가족을 방문할 수 있

도록 음식과 약, 재정적 도움 제공하고 있음

② 국제적 활동

- 국제적 옹호(advocacy) 및 로

비 활동

- 주제(별) 인권 보고서 출판,

언론 활동, 정보 공유, 캠페인

- 주목할 만한 활동 중 하나로

2009년 Forum for Democracy

in Burma(FDB)와 함께 진행한

국제적 청원 캠페인이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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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내 정치적 수감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증언

   - AAPP의 활동가 M씨의 인터뷰 중

“나는 1988년 학생 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10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

시 나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처음 

그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 체포할 때는 

그저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한다고만 했

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가겠다

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다. 그들은 

나를 군부의 정보기관인 큰 건물로 데려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문을 받은 후에 

인세인(Insein)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심문

을 받는 동안 그들은 내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물과 음식은 마시거나 먹을 수 없는 지

경이었다. 이틀이 지나서야 잠자는 것이 허용될 지경이었다. 다행히 나는 여성이라 가혹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남성들은 매우 잔인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이틀 후 나는 인세인(Insein) 교도소로 옮겨졌다. 그 곳의 감방에는 침대, 담요 하나, 요강 하나만 

있었다. 나는 6개월을 있는 동안 샤워나 빨래를 할 시간으로 다 합쳐서 15분 만 허용되었다. 그나

마 불과 몇 바가지의 매우 적은 양의 물만 허용되었다. 나는 교도소에 도착한 직후 또다시 3일 동

안을 굶었다. 그 곳의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교도관들은 항상 욕설을 하였고, 항

상 모든 문을 닫았다. 하나의 블럭에 12개의 독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잠들 시간에는 항상 모든 

문을 닫아서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읽을 수 없었고 

오직 종교 관련의 글은 읽을 수 있었다. 

인세인 교도소에 있게 된지 7개월 후 나는 고향으로부터 1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감옥으

로 이송되었다. 이전에 있던 인세인교도소는 양곤(Rangoon)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가족

들이 나를 만나러 올 수 있었지만, 새로 이송된 몽주(Mon State)의 교도소로 이송되었을 때는 가

족들이 한 달에 한 번 밖에 올 수 없었다. 

감옥의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하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을 통

해 약을 받아야 한다. 인세인 교도소에는 그나마 3명의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3명의 의사가 

10,000명의 수감자들을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수용소에 있을 때에는 의사가 없었다가 이후

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버마의 모든 정치적 수용자들을 석방할 것을 보장

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자 한 것이었음. 결과적으로 2009년 6

월 15일 677,254명의 서명이 반기분 사무총장에게 전해졌으며 이는 지금까지 버

마와 관련된 국제적 캠페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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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명의 의사가 왔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15분의 시간이 허용된다. 내가 5년 9개월 동안 수

감되어 있는 동안 딱 한 번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편지도 받을 수 없었다.

2007년 샤프론 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가 후에 석방되었다. 그들(군부)은 샤프론 

혁명 때 참여했던 단순가담자들을 매우 많이 체포했는데, 우리 때보다 더욱 혹독하게 그들을 대우

했다. 그들이 2주 또는 한 두 달 동안만 감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예를 들면 구금시설에서 

매일 한끼의 식사만 제공되었고 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우

리 때보다 더욱 혹독했고 가혹했다. 많은 인원의 단순가담자들을 짧은 기간 동안 감금하지만 그들

에게 더 큰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들(군부)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적 활동에 가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협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체포된다면 

이는 더욱 혹독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처음의 활동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범들을 체포할 때 실제로 어떠한 영장이나 증거도 없이 집행된다. 단지 “우리를 따라오

라”는 것뿐이다. 버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항의할 여지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위

험해진다. 예를 들어 8888 당시의 학생 지도자였던 민 코 나잉의 경우에도 그렀다. 그가 체포되었

을 때 그냥 감금되었으며 어떠한 재판도 없었다. 그리고 약 15년이라는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았

다. 두 번째로 체포되었을 때 그는 65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어떠한 영장이나 증거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 피고측 변호사들도 체포되었고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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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B의 구성단체>

FDB는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FDB의 주요 

구성단체는 아래와 같다.

● ABSDF(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

● ABSFU-FAC(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Foreign Affaris Committee)

● BWU(Burmese Women's Union)

● DPNS(Democratic Party for a New Society)

● NDD(Network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

● PDF(People's Defence Force)

● AAPP의 개인 회원 일부

3. Forum for Democracy in Burma (FDB)

http://www.democraticforumburma.org/eng

1) 개락적인 소개

① 1988년 이후 민주화 운동들을

진행하였던 단체 및 개인들의 정치

적 연대기구로 2004년 2월에 6개의

단체가 모여서 창설하였음

② 그 외에도 다른 소수민족 단체

들, 민주화 운동 단체 및 현존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정치적 연맹들과

밀접하게 연대하고 있음

2) 설립 목적

① 8888에 참여했던 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바탕으로 버마에 제대로 된 정부의 구성

과 법과 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함

② 효과적인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다민족 국가인 버마의 국

가의 재결합(reconciliation)을 달성

③ 버마 내 군사 독재 정권 제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달성, 버마 내에 민주연

방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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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불법적 총선 이후, 버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들

   - FDB의 사무차장 H씨 인터뷰

Q. 2010년 11월 총선 이후 태국, 특히 메솟을 통해 수많은 난민들이 새로 넘어왔다. 지금 버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A. 군부 정권이 있는 한 난민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버마에 있어서 난민문제는 일상적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원인은 첫째로 메솟 건너에 있는 미야와디를 중심으로 카렌족 내의 정치세

력 가운데 하나인 DKBA(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가 미얀마 군부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11월의 총선 때문이다. 버마 군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행된 이번 총선에 반대하는 그룹

은 계속해서 이번 선거가 더 많은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버마는 다민족

사회이고 이 민족들은 평등을 기반으로 연방 국가를 위해 싸워왔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 

독립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은 버마의 연합을 원한다. 

우리는 이 민족 그룹과 일하는데 나는 이들이 오직 진정한 연합(genuine federation of union)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군부에 의해 개정된 2008년 헌법은 이 진정한 연합을 보장해주

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버마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많은 난민들이 태국 

국경을 넘어 왔다.

Q. DKBA는 어떤 그룹인가?

A. 그들은 처음에는 KNU(Karen National Union)과 함께 했었는데 1994년에 분리된 그룹이다. 이

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카렌족 내에서 불교를 믿는 세력으로 KNU에서 분리된 후 군부와의 

휴전을 원했다. 당시 이들은 군부정권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협상을 통해 연방체제를 이루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도 점차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결국 실

패했다. 

군부는 소수민족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무장세력들을 군부의 

국경수비대로 통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소수민족의 무장세

력을 무력화시키고 군부 출신의 

한 두 명의 사령관이 소수민족 군

을 지휘하려는 것이었다. 군부는 

소수민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도

록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소수민

족 그룹은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

다. 군부는 정전을 주장한 세력들

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었다. 군

부는 정전 협정을 맺는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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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등의 경제적 권한을 주었고, 일부 리더들은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소수 

민족 내 많은 군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군

부의 제안에 동의한 소수민족들은 버마 내 다른 소수민족을 대변하지 않는다.

Q. 버마 내의 엘리트 집단은 크게 군인, 학생, 승려이다. 8888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군부의 독재에

저항했고 샤프론 혁명에서는 승려 중심이 되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사람들은 버마 내 민주주의를

위한 중심세력이 없음을 걱정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내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버마 사람들은 버마에 세 종류의 세력이 있다고 얘기

한다. “son of the schools”, “son of the military”, “son of the Buddha”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첫 

번째 혁명(1988년 8888 운동)은 “son of the schools”에 의해 일어났고, 역시 또 다시 실패했지만 

두 번째 혁명(2007년 샤프론 혁명)은 “son of the Buddha”에 의해 추동되었다. 이미 두 세력이 혁

명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부, 즉 “son of the military”만 변화한다면 민주주의

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필리핀이나 동유럽이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군대가 

시민들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았는가?

현재 버마의 군대 내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세력 다툼을 하는 고위층과 가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인들의 문제이다. 군부의 고위층은 서로 세력과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하위층의 

군인들은 생계를 위해 군대에 간 사람들이다. 따라서 버마 군대는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무너질 위

험이 있고,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하급 군인들에 의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Q. 한국에는 버마에서 오는 난민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2007년 샤프론 혁명으로 망명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을 단순 가담자로 판단하여 난민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들이 버마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당하리라 예상하는가?

A. 버마의 난민을 세가지로 분류하자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난민, 최근의 캠프 내 난민, 여기의 이

주민 사회내의 난민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이유가 많을 것이다. 깊이 관여했건 아니건, 한번 

연루된 자는 버마로 돌아갔을 때 위험에 처하기 쉽다. 한번 리스트에 기록되면 그들의 미래는 쉽

지 않다. 한국정부는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 한국 또한 태국 정부처럼 자국민에 대한, 그리고 난

민에 대한 두 가지 부담이 있어 말하기 어렵지만 받아주어야 하고, 또 다른 한가지는, 버마 난민이 

난민신청을 하면 대사관을 통해 그 정보가 버마로 보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

Q. 8888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원류이고 많은 민주화 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8888을 통해 성장했

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캠프 내

난민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버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재정착하기 원한다

는 것을 들었다. 어른 세대는 이것을 걱정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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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 자신이 버마인이며 사

회에 공헌해야 함을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버마를 개발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는 것이

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차단했다. 그러나 2007년 혁

명의 주역은 8888 이후에 자라난 새로운 세대였다. 정부가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해도 결국 8888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다. 결국 핵심은 교육이다. 버마 내 교육은 좋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낫다. 교육을 통해 버

마의 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버마 내 아이들은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해외에 쉽게 갈 수 있고 그러한 이야기 또한 들을 기회가 많을 것

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를 재건한 유일한 예는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은 나치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국가를 재건했다. 그런데 사실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은 소수였다. 아인

슈타인도 유대인이지만 그는 그의 국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다. 언제나 이러한 예외도 있는 것

이다.(웃음)  

Q. 지금은 FDB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 단체에 중요한 시기이다. FDB의 현재의 이슈나 중대 사안

은 무엇인가?

A. 우리는 선거 전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군부의 SPDC가 민주세력과 대화만 한다면 국민을 

위한 민주적 변화, 진정한 연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감히 얘기할 수 있

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웅산 수지가 석방되었는데 그녀가 모든 과정을 도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반면 쉽지 않은 면도 있다. 군부가 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수치여사는 큰 걸림돌이다. 암살을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심각

한 염려를 떨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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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e Tao Clinic

http://maetaoclinic.org

1) 개략적인 소개

① 1988년 버마의 학생 민주주의

지향 운동을 계기로 버마에서 태

국으로 넘어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난민과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단체로 Cynthia

Maung에 의해 설립되었음.

② 1989년부터 본격적인 종합병원

의 형태로 성장하여 다양한 그룹

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연간

약 15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

음(이들 중 반은 이주 노동자, 나

머지 반은 치료가 필요한 국경을

넘은 사람들)

2) 주요 활동

① 의료 서비스

내과, 외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및 중의학(침술) 등 필수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뢰 피해자 등에게 의족을 만들어 제공함

② 사회적 서비스

- 노인 대상의 호스피스

- 환자들의 가족을 위한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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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을 위한 일자리 및 재활 치료

- 지역 사회와 함께 문화·스포츠·건강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제공

- 아동 보호 & 교육 : 출생 및 무국적 아동을 위한 출생증명서 제공, 아동 개발

센터, 난민 캠프 내의 기숙사(Bamboo Children's Home) 지원, 긴급 쉼터

③ 교육

- 간호사, 임상병리, 유아/아동 건강 관리, 산파들에 대한 위생 교육, 컴퓨터 교

육 등을 제공

- 매년 약 100명의 health worker 교육, 인권 및 환경 등의 주제를 다룬 워크샵

개최

- border internship program

④ 봉사 및 캠페인

- HIV 교육 및 예방을 위한 가정 방문 및 캠페인

- 청소년 대상의 건강 교육(성 교육, 리더십 기술, HIV/AIDS)

- 이주민 학교 건강 프로그램(비타민A 결핍 및 기생충 기내 침입 예방 치료 및

교육 제공)

- primary health care clinics(버마 내 Mutraw & Pa-an District에서 각각 운영)

- Back Pack Health Worker Team을 위한 위탁 센터 및 긴급 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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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백팩팀들의 활동 상황. 버마 동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수

가 서부 국경지대에도 있다.

5. Back Pack Health Worker Team (BPHWT)

http://www.backpackteam.org

1) 개략적인 소개

① Backpacker로 불리는 활동가

들은 각 지역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각자의 백팩(backpack)에

짊어진 채 버마 국경지대의 밀

림/산악 지대를 통과하여 현지

에 전달하고 기초적인 의료 지

원을 직접 제공함.

② BPHWT은 버마 내의 카렌

(Karen), 몽(Mon), 카레니(Karenni), 샨

(Shan) 등 소수민족출신의 health worker

들로 구성된 지역 기반 단체로 국경 지대

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건강권을 위해 1998

년 8월 10일 설립.

③ 32개의 backpack 팀과 120명의 health

worker들에서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14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0개의 backpack team과 257

명의 health worker를 조직했음. 현재는 80

개의 backpack team과 300여 명의 health

worker들이 16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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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님도 국제기구도 치료를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NGO가 한다!

   - Back Pack Health Worker Team(BPHWT)의 용감무쌍 의료지원의 현장

Q. BPHWT(이하 백팩)의 활동을 소개해달라. 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A. 군부는 국가 예산의 40%를 군사비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채 3%도 

안되는 예산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된다. 그나마 이러한 의료비는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데, 주로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경지대는 의료의 사각지대이다. 특히 버마와 태국의 

접경지대는 주로 산악과 정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지역의 소수민

족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없어서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또한 군부와 내전을 벌이면서 전투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이 총격이나 지뢰에 의해 희생되

고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백팩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밥과 생선양념(fish paste)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70퍼센트 이상이 영양

실조나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도 활동한다.

2) 목적과 원칙

① 설립목적

버마인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일하며 동시에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교육을 제공

② 운영 원칙

- 기본 건강권 보호 및 증진

-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존중

- 지역 단체들과의 조화와 협동

- 지역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건강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사람들과의 조화

-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

- 건강 정보의 수집과 배포의 수단이 지역 사람들의 인간 안보를 포함하지 않아

야 함(평화적 방식을 고수)

- 적절한 의약품과 치료가 제공도리 수 없는 시골 및 격오지를 중심으로 함

- 지역의 주된 필요에 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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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팩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 현황을 알고 싶다.

A. 백팩팀에는 300명이 넘는 health worker들과 80여 개의 백팩팀이 16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하

고 있다. 이 팀들은 버마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을 포함한 마을까지 직접 의약품을 백팩에 짊어지

고 걸어 들어가서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백팩(짐)은 하나당 8에서 10킬로 정도 나간다. 자기 음식

등까지 해서 15 킬로그램 정도의 짐을 지고 골짜기로 들어간다. 일년에 두 번 의약품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치료와 간단한 수술까지 집행을 한다. 일부 지역은 평야이거나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산악이나 정글지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본부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워

크샵을 개최하여 기술지원과 의약품 보급이 이루어진다. 

Q. 백팩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또 담당하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가?

A. 한 팀당 3~5명의 팀원이 있다. 담당 지역은 지형과 인구에 따라 편차가 크다. 주요 활동 가운

데 하나는 출산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산파들에게 위생교육 등을 제공하는 TBAS(Traditional Birth 

Assistance)인데, 이 경우 20군데의 현장 지역이 있고, 각 지역에는 세 개의 팀이 있다.

Q. 백팩의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매우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충원하나?

A. 대부분은 버마 내의 소수민족 출신이다. 그들은 매우 지역적인 사람들(very local people)이다. 

따라서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가서 일한다. 

백팩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전문적인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다. 단지 응급처치와 기본적인 의료지원

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군대의 위생병과 같은) 훈련된 활동가(trained health worker)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속적인 훈련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타민 A가 영양실조 방지에 도움이 되기에 지급한다.

Q. 활동가들 가운데 사상자도 발생한다고 들었다.

A. 그렇다. 활동지역에 매설된 지뢰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버마 군대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활동가들은 각 공동체의 일부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먼저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활동가

들에게 알려서 위험을 최소화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뢰나 총격에 

의한 사상자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군대에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Q. 메타오 클리닉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외에 태국 정부나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

는 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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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98년 설립 시 대부분의 위원회원이 메타오클리닉 출신이었다. 인적, 재정적, 운영적, 펀드레이

징, 기술 기부가 많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서 워크숍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도움을 받는다. 신시아가 백팩의 대표(chair person)이다. 메타오클리닉과는 매우 가까운 협력관계

이다. 

태국 정부는 백팩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말라리아 심층 조사의 경우와 같이 협동한다. 우리

는 시민과 함께 협동하는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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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League of Burma의 구성단체>

● Burmese Women’s Union(BWU)

● Kachin Women's Association-Thailand(KWAT)

● Karen Women's Organization(KWO)

● Kuki Women's Human Rights Organization(KWHRO)

● Lahu Women's Organization(LWO)

● Pa-O Women's Union(PWU)

● Rakhaing Women's Union(RWU)

● Shan Women's Action Network(SWAN)

● Tavoy Women's Union(TWU)

● Women's Rights&Welfare Association of Burma(WRWAB)

6. Palaung Women's Organization (PWO)

http://palaungwomen.com

1) 개략적인 소개

① 2000년 10월 14일 메솟에서 설립. 위원회 회원 10명이 있으며 팔라웅(Palaung)

지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단체

② Women's League of Burma의 회원 단체들 중 하나로 버마의 여성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설립 목적

① 팔라웅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

② 팔라웅의 문화와 문학의 증진

및 보존

③ 팔라웅 여성들이 여성 인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민주주

의 운동에 참여하게 함

④ 팔라웅 여성들이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함

⑤ 버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다른 버마 여성 단체들과의 협력

3) 주요 활동 및 특징



54

① 팔라웅족의 주요 거주지인 중국-버마 경계 지역에서 인권, 성, 그리고 각종 권리

증진과 버마의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Poisoned Flowers 보고서

증가하는 아편 생산 및 중독이 북부 Shan State 내의 팔라웅 지역 사회들을 어

떻게 파괴시키는가를 다루는 보고서. 버마의 군사 독재 아래에서의 약물 근절

프로그램의 실패를 보여줌.

③ 그 외의 활동

- 메솟 지역의 Palaung 여성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여성 단체들과

협력(e.g. 월별 여성 교환 프로그램)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e.g. 컴퓨터, 언론, 인권, 의료 기술, 영어 등의

capacity-building 훈련).

< 팔라웅 족은? >

버마-중국 국경지대인 샨주(Shan state)에 거주하고 있는 팔라웅족은 20세기에 중국

에서 이주해 온 샨족에 앞서 살고 있던 이 지역의 선주민이다. 팔라웅족은 각자 고

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Rumai Palaung, the Riang-Lang, the Golden Palaung (or 

Shwe) 및 the Silver Palaung의 세 하위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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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움피엠 난민캠프 전경

7. 움피엠 난민캠프 (Umpiem Refugee Camp)

움피엠 난민캠프는 메솟에서

남쪽으로 50~60㎞ 가량 떨어

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차량으로 산길을 2시간 가량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립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움피엠 캠프는 1990년 후

반 조성되어 현재는 약

19,000여 명의 난민들이 머물

고 있다. 움피엠 캠프는 버마

의 카렌족들이 거주하는 카렌

주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카렌족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에도 버마 내의

다양한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

다.

움피엠 캠프는 UNHCR, TBBC(Thailand Burma Border Consortium), KED(Karen

Education Department)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필품과 식량 등은

TBBC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움피엠 캠프에는 IOM, UNICEF 등의 국

제기구와 RESCUE, Right to Play와 같은 국제적 NGO는 물론이고 KWO(Karen

Womens Organization)와 같은 버마인들의 자체적인 단체와 각종 학교 및 종교시설

등 다양한 조직이 활동하

고 있다.

캠프 내에서 외부로의 출

입이나 경제 활동은 금지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는 캠프 인근의 플렌테이

션 농장 등에서 제한적으

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

가 있으며, 일부는 불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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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움피엠 캠프의 청소년들과 함께 

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프 내의 생필품 등은 관련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물품(식품, 음료, 전자기기 등)이 유통

되고 있다.

다양한 NGO들과 자체적인 조직을 통

해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 및

중등교육의 전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의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20대의 청

년층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진학

이나 취학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기 힘

든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학교에서는

태국어, 버마어, 영어와 소수민족 언어

등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수학, 과학 등

기초적인 과목들이 제공되고 있다.

태국 국경 지역에 산재한 9개 난민캠프로부터 매년 1만 6천여 명의 난민들이 제3국

으로 재정착을 떠나고 있으며, 움피엠 캠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 캠프에서도 매

년 수 천 명이 재정착을 떠나고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은 합법적으

로 캠프 외부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대

부분 재정착 프로그램에 지원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정착 프로그램에도 불

구하고 매년 새로 유입되는 난민

들로 인해 캠프 내의 난민 숫자

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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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콕의 난민 지원 단체들

앞서 태국의 도심지 난민들의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듯이 방콕은 태국 내 도심

지 난민들의 주요 거주지이다. 이곳에는 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의 난민들을

지원하는 수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태국 내, 특히 방콕의 난

민들을 돕는 대표적인 단체 세 곳을 방문하였다.

가장 먼저 소개하게 될 Thai Committee for Refugees는 태국 내 난민문제 전반을

다루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다양한

그룹의 난민들을 위한 옹호(advocacy)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태국의 난민정책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곳이다. 두 번째로 소개할 Bangkok Refugee

Center(BRC)는 UNHCR의 협력기관(implementing partner)으로 방콕에 거주하는 난

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특히 의료, 심리상담, 교육, 직업훈련 및 생계비 등을 제

공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도심지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현황과 문

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소개할 Asylum Access Thailad(AAT)는 BRC

와 달리 방콕의 도심지 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단체이다.

이곳에서는 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 기관의 문제점, 특히 난민들의 법률적

지위의 취약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APRRN(Asia-Pacific Refugee Right Networ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관련

NGO들이 연대하여 조직한 지역 네트워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난민보호제도

를 강화하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정책(rights-based approach)을 지향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난민보호 향상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안적 활동을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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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CR 사무총장 Veerawit Tianchainan(오른쪽)

● “(우리는)난민과 태국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적 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 Thai Committee for Refugee, Veerawit Tianchainan 사무총장 인터뷰

Q. 방콕에는 도심 난민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TCR을 만나고 싶었던 이

유 중 하나는 대규모 캠프에 난민들을 가두어둔 채 방치하는 소위 “warehousing policy(도매창고형

정책)"의 문제와 대안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2012년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공항 근처의 영종도라는 섬에서 건립되려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의 구금시설

1. Thai Committee for Refugees (TCR)

http://uscri.refugees.org/site/PageNavigator/Thailand_Committee_for_Refugees

1) 개략적인 소개

①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USCRI)의 태국 지사가

태국에 등록된 NGO로 독립한 단체

② 동남아시아 지역 단위에서 난민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함

③ 난민 인권을 위한 지역단위의 지

원 체계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Asylum Access 등의 단체

와 협력관계를 통해 활동함.

④ 난민들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도매창고형 정책(Warehousing policy)에

반대하여 대안적 정책을 모색함. 태국 당국과 함께 난민캠프 내의 버마 난민들에

대한 직업교육, 취업 등의 제한들을 없애는 것을 추진

⑤ 태국 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하도록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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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수용시설이 될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과 경험, 그리고 태국 국경 지역의

‘도매창고형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면 좋겠다.

A. 우선 태국에 있는 난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하겠다. 지난 약 40년 간 태국은 베트남, 인도-차

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난민들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캠프가 대부분 동부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의 접경지대) 태국 동쪽 지역에서의 난민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UNHCR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정부는 난민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이는 UNHCR은 자신의 일을 하지만 태국 

정부가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는 동부 지역의 문제는 해결이 되

었고, 버마 난민들이 서부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1985년부터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

오기 시작했다. 88년 사건 이후, 92년, 95년 카렌 족 분쟁 때 등에도 마찬가지였다. 

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난민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무작정 이들을 수용해두고 있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민들이 재정착을 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년 16,000

여 명이 재정착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재정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에도 지

난 25년 간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들의 숫자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경 지역으로부터 

들어와 있다가 캠프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대략 150,000~160,000

명이었으나 현재에도 거의 동일한 숫자이다.

그런데 ‘도매창고형 정책’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여러분은 움피엠 캠프에 있는 시설들과 사람들

을 보았을 것이다. 캠프 내 난민들도 불법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있다. 그리고 평균보

다 낮지만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캠프 내에는 여러 상점도 있고 위성 TV 등이 있어서 

뉴스를 접할 수도 있다. 캠프를 격리된 지역에 건설하고 원칙적으로는 외부와의 출입이나 접촉조

차 제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인간의 몸부림(strugg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통제하고 가둬두려고 하더라도 23년 동안 

그들을 가둬 둔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태국 정부는 난민들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난민들은 이미 30여년 동안 그 곳에 있었고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

는 것이다. 그들이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술을 잃어버

린다. 태국 정부는 그들이 태국어를 배우면 계속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난민 캠프의 난민들이 외부의 플렌테이션 농장 등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들었다. 그

러나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A. 캠프 내 난민들의 취업에 관해서 관계 당국 장관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캠프 

내의 난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약 15만 명 이다. 약 반 정도에 해당하는 7만에서 7만 5천명이 성인

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 중의 일부는 노인들이며, 또 다른 일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캠프에 가서 보면 최소 20%의 난민들이 불법으로 캠프 밖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관계 당

국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은 잘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15만 명의 난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NGO들이 파악하는 것만 해도 이미 버마 출신 난민들 가운데 캠프에 들어가지 않

고 도심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가량 미등록노동자로 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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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민과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A. 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가장 주된 것은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이다. 

이민자들의 증가가 태국 경제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마약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만약 태국의 이민정책이 사람들이 유입되는 과정에 더 유연하다면, 태국이 비호 신청자들에게 있

어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말

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국가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들이 동의하는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Q. 방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태국은 1951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흔히 더 많은 난민

과 이민자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태국에서 난민을 위해 일하면서 수없이

들어본 질문이었겠지만, 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에 관련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의외의 대답일 수 있겠지만, 국가 내의 난민 보호를 위해서 난민 협약에 가입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선택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국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951 난민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난민들을 보호하는 국내법과 국내 정책에 

더욱 초점을 두고 싶다. 물론 그렇다고 태국의 난민협약 가입을 옹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제

법을 넘어서는 국내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난민 협약에 관해 옹호하는 것보다 

국내법에 관해 옹호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의미이다. 

ASEAN 국가들은 난민에 대한 체계가 부족한 지역이며, 이 중 2개의 국가만 1951 난민 협약에 가

입하였다. 매년 우리는 많은 수의 난민을 받고 있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난민보호 체계가 없다. 그

래서 우리가 난민을 위해 적절한 국내법 체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다.

Q. TCR이 진행하는 사업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우리는 난민들을 위한 사업을 태국인들을 중심으로 함께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국 차원에서 난민을 위한 “창의적 사업계획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접수를 받은 상태

이며, 이들 중 일부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할 것이다. 이후에는 대학교와 

함께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대안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민을 지원하는 정

책이 자선 사업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태국 사람들과 난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실행 가

능성과 실행 능력, 그리고 해당 지역 사회의 역량을 보아야 하며, 그 사업 모델이 스스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올해에는) 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정책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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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BRC 내 난민신청자 자녀를 위한 학교의 조회 

모습

2. Bangkok Refugee Center (BRC)

http://brcthai.org

1) 개략적인 소개

① UNHCR의 협력기관

(implementing partner) 중 하나로

방콕의 난민(버마 제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음.

② 태국의 COERR(Catholic Office

for Emergency Relief and

Refugees)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2) 주요 서비스

① 교육(BRC Learning Center)

2세 이상의 약 180명 이상의 학생들을 나이와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운영.

2007년 7월, 12월부터 각각 수학, 컴퓨터 수업을 시작하였음.

향후 심화 수업을 제공과 BRC로 올 수 없거나 방콕 지역 밖에 사는 난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수업을 제공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② Legal Aid

도심지역 난민(urban refugee)을 위한 법률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 결혼, 출생,

사망 증명서와 같은 사법 절차 및 태국 경찰들과의 협상과 개입.

③ Social Services

사회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치료, 식량과 주거를

위한 월별 재정 지원, 식량 지원, 위생용품 공급, 특별 활동과 기타 심각한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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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edical Aid

BRC 내의 자체적인 의료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심리상담

및 치료도 제공됨.

⑤ 직업교육(Vocational Training)

2007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 재정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자체적인 수익창출 사업의 일환

으로 2008년 1월에는 BRC 카페를 개설하여 난민들에게 행정 및 경영의 경험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3] BRC에서 난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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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AT 사무실 건물

3. Asylum Access Thailand (AAT)

http://www.asylumaccess.org

1) 개략적인 소개

① mission

-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NGO로 제3 세계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함.

- 난민의 일차 수용국에서 난민에게 법률 정보 및 조언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

고 전세계의 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옹호 활동을 추진함

② vision

- 난민을 필요가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인식. 난민의 인권을 위해 일함으로

써 전세계의 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일을 지원.

2) 활동 소개

① 감시와 법률상담

- 난민지위결정 절차가 공정하고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난민들에

대해 법률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

② 태국에서의 옹호(advocacy)

- 태국 정부가 1951 난민 협약에 가입하도

록 압력을 가함

- UNHCR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더

라도 태국 정부에 의해 법적 지위가 없는

이주민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

- 취업 금지, 항시적인 구금의 위험, 자녀들

의 취학의 어려움 등 난민들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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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PRRN 동아시아 실무그룹 모임

[그림 25] 이주민 구금 실무그룹

4. APRRN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http://refugeerightsasiapacific.org/

1) 개략적인 소개

① APRR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난민 지원 단체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 및 주제

별 하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다

양한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② 2008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프루에서 결성되었으며,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22개국 이상의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2) 조직 구성 및 주요 활동

① 지역 실무그룹

- 남아시아 난민권리 감시 네트워크

- 동남아시아 실무그룹

- 동아시아 실무그룹

- 태평양-오세아니아 실무그룹

② 주제별 실무그룹

- 이주자 구금 분야

- 법률지원 및 옹호 활동 분

야

- 위기 속의 여성 분야

- 건강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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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옹호 활동 분야

③ 이사회 및 사무국

- 이사회는 전체 총회에서 선발되는 의장 및 부의장과 지역 실무그룹의 의장 및

부의장, 주제별 실무그룹의 의장과 일부 지명직으로 구성됨.

직    책 이    름 단    체 국  가

의장
(Chair)

황 필 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  국

부의장
(Deputy Chair)

Gopal Krishna Siwakoti INHURED International Nepal

실무그룹 
대표

(Working 
Group 

Represen
tatives)

남아시아
Florina Benoit OfERR India

Khalid Shezad Mir
Pakistan Int. Human Rights 

Org.
Pakistan

동남아시아
Veerawit Tianchainan Thai Committee for Refugees Thailand

Vladimir Hernandez
Community & Family 
Services International

Philippines

동아시아
Brian Barbour

Hong Kong REfugee Advice 
Centre

Hong Kong

최 원 근 난민인권센터(NANCEN) 한  국

태평양

-오세아니아

Tamara Domicelj Oxfam Australia Australia

Kafeba Mundele
New Zealand National 

Refugee Network
New Zealand

이민구금 김 종 철 법무법인 소명 한  국

법률지원 및 옹호 Medhapan Sundaradeja Asylum Access Thailand Thailand

위기 속의 여성 Efterpy Mitchell Uni. of NSW, Australia Australia

건강권 Ashok Xavier OfERR India

사무국 대표
(Host Org. Rep.)

Yap Swee Seng Forum Asia Thailand

임명직
(Nominated Rep.

Marip Seng Bu Kachin National Organisation Japan

[표 20] APRRN Steering Committee 구성원

-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포럼 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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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PRRN 3차 총회(APCRR3) 단체 사진

④ 주요 활동

- APRRN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 지원 단체들 및 개인들의 정보 교류, 상호 간

역량 강화 및 공동 행동을 목표로 함

- APRRN은 네트워크의 핵심가치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에게나 개

방된 네트워크로 핵심가치는 아래와 같다.

ⅰ) 권리에 기반한 접근 방식

ⅱ)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

ⅲ)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에 기반한 활동

- APRRN은 UNHCR과 주요 국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및 컨퍼런스, 긴급한 사건에 대한 옹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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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5․18기념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시행된 이번 태국 현지 조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메솟 지역의 난민캠프와 단체들을 방문함

으로써 태국 내 버마 난민들의 현실과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방콕의 난민단체들을 통해 태국이 처한 난민문제, 즉 수용국의 입장에서 갖는 어려

움과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RRN 3차 총회에 참석함

으로써 아시아 지역 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총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대거 상임이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아시아의 난민보호 제도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메솟에서는 버마 출신 난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메타오 클리닉, BPHW,

AAPP, FDB, PWO 등의 단체를 통해 버마 난민들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과 버마 민

주화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버마의 민주화와 태국 내 버마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

었다. 초기의 메타오 클리닉은 태국 내 버마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작은

의료기관으로 태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지만 어느새 메솟에

서 국립병원 다음으로 큰 의료기관이 되어 이 지방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규모와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BPHW는 버마-태국 국경을 넘어 산

악 및 정글지대에서 군부의 박해를 피해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지원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백팩에 의약품을 짊어진

채 정글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버마 내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을 지

원하는 AAPP, 버마 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FDB, 팔라웅 소수민족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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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꼬냐를 만드는 제조 과정. 재료는 알 수 없지만, 

강한 향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을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는 PWO까지 다양한 활동을 확인하고 이

들과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난민캠프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생활, 경제 활동, 이동의 자

유나 교육 및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제한된 채 외부의 구호식량과 일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버마 난민들의 좌절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특히 난민캠

프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꼬냐’는 이러한 절망감을 상징하고

있었다. 일종의 향정신성 물질로 강한 중독성과 경미한 환각작용을 가지고 있는 ‘꼬

냐’를 파는 가게 앞에는 한창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반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자아의 실현이나 경제적인 자립 또는 가

족 부양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

일 것이다. 그러나 난민캠프의 젊은이들은 자체적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

수한 후에는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 일부 어른들은 몰래 캠프 바깥으로

나가 주변의 플렌테이션 농장 등에서 일을 하지만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 기회는 그리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공부를 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고, 단지 언젠가 미

국이나 유럽으로 재정착을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만이

유일한 꿈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료함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를 견

디기 위해서는 현실을 벗어나

환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꼬

냐’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꼬냐’를 사고

파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

다.

태국인보다 버마인이 더 많은, 그러나 태국의 영역에 속한 메솟. 이곳에서 살아가는

버마인들에게 메솟은 태국도 아니고 버마도 아닌 자신들의 해방구이다. 그러나 이

곳의 현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은 아닐 것이다. 태국에서 살고 있지만 버

마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야 하고, 아이들은 버마의 정규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버마어를 배우면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민족 고유의 언어를 배우고,

태국에 적응하기 위해 또 태국어를 배운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으로 재정착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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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대비해 영어도 배우고, 한류 열풍에 휩쓸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도 연

습한다. 안전과 생존이 보장되는 난민캠프에 들어간다면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무기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하고, 자유를 찾아 캠프를 벗어나 단속과 강제송환

을 무릅쓰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비정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 메솟이 처한 현실이었다.

한편 방콕에서 만난 도심지 난민들과 지원 단체들 역시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에 직

면해 있다. 방콕에 방치된 채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도심지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용 시설에서 지내는 버마 난민을 부러워 할 지경이다. 난민협약의 체약국

이 아닌 태국에서는 버마를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의 난민들에 대한 난민지위 심사

와 보호의 책임이 UNHCR에게 있다. 그러나 UNHCR의 관료적 시스템으로 인해

난민지위 인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설사 난민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이들 대한

보호의 책임이 없는 태국 정부는 이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UNHCR에서 인정받은 난민인정 여부를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부패한 태국의 출입국 직원들이 이들을 단속한 뒤 본국으로 강제송환을

시키거나 송환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인신매매의 매개로 악용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콕의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을 만나 본 결과 이들은 방콕에 체류하고 있는 도심지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법적 지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지방문 직후인

12월 15일에는 UNHCR에서 인정된 난민과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들이 포함된 86

명의 파키스탄인들이 태국 출입국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

다.

UNHCR은 협력기관들을 통해 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BRC의 경우 난민들에게 생계비, 의료, 교육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현지 UNHCR 사무소의 규정으로 인해 난

민신청자들(asylum-seekers)에게는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AAT는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태국정부의 부정적인 태

도와 UNHCR의 관료적 시스템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TCR과 같은

단체는 태국 정부의 난민정책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생 단체로서의 한계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태국, 그러나 태

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UNHCR에 의해 난민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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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설사 난민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언제 태국 출입국

당국에 단속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지 알 수 없는 법이다. 게다가 난민신청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태국 정부는 고사하고 UNHCR이나 NGO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을 받을 수도 없고,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제외하고는 거

대한 이민자 사회 속에 기대어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 태국인 것이

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의 시민사회들이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 이러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APRRN은 창립

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활발한 국제 옹호 활동(international advocacy)과

강력한 네트워크 내 연대와 역량강화 활동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난민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이민자 구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적 정책의 모색, 난민의 사회권과 심리적 안전망 제공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3차 총회(APCRR3)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아시아 각국

에서 있었던 주요 난민 이슈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난민법안(난민등

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운동의 결과(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가 큰 관심

을 모으기도 했고, 이민자 구금과 동아시아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법무부에 의해 강

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시설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무법인 소명, 공익재단 동천(태평

양 산하) 등이 참석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활

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NGO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전체 부의장이었

던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전체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이

민자 구금 실무그룹의 부의장이었던 김종철 변호사(법무법인 소명)가 의장에, 동아

시아 실무그룹에서는 최원근 팀장(난민인권센터)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 향상에 있어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난민보호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에서 한국이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우리는 비정상의 현실을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아시

아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난민들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메솟, 철저하

게 주변인으로 소외되는 방콕의 난민들은 그 현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의 현실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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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던져주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

으로 바꿔가려는 풀뿌리 노력들이

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메솟

에서는 버마의 민주화와 태국내 버

마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단체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

서 작지만 영웅적인 투쟁을 이어가

고, 방콕에서도 태국의 난민정책에

서 시작해서 법률과 생계 지원을

통해 난민들과 함께 걸으려는 NGO

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난민인권 향상을

위해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APRRN 역시 주목해야 할 조직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끝에 언젠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난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당

한 권리와 존엄을 존중 받는 날이 올 것을 꿈꿔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