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팬데믹 시대의 이동 약자의 위기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모든 이의 움직임을 차

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

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2020년과 2021년

에 1570억달러(한화 약 173조 98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로 인해 급감한 항공 교통량의 경우 

2024년에 이르러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

다.1)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

들은 치솟는 확진자 수로 인해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였

고, 해외로 오고 가는 항공편의 운항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른 대륙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IATA, 

2020). 

2019년까지만 해도 자유로이 오고가던 국가 간의 이동

은 이제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인간임을 입증하지 않으

면 쉽사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 인구와 물자의 

흐름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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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난민에 대한 이슈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탐색한다. 분석 

결과, 1990년대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되던 보트 피플과 관련된 난민에 대한 사건들이 2000년을 지나 탈북민으로 전환

되고, 2018년을 기점으로 제주로 온 예맨 난민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민의 대상 변화를 통해 난민 

이슈가 국외적인 논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의 난민법과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 난민 이슈가 집중되는 제주의 경우, ‘무사증’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지역의 문제로 강화되는 현상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난민 이슈의 변화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모빌리티의 정치가 

불균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예측치 못한 새로운 이동과 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난민, 제주, 보트피플, 탈북민, 예멘, 모빌리티 정의

Abstract :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domestic refugee situations i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fugee-related incidents shifted from boat people flowing 

in from Vietnam in the 1990s to North Korean refugees since 2000s. Recently, the discourse about 

domestic refugees has rapidly changed to highlight Yemeni refugees who came to Jeju from 2018. 

Throughout the change in the discourse of refugees in Korea, refugee issues that dealt with as an overseas 

news became a domestic one, thereby leading to the amendment of refugee laws and systems. In the case 

of Jeju where refugee issues are currently concentrated, the “Visa Free Entry” system has become an 

unforeseen variable, which is further complicating loc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s of 

mobility is unequal to the refugee and produces the result of another unexpected mobility-immobility. 

Key Words : Refugees, Jeju Island, Boat people, North Korean refugees, Yemeni Refugees, Mobilit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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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자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비단 글로벌 스케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이동’에 대한 선택들은 방역이라는 목적에 의해 제

한되고, 특정 국가에 있어서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이

동이 허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불평등은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

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비정

규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집단

에서 위험이 가시화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해결되지 않은 주요한 이

슈였으나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들의 활동반

경이 더욱 더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에게 제공

되었던 돌봄 서비스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이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도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이동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 선택 

영역 그 이상의 것으로 인권과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빌리티 정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해온 미미 셸러(2018)에 따르면, ‘모빌리티 정의(Mobility 

Justice)’ 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동을 통제, 관리하는 

권력 체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생산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로컬 스케일에서

는 사람, 자원 및 정보의 유통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면. 글

로벌 스케일에서는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 주체들이 어

떤 식으로 월경, 도피, 회귀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빌리티 정의를 살펴본다는 것

은 개인의 신체에서부터 거리와 도시 공간, 국가와 행성을 

뛰어 넘는 모든 공간성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의 모빌리티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기술 공학적 접근을 제외3)한다면, 크게 모빌리티의 주체

들에 대한 논의(한수정, 2019; 배진숙, 2020)와 모빌리티의 

요인과 기제를 탐색하는 논의(이용균, 2015; 윤신희･노시

학, 2015; 2016), 그리고 모빌리티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과 

구조에 대한 대응(조명래, 2015; 이상봉, 2017; 이진형, 2018)

에 대한 것들로 나뉜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모빌리티 

담론들이 모빌리티에 대해 정주와 정착과 대비하여 공간

적인 요인과는 무관한 흐름의 양태로 인식해왔던 것을 지

적하고(노시학, 1996; 고민경, 2019), 다양한 기술 결합에 

의한 사회-경제적 공간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관계들의 형

성(윤신희, 2018)으로서 모빌리티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

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기술에 대

한 접근성 제약이 모빌리티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배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접근 방

식이 모빌리티의 사회심리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공학적 

문제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노시학, 2014; 

이유신, 2019; 박지영, 2020). 또한 모빌리티의 개인적 차

원의 경험을 다루어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미시

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도 등장하였지만(이용균, 2019; 

고민경, 2020) 이러한 연구 역시 특정 공간과 현재적 시점

에 국한되어 적용된 모빌리티 논의였다는 점에서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모빌리티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모

빌리티의 변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지

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모빌리티 정의라는 개념은 ‘이동권’이

나 접근권 등으로 다루어져 왔다.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이

동권은 교통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제약의 문

제로 이해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법 제도의 도입과 개정 혹

은 교통수단의 배치 및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연구

들이 대다수였다(윤상용, 2004; 이경준･서문진희, 2013; 

노호창, 2020; 이선영･이홍직, 2020). 허창덕･신주영(2011)

은 자유롭지 못한 이동이 사회생활의 참여를 제약하여 사

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장

애인의 이동권 분석을 통해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동권과 모빌리티 정의는 이동의 문제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유

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빌리티 정의와 같은 경우, 

‘이동의 정치(politics of mobility)’(Adey, 2006; Cresswell, 

2008, 2010)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동을 공평하게 접근하

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 이동

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기술 및 제도 

등을 통틀어 설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빌리티 정의의 개념을 가져옴으로

써, 국내 난민 이슈에 대한 해당 개념의 적절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난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난민에 

대한 이슈 변동이 시-공간적인 요인들의 결합으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난민의 문제를 국외에서 국내의 것으

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빅카

인즈를 활용한 난민과 연관된 주요어 및 지역명 빈도분석

을 수행하였다. 국내 미디어에서 제작된 텍스트 및 다양한 

사진, 그래픽 자료가 방대한 양으로 누적되어 있는 뉴스 플

랫폼으로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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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등을 포함한 신문, 방송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빅데

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4)

를 제공하며, 신문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된 뉴스의 트렌드

와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

요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

석 대상 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정하

였고 검색어의 의미 변동을 구별하기 위해 구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밖에 난민 이슈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위

해, 신문기사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국 단위로 발간되는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빅카인즈를 통해 1차적으로 기사

를 수집하고, 난민 이슈가 많은 국제 지역의 난민 기사를 제

거한 뒤, 2차로 국내 난민 이슈만을 다룬 기사들로 다시 필

터링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 첫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

는 난민 이슈를 모두 다루었다는 점 둘째, 난민 이슈와 관련

된 공간적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들 수 있다. 30년간의 신문기사를 시계열

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내 이슈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내의 특정 지역이 난민과 연관

성을 갖게 되는 시점, 이슈가 부상하고 집중되는 시기에 해

당 지역에서 언급된 이슈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2. 국내 난민 논의의 현재

난민과 관련된 국내 신문기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 

난민 연구의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난

민 연구의 흐름은 크게 첫째, 난민법, 제도 관련 연구, 둘째, 

텍스트마이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한 난민 담론 

분석, 셋째, 난민의 경험과 서사를 기술한 연구 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난민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난

민 관련 정책과 판례들을 분석하여, 당사자에 대한 난민 인

정 입증 책임의 과도함과 같은 난민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한계, 난민 관련 전문가 부족 등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미

비, 난민 심의 이후의 정착 지원 방안 부족 등과 같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어왔다(손영화 2019; 정금심, 

2018). 

난민법을 다루는 연구들의 핵심에는 난민 인정, 난민 신

청, 인도적 체류의 혜택 및 분류 기준을 비교해서 제시하

고, 인도적 체류자가 구체적인 권리와 비호 내용이 명시되

어 있지 않게 때문에, 배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신

성식･서봉성, 2020). 따라서, 예멘 난민과 함께 이슈가 되

었던 무사증 제도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해당 제도의 개선

과 함께 난민 제도 악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

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조영희･박서연, 2018). 

국내 난민법의 분석 연구와 더불어 타국의 난민법에 대

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독일(이병렬･김희자, 

2011; 안성경･윤이숙, 2013), 영국(김성진, 2016), 프랑스

(박선희, 2016; 심성은, 2019) 미국(최유경, 2017), 중동(남

옥정, 2017), 아시아(서지원, 2018; 김은경, 2020)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난민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난민법과

의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유럽과 

서구 사회에서 적용되는 난민법은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

을 중심으로 난민을 선별하고, 국내의 사회 안정을 위해 난

민이 자국내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하여 경

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수정된 포용정책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안성경, 2017). 이에 비해 아시아나 중동 지

역의 경우 난민에 대한 지역 인권법제가 부재하거나 불명

확하다는 점에서 난민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법의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난민의 보편적 기본권과 인

권보장으로서의 난민법체계로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도 

최근 난민법을 다루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박인현, 2016; 

김용철, 2020). 이러한 연구들은 난민법을 국가 주권의 영

역으로 다룰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한 강제출국 혹은 입국

차단이 당연시 되는데(노동영, 2019), 출입국법이나 이민

법과는 달리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국제

적 합의와 함께 국내법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포용성

을 요구하고 있다.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지연

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의 도입에 있어 국가보다 NGO와 

같은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

목할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노관령･이태동, 2019). 

두 번째, 예멘 난민 이슈 이후 두드러진 연구 경향은 난민 

보도와 관련된 뉴스 논조 분석 및 댓글 분석 연구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졌는데, 신문 기사, 뉴스는 대중들의 생각

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거나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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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예멘 난

민 관련 기사의 댓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요 키워

드를 도출한 강진구･이기성(2019)의 연구에서는 난민에 

대한 감정 분석의 측면에서 강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난민찬성 측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국내 체

류 난민의 어려움(김신영, 2019)이나 난민 이슈를 바라보

는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신문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

는 연구(손사라, 2019) 등도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 여론 흐

름들을 엿볼 수 있다. 유사한 연구로, 신예원･마동훈(2019)

은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모습들을 각기 다른 

성향의 두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보도 담론의 차이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중심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지

의 논조와는 달리, 인도주의적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진

보지의 논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통해 난민을 바라

보는 언론의 관점이 신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나 댓글 등을 통한 난민 이슈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담론 분석은 현재적 시점의 난민 연구

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확장되고 있다(구기연 2018, 김현미 

2018). 예를 들어, 예멘 난민을 기존의 반다문화주의의 관

점에서 보거나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

구들이 해당된다(전의령, 2020). 그 중에서도 ‘가짜 난민’ 

담론은 제주 예멘 난민을 비롯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의 중심에 있다(오혜민, 2019). 

신지원(2019)은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가짜 난민 담론 속

에 ‘복지체계에 의존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주한 가짜 

난민이라는 위법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존재하며, 이러

한 담론으로 인해 난민 유입의 차단뿐만 아니라 난민신청

자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제한하고 복지수당을 축소하는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즉, 난민에 대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이며, 불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난민에 대한 배제 여론

이 담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서영표, 2020).

한편 난민 담론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병하(2018)는 사회안보의 문제로 

난민 이슈가 정치화 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난민 이슈

가 안보의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정치화-정치화-안보화

의 단계로 이행하며, 비정치화 담론의 과정에서 반-이슬람 

담론, 반-다문화 담론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난민이 국가 안보를 위

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담론의 생산과 확산이 현재 한국

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형성된 담론을 전환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점이다(김현정･문보

경, 2016; 이신화, 2017). 

셋째, 난민의 입장에서 유입 배경 및 정착의 경험들을 다

룬 연구들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들은 인터뷰 대상자로서 

난민의 접근 어려움, 대면을 통한 장기적 조사 요구 등과 같

은 연구 방법의 한계로 위의 두 주제들보다는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당사자로서 이방인 혹은 혐오와 

동정의 대상이 된 경험과 생각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난

민 연구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김경연, 2012; 한건

수, 2014; 송효진 등, 2018). 박상희(2019)는 한국에 거주하

는 난민 16명을 심층면담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에서 겪은 

배제 경험을 분석하였다. 난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과 동등한 인간 혹은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소속

되지 못했고 한국인과 다른 존재로 규정되었다. 한국인들

은 난민에게 열등성을 부여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귀결시켰다.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한국은 사회구조적 측

면에서 난민을 열등한 인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

였다고 볼 수 있다(이유혁, 2017).

한편 탈북난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민족적 동질성, 인

종적 유사성 등의 이유로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난

민들과는 다른 독특한 내러티브로 다루어지고 있다(이희

영, 2013). 중국과 한국 등과 같은 주변국과 본국인 북한 간

의 관계 변동에 의해서 탈북민의 난민화는 복잡한 관계망

을 만들어낸다. 손명희(2018)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이 유럽 및 서구 국가로 나가는 사례가 급

증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들이 북한을 탈출해 캐나

다로 바로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여 난민 신청하려는 배경

과 한국과는 다른 서구 사회에서의 적응 상황들을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탈남 현상이 탈북

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민족적 동질성에 기대어 탈

출을 감행한 탈북민들이 더 큰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게 된 

것이 이주의 배경이 되었음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부정과 배제를 경험하면서도 새로

운 공간을 만들어내 한국의 구성원으로 변화하는 과정들

을 탐색한 연구들을 통해 정착의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

지 않은 북한 외의 난민들과는 다른 경험들이 누적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시라 등, 2020; 조정아, 2014). 

정리하면, 국내 난민과 관련된 이슈는 난민에 대한 제도

적, 담론적, 경험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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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멘 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

내로 유입된 난민들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정하게 되는 

근원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영역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예멘 출신의 난민들이 직면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과 난

민 발생의 원인을 해당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여 다루면서

(김중관, 2020), 송출국과 이주국(혹은 경로가 되는 국가)

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난민에 의한 유입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관을 포함하는 공간적 차원의 변동을 다루는 연구 역시 

실증적 측면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하용삼･배윤

기, 2013; 최은주, 2018)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

기할 수 있다. 

3. 국내 난민 이슈의 변동과 함의

1) 난민 관련 키워드의 시기적 변화

이 장에서는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국내 난민 이슈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수행되어 온 미디어 분석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신문과 TV 뉴스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관련 전문가나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대중들을 통해서도 손쉽게 공

유, 소비됨으로써 여론이 만들어지고 혼종적인 미디어 담

론 경관을 만들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세은･김수

아, 2008; 황경아, 2017; 정은주, 2018). 예를 들어, 특정 집

단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대한 논의는 언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김경모, 2012; 이수범･강연곤, 2013), 언론

이 여론을 조성하고 그것의 강약과 방향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에서 유포되는 키워

드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는 이슈의 흐름

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

고 있는 뉴스 분석 서비스 ‘빅 카인즈(BIG KINDS)’를 활용

하여 난민과 관련된 이슈, 사건,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고 여론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한다. 수집된 기사를 바

탕으로 1990년 베트남 난민부터 현재의 제주 예멘 난민까

지 시기별로 난민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키워드의 빈

도와 관련 토픽들을 분석하였다. 기사 출현 단어 중 유의미

한 분석에 활용할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난민’으로 검색된 기사의 메타정보5)를 활용

하였다. 

분석 대상의 신문은 전국에 발간되는 중앙일간지(경향

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사의 수집

은 빅카인즈를 통해 1차적으로 수집하고, 유럽, 아프리카 

등과 같은 난민 이슈가 많은 국제 지역의 난민 기사를 제거

하여 2차로 국내 난민 이슈만을 다룬 기사들로 다시 필터

링하였다.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통해 빅카인즈의 기사 제

공 시점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과 관련된 보도자

료의 수는 ‘11,237건’으로 검색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티모르, 시리아, 르완다, 코

소보, 소말리아 등 난민과 연관된 국외 사회 이슈를 제외한 

국내 난민 이슈만을 추출한 결과, 1990년대 45건에 불과하

던 난민 이슈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멘 난민이 이슈가 되었던 

2018년에 검색된 난민에 대한 기사는 총 1,288건으로 1990

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35배에 해당하는 증가량을 보

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사 건수에서는 난민 이슈가 어떤 흐

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018년 예멘 난민 이슈

로 인한 급격한 기사수 증가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는 있으

나, 보다 세분화된 난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간별 구

간을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국

내 난민 이슈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으로 검색된 중앙일간지의 기

사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상위 10위에 포함된 단어들은 ‘중국’, ‘러시아’, 

‘미국 외무부’등과 같은 외교적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

명 이외에도 시기별로 두드러지는 ‘북한벌목공’, ‘강제송

환’, ‘제주’, ‘예멘’ 등과 같이 난민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여주

는 키워드 등이 국내 난민에 대한 주요 이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난민의 국제적인 지위 보장에 영향을 미치

는 유엔난민사무국(UNHCR)과 같은 국제기구는 거의 모든 

시기에 출현하고 있으며, 국내 난민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부터 난민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으로써 국내 난민 이

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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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0년까지는 탈북민과 관련된 이슈가 난민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면, 2011년부터는 ‘예멘’, ‘인도적체류’, ‘외국

인청’, ‘제주도’ 등과 같은 국외 지역에서 유입된 외국인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완전히 바뀌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키워드 특성을 살펴보았

음에도, 이러한 시기 구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중

치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키워드

의 과대 표집으로 인해 특정시기 발생한 이슈들이 묻히고 

신뢰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에서 2000

년대 사이에 이슈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월남 난

민과 탈북민인데, 보트피플로 대변되는 월남 난민의 경우, 

1993년 부산 수용소의 폐쇄 이후 언론에서의 언급 빈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탈북민의 경우 다양한 탈북 사례가 일(日)단위로 

발표되면서 분석 대상의 기사수가 월남 난민의 기사수를 

뛰어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 난민 이슈에서 월

남 난민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따라

서 난민 이슈의 변동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5년 단

위로 분석 기간을 줄여 키워드 추출을 실시하였다. 

2) 시기별 난민 이슈의 변화

(1)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난민 이슈 : 

보트피플에서 탈북민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서 검색된 난민 이슈는 

보트피플과 탈북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6)로 정리할 수 있

그림 1. 국내 난민 관련 뉴스 기사 변동량

표 1. 시기별 난민 관련 상위 10개 단어 빈도

1990-2000 2001-2010 2011-2019 1990-2019 (전기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1 중국 583 탈북자 1067 법무부 534 법무부 762

2 탈북자 417 중국 852 예멘 372 외국인 682

3 러시아 372 UNHCR 266 대법원 170 탈북자 571

4 UNHCR 230 법무부 220 제주도 155 중국 482

5 미국외무부 188 러시아 105 청원 140 예멘 467

6 식량난 105 제3국 70 인도적체류 133 대법원 223

7 북한벌목공 66 국제법 67 중국 129 UNHCR 217

8 노동자 64 강제송환 49 청와대 127 러시아 203

9 대응책 38 기자회견 40 외국인청 111 인도적체류 189

10 제3국 37 브라운백의원 27 인천공항 101 제주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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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오는 

보트 피플에 대한 난민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1977년대부

터 한국으로 유입된 베트남 난민들은 베트남 전쟁에 기인

한 것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 수용이었다. 베트남인

들에게 한국은 제 3국으로 가기 위한 임시적인 체류국 역

할을 하였다(노영순, 2013; 2017). 

베트남 난민들에게 한국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다. 베

트남 난민들 중 국내에 남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따

라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베트남인들의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한국이라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어

려움 등이 이들을 설명하는 기사 내용7)들이었다. 베트남 

난민들은 한국으로 완전 정착보다는 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경제적 상황이 나은 서구 

국가로의 이동이 흔한 사례였기 때문에 ‘난민’이 국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 당시 난민에 대한 

여론은 전쟁 난민에 대한 동정과 ‘임시 체류자’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므로 난민에 대한 반발, 부정적 여론은 매우 미약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월남 거류 한국인들과 월남 피난민 1천3백35명을 태운 우

리 해군 LST함 두 척이 13일 아침 부산에 도착했다...월난

민들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구조해온 패국의 난

민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국민이 맞이해온 해외 손님

들 중에서 결코 기다리지 않았고 가장 준비 없이 창졸간에 

접하게 된 사람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난민들

에 대한 구호의 책임을 누구에게 논하기에 인도적인 견지

에서 그들을 따스하게 대해 주어야겠다. 특히 난민들의 수

용을 잠정적으로 맡게 된 부산 시민들의 협력을 촉구해 마

지 않는다...8)

1993년 부산 임시 난민 체류시설이 폐쇄된 이후, 해상으

로 접근한 베트남 난민들은 대부분 공해상으로 추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난

민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추출된 키워드를 보면

(표 2), 보트피플이 가장 큰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

남 전쟁과 연관된 공산화, 베트공, 공산정권, 월맹군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시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

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베트남 대통령 구엔 반 티우의 이

름도 함께 등장하였다. 또한 베트남 난민들의 송출지로 전

원 3국, 뉴질랜드 등이 눈에 띄며, 부산 난민 수용소의 위치

였던 해운대구 재송동이 1990년 초반 난민과 연관되어 있

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난민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국내 이슈가 된 것은 북한의 

벌목공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1967년 3월 체결된 소련-북

한 간 목재 및 채벌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공동산림채벌을 중

심으로 하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북한노동자들

의 가족까지 이주시켜 촌락을 형성함에 따라 주택, 학교, 

병원의 건설은 물론 채소와 육류, 우유 생산을 전문으로 하

는 국영농장(Sovkhoz)으로 운영되었다. 1991년 북한 외화

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소련 시베리아 하바로프스

크 벌목현장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북한주민 장모씨9)가 

한국으로 귀순하게 됨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 유입이 본격

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 마찰

이 심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탈북민 발생 이후 러시아

(당시 소련)에서 체류하던 벌목공들이 남한으로 귀순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되자 한국 내에서도 탈북에 대한 대

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은 앞서 언급된 미온적인 태도의 베트남 난

민과는 달리, 대규모 탈북 이슈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한민

족으로서 구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 종교단체를 중심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규모 “북한난민(難民) 발생대책 

강구”10), “유사시 북 난민 최대 200만명”11) 등과 같은 기사

표 2. 1990년대 난민 집단별 주요어

　

베트남 난민(1990-1995) 탈북 난민(1995-2000)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보트피플 13.92 중국 275.86

2 월맹군 11.77 러시아 143.87

3 민주화 7.71 식량난 108.28

4 공산화 6.69 중국정부 73.05

5 대한적십자사 5.71 남한 57.08

6 해운대구 재송동 4.29 외무부 35.61

7 티우 3.81 강제송환 33.83

8 공산정권 2.86 UNHCR 33.52

9 전원 제3국 2.47 홍콩 28.55

10 뉴질랜드 2.18 제3국 27.01

11 국교정상화 1.75 대규모 22.86

12 무국적자 1.67 시베리아 벌목장 21.14

13 파리평화협정 1.67 국제사회 21.07

14 베트공 1.6 기자회견 20.51

15 구호활동 1.6 김정일 17.41



백일순･구기연

- 136 -

들은 당시의 탈북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가 상당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뒤이은 

자연재해 및 경제난 심화 등에 따른 체제위기에 따라 등장

하게 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이 급

증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제주 예멘 난민 이슈

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난민 이슈는 주로 ‘탈북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1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난민 이슈와 관련된 주

요 행위자는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 단위이며, 탈북

민의 이동과 관련하여 망명, 강제 송환 등의 방식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1990년대 탈북민 이슈는 국가 간 외교문제

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국가의 결정이 중

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는 국제적, 외교적 측면과 국가 간 의사결정이 난민 수용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난민’ 자체에 대한 국내의 내부적 

관심이 아직은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01-2015년 난민 이슈13) : 

탈북민 이슈의 지속과 법제도의 정비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내 탈북민 이슈는 2000년대

에도 이어졌다. 당시 국내의 난민에 대한 여론은 해외의 난

민 이슈보다는 “난민=탈북민” 등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는 지점에서, 난민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탈북민’라는 

키워드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대는 가족 단위의 탈북민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국내 입

국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고, 인권의 측면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여론에 복합적으로 뒤엉켜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1997년 일가족 17명이 식량난으로 함북 화대군

에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이래 1999년 8월까지 중국에서 

숨어 지냈던 장길수씨 가족은 중국 베이징 소재 UNHCR 사

무소에 진입, 난민 지위 인정과 한국 망명을 요청하였다. 

북한 당국과 중국 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

으로 송환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민

들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같은 제 3국행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길수씨 가족 역시 태국, 필리핀 등으로 

이동을 염두에 두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

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탈북민의 수는 30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통일부, 2019). 탈북민이 발생한 90년대 초에는 국내로 들

어온 인구가 9명이었지만, 가장 많은 탈북민 입국이 이루어

진 2009년은 2,914명으로 급증하였다(그림 2).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탈북민 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였다. 그러나 탈북민들을 난민

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새로운 행위자

들이 부상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국 국무부’와 

‘UNHCR’이 탈북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난민 이슈의 주요 키워

그림 2.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수

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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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지점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난민에 관한 1951년의 유엔협약과 

1967년의 의정서를 체결한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

면서 “UNHCR는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인해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

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장길수군 일행 사건을 상

세히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유엔과 중국이 그동안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14).

탈북민 이슈는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간

의 이슈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로 논의가 확대

되면서 주요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

과로 나타났다. UNHCR의 등장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간주

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난민 최초 인정과 2013년

에 통과된 난민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속적

인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온 UNHCR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난민 관련법 제도 도입에 나섰고 인권을 중심

으로 하는 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협상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2004년 7월에 통과된 북한인권법15)이 미국 상원 만장일

치로 이루어진 사건도 난민 이슈가 동북아 주변국의 문제

만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

민들의 인권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협상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제한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

민이 되는 법적인 권리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

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의 간섭력을 최대화하고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의 공산화 와해를 노렸다는 점에서 

탈북민과 같은 난민이 국제 외교 문제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재송환

되지 않고 자유 의사대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망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탈북민 이슈를 인권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 체제 붕괴에 

따른 국내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의 

정치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한국 정부는 과거 1990년대보다는 난민 문제에 대해 보

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UNHCR의 등장과 마찬가

지로 2000년대 난민 인정과 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게 된다. 

2000년, 한국은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었

다. 난민 수용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이 한국에도 부과되었음을 상징하는 사

건이었다. 이에 따라 2001년 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

다 망명한 에티오피아인에게 난민의 지위를 처음으로 부

여함으로써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된다. 한국정부는 1992년 12월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

약’에 가입하고 1994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규정

을 설치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104명의 난민신청을 

전부 기각해 “난민에 대한 보호와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하

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16) 

첫 난민 인정자인 에티오피아인 데세레씨는 정치적인 

문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1997년 한국으로 입국하였

다.17) 2000년 7월 난민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난

민으로 인정받아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이후로도 3명의 미얀마인들을 난민으로 인정

(2002년 9월) 받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난민법 도

입 이후에도 2000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키워드의 변화가 

표 3. 2000년대 난민 주요어 

　

탈북 난민 난민법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중국 335.54 난민 신청자 41.13

2 UNHCR 148.88 법무부 19.64

3 베이징 98.35 UNHCR 8.67

4 강제송환 80.32 처우 개선 7.76

5 국제사회 56.93 생계비 7.06

6 제3국 50.9 탈북자 6.16

7 장길수군 가족 39.28 이민법 6.12

8 NGO 30.05 난민 심사 5.33

9 미 국무부 24.08 개정안 4.87

10 외교부 22.63 불법입국 4

11 러시아 22.24 국민투표 3.11

12 인권문제 20.77 미얀마 3

13 필리핀 20.44 인도주의적 2.86

14 몽골 19.57 불법체류 2.67

15 대사관 14.86 동성애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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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그동안 국제적 이슈로만 

다루어지던 난민 이슈가 국내 이슈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18) 1990년대에 나타났던 ‘중

국’, ‘러시아’ 등과 같은 행위자는 사라지고 대신에 ‘법무부’, 

‘인권위’ 등의 국내의 정부기관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행위자의 스케일 변동

은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내부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2016년 이후 : 제주와 무슬림 난민의 만남 

난민 관련 키워드에서 제주라는 국내의 지명이 나온 것

은 2016년 이후(정확히 말하자면, 2018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표 4). 2000년대 중반까지 ‘난민’과 관련되어 중국-탈

북 키워드로 잠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예멘, 시리아 등과 

같이 난민으로 유입되는 송출 국가가 변화하였다는 사실

과 연결된다. 또한 법무부를 포함하여 ‘외국인청’, ‘국가인

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내 기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된 논의들이 점차 국내 이슈

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슬람-무슬림이라는 키워드가 ‘난민’과 등치

되는 계기가 바로 2018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년도별 

키워드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 추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난다(그림 3). 이는 국내 신문기사에서 드러난 난민 프레임

(범죄, 두려움, 남성)의 역사적인 배경(이병하, 2018; 오혜

민, 2019; 서영표, 2020)과 난민에 대한 기존 여론(탈북민 

중심)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며, 2018년 이후에 

나오는 난민 논의가 대부분 이슬람-무슬림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 기사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이슈들은 주로 

국제 분쟁 뉴스 등을 통해 다루어져 왔고, 이는 ‘이슬람’이라

는 키워드 분석에서도 꾸준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다. ISIS에 의한 전 지구적인 충격과 테러 사건

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2015년의 국제 뉴스에 이슬람

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졌고, 그 중에서도 이슬람과 관련된 

키워드 1위는 단연 ‘테러’였다(Koo, 2018). 공교롭게도, 이

슬람과 무슬림이라는 키워드로 신문 기사 분석을 시도한 

이수정･최두영(2020)에서 2018년 처음으로 이슬람 및 무

슬림과 상관관계로 등장한 단어는 ‘난민’이었다. 

이처럼 현재의 난민 이슈는 난민자의 출신국과 난민이 

된 배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 중

심주의, 타종교의 배척 등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기존의 이슬람-무슬림에 대한 국내의 

여론과 뒤섞이며(박종수, 2017; 김용환, 2018; 양혜우, 

2019 강희숙, 2019), 이러한 논리에 따라 ‘난민=무슬림=위

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양산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난

민에 대한 혐오, 배척 등의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 전달된 것

은 제주 예멘 난민 사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탈북민 이슈에서도 국, 내외의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민족적 동질성에 따른 동정 여론으로 낮은 수준의 반대 여

론을 형성했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두드러지는 예멘 난민 

이슈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 

내의 ‘난민’과 관련된 이슈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았고, 특히 탈북민의 경우 한국 사회

로 이동하여 ‘한민족’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왔다. 이후 

2001년 이후 첫 난민이 인정되고,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

는 점차 한국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이슈로 전환되면

서 본격적으로 ‘인종화 (혹은 종교화)’ 문제와 겹쳐지게 되

었다. 최근 난민 반대 집회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국

민이 먼저다”, “외국인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에

서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국민 이외

의 존재로, 강력한 경계 바깥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표 4. 2016년 이후 난민 주요어

　 키워드 가중치

1 예멘 160.21

2 제주 115.69

3 외국인청 86.19

4 법무부 81.71

5 인도적 체류 허가 57.55

6 청와대 55.09

7 청원 36.88

8 무사증 33.54

9 문재인 대통령 28.28

10 시리아 25.08

11 행정명령 21

12 국가인권위원회 18.33

13 정우성 15.42

14 UNHCR 13.96

15 가짜뉴스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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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 유입과 지역의 결합

‘난민’과 ‘제주’라는 지역이 결합된 것은 최근의 일로 그

동안의 국내 난민 이슈들의 흐름과는 매우 이질적으로 여

겨진다. 최근 난민 이슈가 지역화된 것 역시 제주에 난민 

유입이 일어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데, 2015년 이전까지

는 국가 단위의 난민 이슈(난민의 승인과 지원)가 주를 이

루었다면, 지역 단위에서 난민 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근래

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케일 축소

(Scale Down) 현상으로 인해 난민 이슈가 제주 지역에서 

보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난민과 그들이 도착하는 국가 간의 관계는 그동

안 본국과의 물리적 근접성, 정치적(혹은 종교적) 무관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논의

되었으나(김성진, 2017; 문남철, 2017), 현재 국내에서 발

생하고 있는 난민의 유입과 도착 국가와의 공간적 특성은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선박, 비행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들의 존재 여부와 더

불어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 제한하는 제도와 밀접한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부터 난민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이 되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해보

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공간적 특성은 제주 난민 이슈 이

전에 국내에서 거론되는 난민에 대한 이슈들이 대부분 국

외의 난민 이슈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검색 조

건에서 유럽, EU, 중동 등과 같은 지역을 제외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난민 이슈는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

니스탄 등과 같은 내전 발발 지역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

으며 국내 난민 이슈는 매우 드물었다. 그만큼 난민에 대한 

이미지, 난민에 대한 처우와 상황들을 국외 뉴스로부터 경

험한 내국인들에게 ‘난민’은 안타깝지만 두렵고, 국가의 질

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 다른 문화, 사회적 배

경으로 인해 언제든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학

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은별･이종명, 2017).

이러한 난민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인식이 제주로 온 예

멘인에게 집중되면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멘 난민의 경우, 전국 단위의 

국내 이슈가 아닌 지역의 이슈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는 추출된 키워드 중 

‘예멘’이라는 단어와 함께 큰 가중치를 보이며, 다른 키워

그림 3. 이슬람-난민 키워드의 시기별 언급 빈도 트렌트



백일순･구기연

- 140 -

드들을 압도한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난민 

이슈는 외부적인 것이었으며,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한 외교

적인 문제들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는 국

가 단위의 쟁점 사안이 아닌 지역의 것으로 스케일이 구체

화되었다. 

특히 제주일보, 한라일보 등과 같은 지역 일간지가 해당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의 뉴스기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

는 양상을 보인다.19) ‘예멘인 500여명 무사증제도 입국 도

민사회 불안 갈등 커져20)’, ‘난민 신청자들 흉기 들고 폭행 

물의21)’, ‘예멘 취업자 취업 실패 속출…생계 위해 금기 깨

기도22)’, 등과 같이 신문기사에서 언급되는 난민 이슈들은 

그들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다

솜･권순희(2019)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에서 난민

을 국가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간주

하고 국가에 문제를 일으켜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부

각시키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였다. 

두 번째 특성으로 국내 난민 유입지역이 시기별로 변화

하였다는 점이다. 난민과 관련된 지명의 변화는 난민 이슈

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기별 난민의 이슈가 월남민에서 탈북

자로, 다시 예멘 난민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난민의 출신

국이 어디인가의 변동뿐만 아니라 난민이 된 국가적 배경, 

난민이라는 지위로 한국에 들어오는 방식, 그들이 국내에

서 난민으로 주목받게 되는 전체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한 공간적 선택, 흐름, 변용은 관계적 

모빌리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서, 남해안 

해상 부근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1993년 

부산 난민 임시보호소 폐쇄로 공식적인 월남 난민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난민 대다수가 추방되

거나 타국으로 이송 처리되었다(노영순, 2013). 이 시기 부

산 지역의 높은 빈도수는 입항보다는 임시보호소의 폐쇄

와 연관되어 있다. 제주도에도 해상을 통한 난민 유입이 시

도되었으나 서, 남해안 해상보다는 그 위치성이 크게 부각

되지 않았다. 보트피플로 불리던 베트남인들의 해상으로

의 난민 유입사례가 1990년대 난민들의 주요 경로로 나타

났다. 특히 서해안 해상(평택, 신안 등)과 부산 등과 같은 

남해안 지역에서 난민들과 관련된 이슈가 확인되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항구를 통한 입국을 희망하였으나 대부분 

해상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탈북민 이슈로 국내 

난민에 대한 공간성은 해상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탈북민들의 다수가 휴전선에 

인접한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을 통해 탈북한 데 비해, 탈북

이 본격화된 90년대 후반에는 한국으로 이동하기 전,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조천현, 2002; 문남철, 2004; 김성경, 2012). 2015년 이전

의 난민 입국은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난민’을 검색했을 때, ‘탈북민’라는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명으로 공개되는 이동 경

로가 중요했다. 따라서 제주 예멘 난민 이슈가 등장하기 이

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 국

내의 지역적 스케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크게 강조되

표 5. 국제 뉴스 유무에 따른 난민 주요어 비교

　

국제뉴스 포함 국제뉴스 미포함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시리아 296.59 제주도 177.91

2 소말리아 142.62 외국인청 116.89

3 리비아 137.94 예멘 109.31

4 UNHCR 103.45 법무부 107.32

5 이라크 101.55 국가인권위원회 76.72

6 사우디아라비아 69.56 청원 63.56

7 행정명령 63.11 정우성 61.53

8 이라크 51.76 말레이시아 49.48

9 에디오피아 38.32 제주 출입국 48.65

10 튀니지 36.38 인도적 체류 45

11 아프가니스탄 31.72 UNHCR 41.83

12 밀입국 31.11 단순 불인정 36.81

13 이집트 29.41 무사증 32.88

14 터키 23.84 시리아 32.64

15 소말리아 18.06 찬반 논란 28.8

표 6. 시기별 난민 관련 언급 지역 및 빈도수

1990년대 2000년-2015년 2015년 이후

지역명 빈도수 지역명 빈도수 지역명 빈도수

부산 23 인천 57 제주 84

제주 5 김포 5 인천 24

신안 2 강화도 3 　 　

태안 2 고성 2 　 　

여수 1 철원 2 　 　

평택 1 속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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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시기별로 언급된 국내 지명을 확인해보면, 난민의 유입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서, 동, 

남쪽의 해안에 위치한 신안, 태안, 여수, 평택 등이 난민의 

유입(혹은 입국 시도)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90년대 후반부

터는 탈북민으로 대표되는 난민 입국이 두드러지면서 공

항이 위치한 인천, 김포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더불어 비공식적 난민 유입 경로로서 강원도 접경 인접지

역(고성, 철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명의 

언급빈도에서 제주 지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주로의 난민 유입이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 외

국인 출입국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난민

의 입국에 있어 제주 지역 신문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무

사증 제도이다.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이 허용되었다.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중동국가인 예멘 출신 난민 78명

이 항공기에서 내렸다. 이들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

에서 머물다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했

다. 일부 여성들은 머리와 목을 가리는 스카프의 일종인 히

잡을 두르고 있었다. 78명의 예멘인들이 한 번에 우리나라

에 입국한 것은 보기 드믄 사례로 꼽히고 있다...이들이 제

주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주무사증(무비자)입국제도 덕분

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제주지역 출입국 환경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 때문에 제주지역 주민들은 난민들이 

유입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한 

무사증 폐지 청원과 입국 대상 국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 반영의 결과로 예멘을 포함한 방글라데

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

카･미얀마, 아프리카의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

카메룬12개 국가의 무사증 입국이 전면 폐지되었다.

2018년 이전 난민과 더불어 ‘제주-무비자 제도’라는 키워

드 추가 삽입 시 도출되는 결과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

법’ 제정으로 인해 2001년 이후 시행된 것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 따라서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인들이 무비자 

이슈가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키워드 변동 없이 기간 설

정만 2018년 이후의 것으로 변경했을 때의 결과는 ‘중국인’

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난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들

이 추출되었다. 무엇보다 난민과 관련된 주요어 이외에도, 

표 7. 무사증제도 관련 키워드에 따른 난민 주요어 비교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제주 495.04 예멘 179.68

2 중국인 305.99 난민 신청 141.03

3 무단이탈 128.73 외국인청 136.39

4 외국인 105.06 난민법 100.66

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80.69 법무부 75.4

6 제주해양경찰서 71.49 가짜 난민 65.43

7 불법이동 62.57 불법체류자 58.87

8 법무부 58.17 청원 50.21

9 알선책 53.62 찬반 집회 33.89

10 불법 취업 37.54 말레이시아 29.09

11 불법체류 36.71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21.4

12 밀입국 36.21 알선책 21.36

13 국제자유도시 조성 35.61 제도 폐지 20.57

14 외국인 관광객 유치 33.48 무단이탈 19.4

15 제주공항 22.61 강도 행각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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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행각’, ‘불법체류’, ‘가짜 난민’, ‘알선책’, ‘무단 이탈’ 등

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무사증과 

관련된 난민 이슈가 제주 지역의 걱정과 우려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던 무사

증 제도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논쟁의 장을 만들

어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예멘 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2018년 

10월까지 ‘제주도 출도 금지’라는 부동성을 경험해야 했다. 

그들에게 생존의 기회였던 말레이시아 비행기표가 이제

는 또 다른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

럼 모빌리티와 얽힌 권력과 통제 관계는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다면적이고 우연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Adey, 2017: 262)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모빌리티의 정치와 

정의(justice)의 문제

국내 신문기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초반까지는 난민=보트피플

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이 체류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이슈로 확장되지 않았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하여 탈

북민 러시가 주를 이루었다. 탈북민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야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사이

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스케일에 탈북민 문제가 난

민 이슈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탈북민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여 바라보는 단체들이 많았고 

특히 종교계와 인권단체(NGO)가 이슈를 주도하였다. 셋

째, 2015년까지 탈북민 이슈가 희미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난민법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들이 

소수 인정되었다. 난민 승인율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승인된 개인, 개별의 이슈들이 강하게 나타나며, 

반대의 여론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넷째, 2018년 예멘 

난민의 경우, 이슬람-남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이슈

로 문제가 국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이들의 도착

지가 제주로 특정되면서 ‘지역과 특정 국가의 난민’이 결합

된 키워드가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모빌

리티의 정의의 실현 과정이 개인 차원의 선택적 행위 그 이

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를 포함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한 국가들이 예멘 난민들의 이동 경로가 되었으며, 말레이

시아와 제주가 그런 선상에서 그들의 도착지가 되었다. 이

러한 공간적 선택의 결과들로 인하여 난민과 관련된 제주

의 출입국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

인의 인식도 기존의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방문객이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탈국가적인 국경체제 속에서 모빌리티의 촉진

과 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순(Adey, 2017: 219)이 공간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난민을 포함한 국제 이주와 관련된 모빌리티 연

구에서 이주 과정과 실천, 그리고 모빌리티와 부동성(일종

의 이동할 수 없음 혹은 이동에 대한 권리 제한)에 대한 연

결지점에 주목해왔다. 모빌리티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

들어지며, 모빌리티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능력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한다. 특히 모빌리티의 정치는 국경을 넘는 국제 

이주와 시민권 문제와 맞물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한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시민권은 

모빌리티의 교섭과 관리를 내포한다(Adey, 2017).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난민의 모빌리티와 부동성 문제는 

모빌리티의 정치적 교차성과 얽혀 있으며, 이 얽힘에 대해 

모빌리티 정의의 개념으로 풀어내는 작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Adey et al., 2014; Cook and Butz, 2019; Iqbal, 

2019; Pécoud and De Guchteneire, 2006; Sheller, 2018a, 

2018b; Verlinghieri and Schwanen, 2020). 미미 셸러(Mimi 

Sheller)는 균일하지 않는 모빌리티를 정당화하고, 정상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제시하면서, ‘모빌리티 정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후 변화의 등장, 도시화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난민’의 위기를 삼중고의 모빌리티 위기로 설

명하고 있다(Sheller, 2018a:35-46). 

셸러는 “도시 내 교통수단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인종, 계급, 젠더, 장애, 섹슈얼리티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체 스케일의 작은 미시적 모빌리티 문제(Sheller, 2018a: 

38)”를 모빌리티의 정의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모빌리티

에 대한 접근성과 제약이 균등해 보이지만, 실제로 모빌리

티가 종교, 젠더, 종족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되고, 끊임없

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빌리티

를 재개념화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어떻게 각 요소들

이 모빌리티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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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bal, 2019). 따라서 모빌리티 정의라는 개념은 차등적인 

불평등한 조건들을 파악하면서, 모빌리티 제약의 정치적 

맥락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나

가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빌리티 정의의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난

민’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모빌리티 권리는 여행자나 이

동 특권층의 모빌리티 그것과는 다른 결임을 알 수 있다. 

난민들의 모빌리티는 ‘당연시’ 되지 않으며, 그들의 모빌리

티는 빈번히 부정 당한다. 한 국가가 국경이라는 높은 울타

리를 세울 때, 이동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국경을 몰래 넘는 

잠재적 침입자들은 (쿠르디처럼) 바다나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모빌리티의 부당성’과 

‘모빌리티 권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heller, 

2020:13). 

따라서 ‘모빌리티 정의’ 연구는 복합적인 의제와 마주하

게 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바라보는 한국 내 난민의 모빌리

티 역시 역사적 배경과 난민으로 호명되는 대상이 누구인

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무슬림이라는 교

차성과 만나게 되었다. 주로 흑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인종

과 관련된 모빌리티 제약은 2011년에 발생한 9.11을 계기로 

더욱 가혹하게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9.11 이후 다른 인종 집단보다 두드러지게 차별 받고, 혐

오의 대상이 된 무슬림이라는 범주는 그 대상이 너무 모호하

고 다수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계 무슬림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무슬

림도 하나의 ‘단위’로 묶이면서, 다양한 차원의 일상적 차별

을 겪게 된다. 특히 무슬림들은 흑인의 이슈처럼 미국의 미

디어에서 ‘테러리스트’, ‘야만적인’, ‘비문명적인’ 등의 다양

한 재현과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으며(Ahmed and Matthes, 

2017), 그들에 대한 편견 문제는 단순히 혐오로 그치지 않고 

모빌리티의 통제 대상이 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9.11 이후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여성학에 이르기까지 타인과의 관계, 혐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논쟁들은 ‘무슬림’에 대한 의제로 연결되었다

(Abu-Lughod, 2013; Butler, 2018; Nussbaum, 2019; Žižek, 

2008). 이에 대해 마사 누스바움(Nussbaum, 2019)은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역에서 무슬림에 대해 지나

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두려움은 “선천적 경향과 깊이 내재된 심리적 경험 그리고 

정치적 수사에 대한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멘 난민을 보

는 시각은 신(新)인종주의를 통해 무슬림 남성들을 대상화

하였고, 한국 여성들에게 낯선 타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

었다.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을 때 젊은 예

멘 무슬림 남성들에 대해 이슬람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문

제를 지적하며 높은 경계심을 보였던 것도 그러한 차원에

서 이해할 수 있다(구기연, 2018). 결론적으로 모빌리티 정

의는 모빌리티와 관련한 가치와 더불어 인간 주체들에 대

한 ‘전형적인 가정들’에 비판적이고 예리한 시각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Davidson, 2020). 모빌리티 정

의는 촘촘히 연결된 주체의 이동성과 그 정치성에 대한 중

첩적인 결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동하는 자들의 미래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고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초국

가적인 모빌리티가 갑작스럽게 중지되고, 낯선 외부인에 

대한 ‘전염병 공포’가 더해진 지금,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시간 앞에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형태와 모빌리티 정치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이 모

빌리티 정의의 가치들과 개념들은 재검토되고 논의 되어

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써 시기별 난민에 대한 이슈 분석으로

만 연구 목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

는 난민과 연관된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키워드 등의 차

이를 살피지 못 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의 경향성

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난민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모빌리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이동 역시 발이 묶이게 되는 장면들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제약들

이 난민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접경에

서의 통제와 감시의 경관들이 전염병 차단이라는 명목으

로 바뀌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주

 1) Air Passenger Market Analysis (2020. 11월 발간) https:// 

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

omic-reports/air-passenger-monthly-analysis---

november-2020/

 2) 문 닫은 ‘돌봄’…발달장애 가정 생계 위협, 경향신문 2020

년 12월 2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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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연구에서는 기술-교통-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모빌리

티 논의를 제외한 인문사회 영역에서 모빌리티 이슈를 주

로 다루고자 한다.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과 정의, 접근 방

식에서 각 학문 분야가 강조하는 바가 상이하므로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빌리티의 사회-공간적 부분을 중심으

로 하여 분석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4) https://www.bigkinds.or.kr/v2/intro/index.do

 5)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메타정보는 뉴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뉴스일자, 언론사, 제목, 통합분류, 사건사고, 

인물, 위치, 기관, 키워드, 특성추출, 본문, URL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키워드’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였다. 

 6)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가중치 정보는 토픽랭크 알고리즘

에 바탕을 둔 결과로, 토픽랭크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

에 기반하여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시적 분석과 워드 클러

스터링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

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출처: 빅카인즈)

 7) 망향의 설움 달래는 월남난민, 연합뉴스 1991년 9월 19일 

기사

 8) 월남난민에게 온정을, 동아일보 1975년 5월 14일 기사

 9) 시베리아 벌목북한인 귀순, 동아일보 1991년 10월 8일 기사

10) 연합뉴스, 1995년 05월 13일 기사

11) 연합뉴스,1999년 10월 18일 기사

12) 그러나 이 시기에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논쟁거리로 

남아있었다. 

13) 이 시기는 5년 단위의 구간 설정 후 분석 결과, 동일한 패

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000년대 초반부

터 2015년까지 난민으로 검색한 기사의 대부분이 탈북민

에 대한 기사였으며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키워드 역시 ‘중

국’, ‘탈북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

의 흐름상 5년 단위의 구간 분석을 중복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한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4) 국제사회 對中압력 커져, 동아일보 2001년 06월 28일 기사.

15)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

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2018년에 수정된 법안

에 따르면 인권 증진 이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

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과 북한과 인접

한 나라들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민을 효과적으

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권증진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

워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6) 한국의 난민정책 실태/난민인정 사례 全無 동아일보, 

2000년 5월 15일 기사

17) 에티오피아인 사상 첫 난민인정, 동아일보 2001년 2월 13

일 기사

18) 이 시기 난민과 관련된 키워드 중 ‘동성애’라는 키워드가 등

장하게 된 것은 본국에서 동성애자로서 핍박받는 외국인

들이 한국에 들어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박

해로 인정받는 사례(파키스탄 남성)가 등장한 것과 연관되

어 있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 지위에 관한 협

약(난민협약)’이 정한 박해가 야기될 수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난민 인정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당시 

국내 정서상 ‘동성애’라는 이슈가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동성애에 대한 국내 여론보다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중동 출신 예멘인 78명 제주에 왜 왔나? 제주일보 (2018년 

5월 2일)가 예멘 난민 기사를 처음 다루었다. 

20) 제민일보, 2018년 6월 25일 기사

21) 제민일보, 2018년 7월 3일 기사

22) 제주일보, 2018년 7월 2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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