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 발표 ㅡ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10월 17일,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난

했다.

민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책
임을 회피했다.

난민 신청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게
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지만, 단 한 명도 난민으로

낙인 찍기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실제로는 매우 비인도적이다. 불안

생지옥과 다름없는 예멘의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정한 체류 말고는 보장하는 게 없다. 이조차 1년뿐이다(체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류 지위만을 부여

류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

심지어 34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주지 않고 난

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동도 가

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다수가 경제적 목적으

끔씩 제한될 수 있고, 비자 연장기간은 출입국 직원 마음에

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따라,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또 어떤 때는 1년을

그러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왜 비난 받고 거부당해야 하는가? 정부는 난민 불인정 결

정부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 받은 이들에게도 “국내

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절차가

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 체류 허가를 취

끝날 때까지 출도 제한 조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체류지를 신고해야 하며

정부가 34명에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인종차별적 우익들한테 ‘가짜 난민은 걸러냈다’고 보여 주

그러나 이러한 인종차별적 통제 조처는 난민들의 처지

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를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불안정한 체류 지위마저 박

정부는 제주 예멘 난민들이 국제난민협약과 한국 난민

탈당할까 봐 고용상 불이익이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제대

법의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

로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협약과 난민법은 전쟁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냉혹한 한국 정부를

이는 난민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책임

규탄한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

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라. 아직 면접을 하지 못했거나

그러나 지난 15일, 리즈 그랑드 유엔 예멘 인도주의업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심사 결정을 보류한 나머

조정관은 예멘에서 내전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3개월 이

지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난민으로 인정하라.

내에 예멘 전역이 기근에 빠져 민간인 1200만~1300만 명

** 이 글은 신문 <노동자 연대> 기사를 편집한 것이다.

이 기아에 허덕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

[기사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1096]

엔 세계식량계획(WFP)도 이미 예멘인 800만 명이 기근 직
전이라고 전했다. 이런 전쟁의 참상을 피해 온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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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난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게다가 예멘 난민들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전쟁의 피해
자들이다. 한국 정부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문의 번호 : 010-5443-2395 (문자 환영!)
https://stu.workerssolidarity.org
https://facebook.com/wsst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