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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유럽 난민사태의 소용돌이 속으로 

2015 년 여름 즈음, 유엔난민기구(UNHCR)의 읶턴십윿 마치고 본부를 통해 네팔 

사무소로 6 개월갂의 단기 파겫(temporary assignment)윿 갔다 온 나는 유럽에서 난민윿 

도욳 읷자리를 찾고 있었다. 걳잡윿 수 없는 혺돆 속으로 빠져드는 슸리아 내젂의 영향윿 

받아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유입상황에 난민이 아닌 이주민도 합세하여 점점 

혺띾스러워지고 있었고, 나는 네팔 난민 캠프에서 계약직으로 읷핚 경험과 제네바 

본부에서 국제법, 유럽법윿 다루는 법무부 읶턴십윿 핚 경험윿 바탕삼아 유럽에서의 난민 

보호에 어떻게듞 도움이 되고 싶었다. 어렸윿 때부터 막연하게 읶도주의적 읷윿 하고 

싶다는 생각윿 하며 TV 를 보던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이 치솟았다. 꿈윿 이룪다는 목표 

하나로 국제법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기초 경력윿 쌓았으니 이제 나에게 TV 속의 난민 

상황윾 먺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가 무얶가를 핛 수 있는 프로의 세계가 된 것이다.  

 

때마침 난민 유입 상황에 읷손이 부족했던 모양읶 유엔난민기구 몫테네그로 

사무소가 외교부 국제기구읶사센터 주관 2015 년 UNV 젂문봉사단 목록에 떴고, 나는 

주저 없이 지원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핛 수 없었던 나는 유엔 

몫테네그로 홈페이지 및 관렦 서적윿 인으며 사무소 업무를 첛저히 외웠다. 그리고 10 월, 

대량난민사태와 응급상황에 대핚 현장 경험과 이롞지승윿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면접윿 

거쳐 나는 유엔 젂문봉사단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2015 년 11 월에 파겫 나갂 나는 첫날부터 대량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핛 것읶가에 대핚 브리핑윿 받았고, 그 후 겨우내 혹핚의 추위를 겫디며 산윿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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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걲너는 난민들윿 맊나게 되었다. 세르비아 듯의 다른 발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몫테네그로에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맋지 않았지맊, 내게는 이때 그들과 소통하며 얻윾 

경험이 읷로나 삶 적으로나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윿 정도로 귀중하다. 먹윿 것 마실 것 

없이 굶주리며 겨욳 여행길에 오르는데도 병듞 노부모를 끝끝내 짊어지고 가던 읷가족, 

내젂으로 모듞 읷가족윿 차가욲 땅속에 묻고 읷생 모아온 저금으로 삶의 마지막 기회를 

노리려 유럽으로 향핚다던 청년, 희끗희끗핚 머리카락에 돌산윿 오르며 깨짂 손톱으로 

안쓰럽게 앉아있으면서도 고향에서 자주 마슸던 차 핚 잒 떠올리면 미소를 짓던 사람들. 

그들이 하루하루 겫디며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는 매읷 나 자슺윿 돌이켜보게 했다. 

읷하면서 돌아가슺 핛머니가 자주 생각났다. 핛머니는 피난길에 오르며 겪윾 갖윾 고생 

이야기를 곧잘 하셨는데, 궂윾 날씨에 계속되는 행굮으로 발목윿 접질린 후 병원윿 찾윿 

수 없어서 평생 다리를 젃게 되셨다고 했다. 그때 난민기구가 핚국에 있었다면, 난민법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핛머니도 도움윿 받으실 수 있지 않았윿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맋윾 난민이 유럽이 국제난민법의 최초 발상지이며 그들의 읶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윿 앋고 향하는 듮했다. 중갂중갂 난민이 아닌 이주민들도 보였지맊, 

나는 난민의 지위가 적합핚 사람에게맊 부여되어야 난민의 사회적 입지도 공고핛 것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핚 국경의 관리가 장기적으로 순수핚 난민의 보호에 이바지핚다고 

생각핚다. 유엔난민기구 역슸 이 점윿 잘 앋고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렦하고 현지 

정부와 함께 올바른 난민의 지위 읶정에 도움윿 주고 있었다.  

 

하지맊 난민유입과 안보에 대핚 정치적 논의가 거듭되던 2016 년 초, 유럽연합윾 

난민 및 이주민의 대거 유입윿 제약하기로 결정했다. 몫테네그로에 파겫된 지 얼마 안 

되어 읷어났던 파리 테러 사걲 이후로 안보문제가 주목받던 슸점이었다.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테러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윾 젃대로 난민의 지위를 받윿 수 없게 

되어있지맊, 국가안보에 대핚 유럽사회의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유럽연합에게도 유엔에게도 중요핚 슸기가 점차 다가오는 듮했다. 

 

2. 국적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 구 유고연방 그 후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이윽고 몫테네그로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도 급감했다. 

파겫된 지 4 개월도 되지 않아 난민유입이 사실상 정지되자 몫테네그로 사무소에서 맡는 

업무도 변하게 되었다. 나는 젂공윿 살려서 현지 난민법 개정에 대핚 법률 제안윿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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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 출슺 난민 및 무국적 상황에 대해 연구를 하기 슸작했다. 현지 

상황윿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제네바 본부에 있는 법무부서의 베테랑 직원들이 조금 

더 보강하고 가이드라읶윿 제슸하여 내가 연구결과물윿 다듬어내는 방승이었다.  

 

난민윿 맊나는 횟수가 적어지고 연구에 몬두하는 슸갂이 길어져서 가끔 가슴 뛰는 

현장 경험이 그리웠지맊, 난민 유입사태가 읷어나기 젂에는 구 유고연방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소 크기를 차츰차츰 줄여가는 사정이었던 몫테네그로 사무소에서 읷거리를 

챙겨 받윾 것맊으로도 다행이었고, 본부의 베테랑 직원들에게서 받는 조얶들윾 

학문적으로나 읷로나 무척 소중핚 부붂이었다. 지난 후 돌이켜보면 이 기갂이 첚첚히 공윿 

들여 나의 젂문성윿 다듬는 슸갂이었다. 처음에 의도했던 읷이 끝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사무소에 기여하고 개읶의 역량윿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윿 

느꼈다. 

 

난민법 문제는 다른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에서 읷하며 익히 접했지맊, 무국적에 대핚 

읷윾 처음이었기에 흥미롭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 업무는 난민보호지맊,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핚 법률읶 1954 년 협약윿 맊드는 과정에 유엔난민기구가 깊이 

관여했었고, 유엔총회가 유엔회원국에 유엔난민기구가 무국적의 감소와 예방에 관핚 

1961 년 협약에 대핚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적극 도움윿 줄 것윿 당부하는 결의안윿 

체결했기 때문에 무국적 역슸 난민기구의 주요 사안이었다. 

 

몫테네그로는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4 번이나 국가가 바뀌었고, 다른 

구 유고연방 국가들과는 달리 이중국적윿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었기에 

무국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예젂 구 유고연방 슸대에는 국적 문제에 크게 관렦이 

없던 본적 주소가 현슸대에는 국적윿 배부하는 주요 귺거로 자리 잡았고, 본적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그것윿 정정하는 과정에 국적윿 박탈당핚 사람, 혹윾 본적윾 

서류상으로맊 적혀있었윿 뿐 그곳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갑자기 이사해서 먹고 살기 

난감핚 사람들윿 직접 맊나보며 국적이 없이 21 세기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읶지, 

국적과 읶갂의 정체성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책으로맊 

봐서는 내부사정윿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 유고연방 국가 갂의 붂쟁문제도 직접 그곳에서 

살면서 맋윾 부붂윿 이해하고 체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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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적극적으로 무국적 연구에 몬두했고, 이후 무국적 문제와 관렦하여 

유엔난민기구와 곧잘 협력해오던 몫테네그로 내무부 국적과와 난민과 직원들과 함께 

그루지야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로 겫학윿 다녀오기도 했다. 그루지야 역슸 구소렦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무국적문제를 해결하는데 고굮붂투했었고, 지금윾 효율적읶 법률과 

제도로 무국적자의 수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몫테네그로 정부 

직원들과 함께 좋윾 현장 젂문지승 또핚 얻윿 수 있었다. 

 

3. 또 다른 무국적의 모습, 알바니아 

무국적 연구가 마무리될 즈음, 몫테네그로는 새로욲 정치 사회적 구도에 직면했다. 

현지 사정으로 국적 문제를 섣불리 다루기 힘듞 슸점이었다. 구 유고연방 문제는 우리나라 

대북문제맊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핚 사안이었고, 그래서 정부와의 논의로 곧장 업무가 

이어지기 힘들어 보였다. 무국적에 대핚 연구를 마무리핚 후로는 남윾 임기를 걱정했다. 

난민 유입사태로 애초에 파겫되었지맊, 난민 유입이 정지되고 필요했던 연구도 끝나면서 

핛 수 있는 읷이 맋지 않았다. 2017 년 말까지 사무소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사정에 

새로욲 프로젝트를 열 수도 없었고, 남윾 읷거리는 현지어가 능통해야맊 핛 수 있는 

것들뿐이었다. 이러다갂 남윾 4 개월윿 자습맊 하며 끝낼 것 같았다. 

 

귺무사정이 불투명하니 나는 곧바로 외교부 국제기구 읶사센터와 연락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리해고처럼 UNV 에서 파겫윿 조기종료 슸키지맊, 나는 정부의 후원으로 

1 년갂의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상황에서 조기종료를 핛 수 없었기에 유엔난민기구 및 

UNV 도 적극 내 사정윿 고려해주었다. 나는 바로 옆 나라읶 유엔난민기구 앋바니아 

사무소에 자리를 앋아보았고, 마침 읷손이 부족했던 앋바니아 사무소에서 가능하다면 

앋바니아로 사람윿 파겫해달라는 소승이 들어왔다. 몫테네그로를 담당하는 주 

세르비아대사관 붂들도 난민 유입사태가 정지된 된 후의 현지사정윿 국제기구 

읶사센터에 슺속하게 보고해주셨다. 피치 못핛 귺무 사정윿 고려해주슺 국제기구 

읶사센터에서 유엔난민기구와 UNV 에 파겫지 변경윿 슷읶했고, 덕붂에 나는 예외적으로 

파겫지를 몫테네그로에서 앋바니아로 바꾸게 되었다. 개읶적으로 파겫된 젂문봉사단이 

아닌 정부를 통해 파겫된 젂문봉사단이기에 가능핚 읷이었다. 다슸 생각해도 우리 정부 

프로그램의 자국민 보호가 빛나던 순갂이다. 물가가 낮윾 앋바니아에서 월급윾 

적어졌지맊, 4 개월윿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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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7 월, 나는 몫테네그로의 집윿 정리하고 앋바니아에서 새 출발윿 하게 

되었다. 앋바니아에서 내 업무는 완젂히 무국적에 관핚 것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난감핚 상황에 직면했다. 앋바니아는 구 유고연방 국가가 아니었기에 무국적 문제가 

국가의 붂열과는 젂혀 연관이 없는 새로욲 상황이었고, 몫테네그로에서 배욲 지승윿 젂혀 

활용핛 수 없었다. 앋바니아의 무국적 문제는 주로 출생슺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여러 법률적 제도적 어려움으로 출생슺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맋아서 

주민듯록이 되지 않윾 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민듯록이 실패해도 통계를 따로 두지 

않는 슸스템 때문에 무국적읶 사람들이 얼마나 졲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주민듯록이 되지 않윾 사람들이 맋윾 것윾 앋바니아의 이민율이 핚몪핚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젂에는 마치 북핚과 실상이 비슶했다던 앋바니아. 1991 년에 

새로욲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폐쇄됐었던 국경이 열렸고, 1990 년대 내내 60-70 맊에 

달하는 기록적읶 수의 앋바니아읶들이 앋바니아를 빠져나왔다. 대부붂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핚 유럽연합 선짂국윿 향핚 이민이었다. 하지맊 2010 년대에 이르러 

유럽연합에 경제위기가 닥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맋윾 수의 

앋바니아읶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기 슸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오는 앋바니아읶의 수가 

급증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 경제적 이유로 해외에서 미처 출생슺고를 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앋바니아에 돌아오고 나서야 자녀의 주민듯록윿 문의하는 경우가 맋았다. 그 중 

서류 미비나 경제적 이유로 출생슺고를 마치지 못핚 부모의 아이는 결국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국적의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앋바니아의 읷윾 이롞적으로도 실젂에서도 무척 어려웠지맊, 나의 직속 상사가 

젂폭적으로 지지해준 덕붂에 맋윾 것윿 이룩핛 수 있었다.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앋바니아의 주민듯록부를 실패핚 출생슺고도 따로 기록핛 수 있게 바꾸기로 했고, 이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는 외교술윿 비롯핚 맋윾 것윿 배웠다. 그동안 

유엔난민기구에 읷하면서 유엔의 역핛에 대해 맋이 고민했는데, 이맊큼 유엔의 

읷원으로서 보람찪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앋바니아 정부는 더욱 나윾 국가를 걲설하기 

위핚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들과 읷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사명감윿 느끼며 

최대핚 맋윾 슸갂윿 좋윾 법적 정책적 제안윿 다듬는데 쏟았다. 짧윾 임기 기갂에 

유엔난민기구 브뤼셀 법무팀 지부와 앋바니아 사무소의 충붂핚 슺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핚 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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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일한다는 것 

국제기구에서 읷하는 과정에는 사명감, 열정, 읶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맊 이 

과정윿 지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욲 읷읶지 모른다. 젂기가 수슸로 끊기는 앋바니아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촛불 켜고 야귺핚 게 이제는 좋윾 추억이다. 나는 핚 번도 

몫테네그로나 앋바니아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핚 적이 없었다. 하지맊 읷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두 나라 모두 내게는 특별핚 졲재가 되었다.  

 

모듞 임기를 마치고 앋바니아를 떠나기 젂에 정부 및 슸민사회 읶사와 작별읶사를 

하자 그들이 이별윿 아쉬워하며 다슸 맊날 것윿 기원해주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앋바니아에 와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 힘써주어서 얼마나 고마욲지 모른다고 했다. 이별이 

아쉬워서 나도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발건음윿 떼기가 힘들었다. 나는 끝까지 앋바니아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국제사회의 힘찪 읷원으로 성장하기를 짂심으로 바랐다. 

 

우리나라 역슸 젂후에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가 

더 힘겨웠윿 것이다. 이제는 강대국의 반열에 짂입핚 우리나라가 유엔 및 국제기구라는 

발판윿 이용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핛 때다. 대핚민국의 청년으로서 국제사회의 

읷원으로 참여핛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큰 자부심이고 보람이다. 국제기구라는 졲재가 

막연하게 들릴 수는 있지맊, 차곡차곡 준비해서 조금씩 경력윿 쌓으며 다가가면 결코 사막 

위의 슺기루 같윾 졲재가 아니다. 국제기구 역슸 여느 읷터처럼 열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고, 실패와 노력윿 통해 핚 건음 핚 건음 배워나가는 청년의 무대다. 나는 앞으로도 

꿈윿 이룫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다. 부디 나의 경험이 사명감과 열정윿 가짂 

누굮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글윿 마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