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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2018년,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발생과 지위 인정에 관한 뉴스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당시 예멘을 탈출한 500여명의 인구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했던‘난민’관련 주제가 크게 이슈화
되었고, 미정비된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종교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 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 현상에 관한 다른 국가의 시각과 현황 및 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주 중앙에 위치하여 치안이 불안한 중미의 인근
국가들로부터 꾸준히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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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 스페인난민지원위원회(CEAR) 가 멕시코의 이민자 및 난민 현황,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발행한 보고서 ‘멕시코: 난민의 비자발적 정착지 (México:
2

Destino forzoso para personas refugiadas) ’를 일부 발췌·편집한 내용을 번역하여
제공 한다.

II. 서론
미국과 접경하여 북미로 입국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중미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이민자가 모여드는 멕시코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민자가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회피하기 위한 외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난민지원위원회(CEAR)’는 2017년 11월 인권 및 망명권
3

보호의 일환으로 멕시코시티 및 남부의 과테말라 접경지역인 치아파스(Chiapas) 에서
이민정책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을 식별하고 이러한 정책이 이민자 및
망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직접 관찰, 해당
지역에서 이민 및 망명 분야에 종사하는 주요 행위자, 이민자 및 망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행되었다.

1
2

스페인난민지원위원회(Comisión Española de Ayuda al Refugiado, CEAR), https://www.cear.es/[2019.06.30]
스페인난민지원위원회(CEAR), 멕시코: 난민의 비자발적 정착지 (México: Destino forzoso para personas

refugiadas), https://www.cear.es/wp-content/uploads/2018/05/INFORME_MEXICO.pdf [2019.06.30]
3
치아파스(Chiapas): 멕시코 남동부의 주. 태평양에 면하고 과테말라와 접경. [네이버 지식백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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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
멕시코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이민문제에서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의 수 많은 이민자들의 경유지가 되어 왔으며, 남부의 국경지역,
4

특히 소코누스코 Soconusco 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의 이민자들이
정착했다.

[그림1] 멕시코 치아파스 [위키피디아, 2019.06.30]

일반적으로 멕시코로 유입되는 난민 또는 이민자 인구 중에는 본국에서 성행하는
폭력과 불리한 생활 여건으로 인하여 중미지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4

소코누스코(Soconusco): 치아파스주의 최남단 도시. 태평양에 면하고 과테말라와 접경. [위키피디아,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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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며,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치안이 불안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구금 조치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07년부터 멕시코 전역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한 치안당국과 범죄 조직 간의 충돌, 및 범죄 집단이 조직적 불법이민에
개입(브로커 등)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범죄 조직은 조직의
다국적성, 이민의 불법성, 그리고 마약 및 무기 밀매 경로 등을 활용하여 이민
프로세스에 침투하기 시작하여 그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 멕시코에서는 전 기간 대비 비호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높아지는 미국 입국 장벽으로 불가피하게 멕시코에서
정착하려는 난민과 이민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폭력 또한 이주 여성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주 여성 10명 중 6명이 이민
과정에서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민 과정에 만연한 성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은
이민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며, 일부는 함께 이민을 시도하는
남성 동료에게 이민 기간 동안 보호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성파트너가 될 것을
자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자 여성의 성상품화와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폭력 확대의 원인 중 하나는 비효율성과 부정부패가 팽배한 멕시코 사법시스템이
이러한 범죄의 상당수를 처벌하지 않는데에 있다. 또한, 사법당국에 대한 절대적
불신과 구금 및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또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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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2011년「멕시코합중국 헌법 」에 인권에 관한 조약을 국내법으로
6

도입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였고, 이 때부터 「이민법(Ley de Migración) 」,
「난민, 보완적 보호 및 정치적 망명에 관한 법률(Ley sobre Refugiados, Protección
7

Complementaria y Asilo Político)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조사, 처벌에 관한 법률(Ley General para Prevenir,
Investigar y Sancionar la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8

Degradantes)」 ,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률(Ley General de los Derechos
9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등을 공포했다. 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
멕시코 영토에 체류하는 사실만으로 인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도입되었으나, 상기 법규들은 인권보다는 치안에 주안점을 두고 적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법규들은 높은 비효율성만을 나타내게 되었다.
멕시코의 현재 이민정책은 극명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에 인권을 존중하는 안전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이민자,
인신매매 피해자,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박해, 구금, 추방이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가 이민자들의 경유지이자 종착지로 이미 자리매김한 바 있으나, 현재
상황은 멕시코에 정착하는 이민자 및 난민의 수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을 목적지로

5

멕시코헌법(원문, 개정 2019.06.06),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60619.pdf, [하원, 2019.06.30]

6

이민법(원문, 개정 2018.07.12.),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Lhttp://www.diputados.gob.mx/Leyes
Biblio/pdf/LMigra_120718.pdfMigra_120718.pdf, [하원, 2019.06.30]
7

난민, 보완적 보호 및 정치적 망명에 관한 법률(원문, 개정 2014,10.30),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 pdf/LRPCAP_301014.pdf [하원, 2019.06.30]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조사, 처벌에 관한 법률(원문, 개정 2017.06.26.)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LGPIST_260617.pdf[하원, 2019.06.30]
9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률, (원문, 개정 2019.06.04.)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LGDNNA_040619.pdf[하원,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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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하는 이민자 수의 감소를 의도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미국이 이러한 전략의
자금을 조달하며 이는 경제선진국의 국경 통제 외부화 전략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숙박업소의 주거지화 전략, 이민자 규제 프로세스(PTRM, ~2017) 및 멕시코의
10

대안적 국내피신(Internal Flight Alternative)

가능성을 내세운 지위 불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일부 행정청은 멕시코를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에 개방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민자 및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외적 원칙, 기준 및 의무를
위반하여 대우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시민 단체는 이러한 태도를
“인권외교”로 비판하고 있다.
이민정책, 특히 이민자의 구금과 추방에 관한 메커니즘은 실제와 대비되는 수사로
가득하다. 예컨대, 법규와 공식보고서에서는 이민자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이민자
수용소’, 즉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일컬어 ‘안전 확보’, ‘이민 소관 기관에
체류’, ‘숙소’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의 기본권 침해라는 본래의 법적
성격을 왜곡하고 이민정책의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를 어렵게 하는데 있다. 구금 및
박탈이 본래의 성격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기본권 및 보장 또한 자유 박탈 상황에서의
사람에 대한 대우에 관한 표준 또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대안적 국내피신: 박해의 공포를 피해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정착 형식[난민인권센터,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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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적 보호

멕시코는 2011년 「난민, 보완적 보호 및 정치적 망명에 관한 법률(Ley sobre
Refugiados, Protección Complementaria y Asilo Político)」(이하 “난민법”이라
한다)을 공포하고, 제11조제2항에서 모든 사람이 ‘인본적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고
비호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은 비호를 요청하는 이민자의 경우
국가이민청(INM)

11

12

담당공무원이 멕시코난민지원위원회(COMAR) 에 알리도록 하였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시행령에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보고하도록 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대폭 확대 되었다.
그러나, 이 법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Artículo 11, párrafo 2: “En caso de persecución, por motivos de orden
político, toda persona tiene derecho de solicitar asilo; por causas de carácter
humanitario se recibirá refugio. La ley regulará sus procedencias y
excepciones”.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11조제2항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의 경우 모든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인본적 이유의 경우에는 비호 받는다. 그 절차와 예외는 법률로 정한다.”

11
12

국가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INM), https://www.gob.mx/inm [2019.06.30]
멕시코난민지원위원회(Comision Mexicana de Ayuda a Refugiados , COMAR), https://www.gob.mx/inm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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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de Refugiados y Protección Complementaria
El artículo 21: “Cualquier autoridad que tenga conocimiento de la pretensión
de un extranjero de solicitar el reconocimiento de la condición de refugiado/a,
deberá dar aviso por escrito y de manera inmediata a la Secretaría de
Gobernación, a la que la COMAR pertenece.
망명자와 보완적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의 의도를 알게된 모든 행정청은 즉
시 서면으로 멕시코난민지원위원회(COMAR)가 속해있는 내무부에 알려야 한다.”
***
El artículo 16: inciso primero del Reglamento de la Ley sobre Refugiados,
Protección Complementaria y Asilo político, dispone que los funcionarios del
INM deben: “detectar a los extranjeros que, derivado de las manifestaciones
vertidas ante la autoridad migratoria o bien por su condición personal se pueda
presumir que son posibles solicitantes de la condición de refugiado,
informándoles su derecho a solicitar el reconocimiento de dicha condición”
제16조: “망명자와 보완적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의 의도를 알게된 모든 행정청은 즉시 서면으로 멕시코난민지원
위원회(COMAR)가 속해있는 내무부에 알려야 한다.”

13

멕시코정부가 치안 및 이민자구금을 대폭 강화한 남부국경프로그램(PFS) 을 개시한 이
후, 국제적보호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신청자의 증가로 미국 진입 장벽이 높아
짐에 따라 멕시코 정착을 결심하고 난민지위인정을 요청하는 이민자 수의 증가가 나타
났으며, 이는 남부국경프로그램이 이민자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13

남부국경프로그램(Programa Frontera Sur, PFS): 멕시코 정부가 2015년 7월 남부지역에서의 이민자 유입을 규제

하고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이미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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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관하여 멕시코는 첫째, 이민자를“구금, 경우에 따라 추방”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멕시코 영토에서 보호신청을 진행하도록 하여 많은 사람이 ‘불가피
하게 정착하는’국가가 되었다.

멕시코 내
국제적보호 요청

2013

2014

2015

2016

2017

1,296

2,137

3,424

8,796

14,594

[표1] 멕시코 내 국제적 보호 신청 추이 (단위: 건, 2013~2017)

연간 평균 국제적보호 신청 건수의 증가는 2014년부터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1천
여건을 넘어서지 않았던 이전 기간에 비해 상당한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17년에는 국제적보호 신청건수가 1만4천594건에 육박하였다. 이는 8천 796건을
기록한 2016년 대비 72% 증가한 것이며, 3천242건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서는 156%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보호 절차
비호를 신청한 자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멕시코난민지원위원회(COMAR)의 3개
지역사무소 중 하나를 방문하여야 한다. 인권기관은 멕시코에 입국한 대부분의 난민이
본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멕시코난민지원위원회(COMAR)의 지역사무소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국가이민청의 이민규제사무소에 국제적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이민자수용소(구금시설) 및 공항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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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민청(INM)에서 접수한 신청서는 멕시코난민지원위원회(COMAR)로 이송된다.
이 기관은 신청 희망자에게 난민지위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 신청접수 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시점에서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국제적보호 신청의지를 표명한
시점부터는 신청자를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다. 증명서를 취득한 시점부터, 신청자는
매주 난민지원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갱신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거주지와 사무소 간의 이동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한다.
연속 2주 간 출석하지 않으면 서류는 보관처리 된다.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난민지원위원회에 신고하고 다른 지역사무소로 출석할 수 있다.
이 증명서를 지참하는 경우, 국가이민청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인도적 사유의 방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적보호를 신청하고 증서를
취득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위하여 이 증서만을 활용하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이 증서가 있으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비호신청자는 본국을 탈출한 사유를 기재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된 비공개 서식으로, 작성하는데 최대 5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난민지원위원회가 신청자를 인터뷰하고 케이스를 조사한 후 결정을
발행한다. 결정의 발행 기간은 기본 45일이며, 총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소요 시간으로 10일이 추가될 수 있다. 즉, 난민지위인정 절차 1단계의 법정 최대
소요시간은 총 100일이다. 그러나, 난민지원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몇
달씩 지연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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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현황

총

남성

여성

국제적보호 신청

14,596

5,876

8,720

기각

167

51

116

완료

4,475

1,865

2,610

난민 지위 인정

1,907

875

1,032

보완적 보호 지위 인정

918

405

513

무효

1,650

585

1,065

수속중

7,719

3,216

4,503

[표2] 멕시코 내 국제적보호 수속 절차 별 진행 상황 (단위:건, 2017년 말 기준)

수속 도중 신청자는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선언’

15

14

및 1984년 ‘카르타헤나

이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수집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적보호 지위 인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카르타헤나
선언을 적용하여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만이 이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승인으로 결정되면, 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멕시코 전역에서 거주 및 노동할
수 있는 영주권이 발행된다.

14

제네바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
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위키피디아, 2019.06.30]
15

카르타헤나 선언: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포함하며 여기에 더 광범위한 난민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게 인도
적 처우와 영구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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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로 결정되면, 이 결정에 대해 난민지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이 결정만으로 신청자에게 난민지위가
자동인정 되지는 않으며, 절차의 재시작 여부만을 판단한다. 다시 반려로 결정되는
경우, 지방법원에 헌법소원 이의제기(Amparo)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각되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3심제).

2013

2014

2015

2016

2017

1,296

2,137

3,424

8,796

14,594

난민 지위 인정

280

460

949

3223

1907

보완적 보호 인정

33

84

161

672

918

멕시코 내
국제적보호 요청

[표3] 멕시코 내 국제적 보호 신청 추이 (단위: 건, 2013~2017)

V. 구금 및 추방
1. 구금
멕시코의

이민행정절차는

입국,

구금시설에서의

숙박,

본국

송환

등

국가이민청(IMN)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의 진행 중에는 이민법 및
법률시행령에 따라 불법이민 상황에 있는 이민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법령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침해하는 기간,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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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de Migración
Artículo 68. “Durante 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migratorio que
incluye la presentación, el alojamiento en las estaciones migratorias, el retorno
asistido y la deportación, los servidores públicos del Instituto deberán de
respetar los derechos reconocidos a los migrantes en situación migratoria
irregular establecidos en el Título Sexto de la presente Ley.“
이민법
제68조제2항: 자진등록, 이민자수용소에서의 숙박, 송환 및 추방 등의 이민행정절
차 상 이민청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는 이 법 제6편에서 정하는 불법 이
민 상황에 있는 이민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 또는 국제적 기준은, 이민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채택되어야 한다고 정하며, 망명신청자, 난민 및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자는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치안을 명분으로
하는 이들에 대한 구금 및 자유의 박탈은 법으로 정하며 예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멕시코 전역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행되며, 입국 시 구금에 대한 어떠한
대안적 검토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호, 정규화 가능성 또는 본국불송환 원칙에 관한
필요성 또한 평가되고 있지 않다. 국제 앰네스티가 멕시코의 국제적보호 신청자에
관하여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구금시설에서 지낸 이민자 중
보호를 신청할 권리에 관하여 안내받은 사람 또한 없었다.
16

관련하여, 국가이민청의 시민이사회(CCINM) 는 멕시코 이민자 구금시설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가 전역에서 공식이민서류 지참 여부에 대한 지속적 검사 및

16

국가이민청 시민이사회(Consejo Ciudadano del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CCINM),

https://www.gob.mx/inm/acciones-y-programas/consejo-ciudadano-del-instituto-nacional-de-migracion
Mexicana de Ayuda a Refugiados[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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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입증했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17

국가인권위원회(CNDH) 가 2016년 12월 28일 발행한 권고조치를 통해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식별되어 구금되는 경우,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취약한 상황에
18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구금시설에 수용된다. FMC 인권센터 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국가이민청, 지방경찰 및 연방경찰이 이민자 집중 거주 지역에의 집중
단속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이민서류 확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전 공지나 영장 없이 이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무방비하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구금되어 이민행정절차를 개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구금의 사유나 구금 예정기간,
피구금자의 권리 등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읽지도 못한 서류에 서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전화 한 통 조차 허용되지 않는 수 많은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영사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당사자의 국적 확인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효용이 없고, 어떠한
인권보호단체나 관할 공공기관의 변호 지원에도 접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멕시코가 “이동의 자유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과
구금의 예외적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CNDH), http://www.cndh.org.mx/[2019.06.30]

18

Center of Human Rights Fray Matias de Cordova.
https://www.unhcr.org/partners/ngodirectory/4ea91832b/center-human-rights-fray-matias-de-cordovacentro-de-derechos-humanos-fray.html[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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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구금은 인권에 관해 국제법으로 인식되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및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후에도 사람의 감정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구금은 가장 해롭고 부적합한 조치이다.
관련하여, 멕시코 이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의 법정 체류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5영업일이며, 이 기간 동안 행정청은 대상자에게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구금 기간 연장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민법
시행령 제234조에서는 경우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이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난민이 아닌 보완적 보호 등의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민행정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행정 또는 사법절차가 개시될 때 발생한다.

2015

2016

2017

2015-2017

피구금자 수(명)

198,141

86,216

95,497

473,098

남성

148,930

139,337

73,886

357,162

여성

492,110

46,879

21,611

115,936

추방자(명)

181,163

159,872

80,353

415,639

남성

136,389

118,131

57,644

312,164

여성

44,774

41,741

16,960

103,475

구금 대비 추방 비율

90.97%

85.85%

84.06%

[표3] 구금 및 추방된 이민자(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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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환 및 추방
이민자의 추방은 행정처분 없이 자발적으로 이 절차를 채택하는 “자발적
송환”과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귀환 형식을 따르지 않는 “추방”이 있다. 일반적인
송한 준비 기한은 이민자 수용소 입소일로부터 45영업일이며, 이 기간동안 수용소에
구금된다. 이민자가 불복 신청하는 경우, 각 경우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피구금자가 알맞은 정보를 제공받고 불복
신청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더불어 불복 신청에의 실질적
접근성에 관해서는, 이민법이 추방 명령에 대한 행정적 이의제기 또는 사법적
불복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유를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를
단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추방이 결정되어 본국으로 이송되기 까지 추방에 응하도록 이송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식사 및 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외압을 행사한 정황 또한
보고되었다.

Ⅵ. 성폭력 및 인신매매
멕시코 전역에서 성폭행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나, 특히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고 있는 타파출라 Tapachula 19 의 피해가 눈에 띈다. 또한
군사지역화, 이민자추적정책 및 구금 등으로 인하여 이민자들이 그 대안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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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출라(Tapachula):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202,672명(2010년 기준)이다. 과테말라 국경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접한다. [위키피디아,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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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밀입국 경로로 내몰리면서 인신매매의 덫에 빠질 위험성 또한 증대되었다.
치아파스주에서는 여성의 4.2%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강제 성매매에 동원되었다.
2012년 공포된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및 처벌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os Delitos en Materia de Trata de Personas)」은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납치, 포박, 수송, 이송, 감금,
전달하거나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사람의 착취”에 관하여
11가지로 세부규정 하였다. 이 법은 분류에 포함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자행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각종 간접적 형태로 착취에 동참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자와 관련 물품을 이용하는 자 또한 유죄로 보고있으며 이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Ley General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os Delitos en
Materia de Trata de Personas
Artículo 13. “Será sancionado con pena de 15 a 30 años de prisión y de un mil
a 30 mil días multa, al que se beneficie de la explotación de una o más personas
a través de la prostitución, la pornografía, las exhibiciones públicas o privadas
de orden sexual, el turismo sexual o cualquier otra actividad sexual
remunerada mediante:
I. El engaño;
II. La violencia física o moral;
III. El abuso de poder;
IV. El aprovechamiento de una situación de vulnerabilidad;
V. Daño grave o amenaza de daño grave; o
VI. La amenaza de denunciarle ante autoridades respecto a su situación
migratoria en el país o cualquier otro abuso de la utilización de la ley o
procedimientos legales, que provoque que el sujeto pasivo se someta a 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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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gencias del activo.
Tratándose de personas menores de edad o personas que no tiene la capacidad
de comprender el significado del hecho no se requerirála comprobación de los
medios a los que hace referencia el presente artículo.”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및 처벌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한 매춘, 포르노그래피, 대
중 혹은 사적 노출, 성관광 또는 그 밖에 대가를 지불하는 성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1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처벌하고 1천에서 최대 3만 일(한화로 )까지의 벌금을 부
과한다.
I.

기만

II. 신체적, 정신적 폭력
III. 위계를 남용하는 경우
IV. 취약 상황을 활용하는 경우
V. 중상 또는 중상을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VI. 국내 이민 상황으로 관련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이나 법
적절차를 남용하여, 일방이 타방의 강요대로 행동하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 또는 상황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이 조에서 정하는 방법
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Artículo 40. “El consentimiento otorgado por la víctima, cualquiera que sea
su edad y en cualquier modalidad de los delitos previstos en esta Ley no
constituirá causa excluyente de responsabilidad penal.”
제40조 피해자의 동의는 연령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 방식을 막론하고 형사
처벌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Artículo 76. La repatriación de las víctimas de los delitos objeto de esta Ley
será siempre voluntaria, y se realizará en los términos de lo previsto en la Ley
de Migración, su Reglamento y los protocolos de repatriación de vícti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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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entes.
Cuando la Secretaria reciba solicitud de repatriación de una víctima de los
delitos previstos en esta Ley, a un país del que esa persona sea nacional o en el
que tuviese derecho de residencia permanente, velará por que se realice
garantizando su seguridad y la observancia plena de su derecho de acceso a la
justicia, pudiendo permanecer en el territorio nacional hasta agotar el
procedimiento penal correspondiente, si así fuere su deseo.
제76조 이 법이 다루는 범죄의 피해자의 본국송환은 항상 “자발적 의지”를 기반으
로 하며, 이민법과 이민법 시행령 그리고 본국송환 프로토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
소관 부서가 범죄 피해자의 본국 또는 영주권소지국으로의 송환 신청서를 접수하
면, 피해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법접근성에 관한 권리를 준수하며, 원하는
경우 관련 형사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
Artículo 78. La Secretaría otorgará visas por razones humanitarias a las
víctimas extranjeras de los delitos previstos en esta Ley, así como a sus
ascendientes y descendientes en primer grado durante el período de espera y
durante el procedimiento penal.
En los casos que así lo ameriten, en los términos previstos en la Ley de
Migración, estas visas contarán con permisos para laborar y podrán convertirse
en permisos de residencia permanente a solicitud de la víctima.
제78조 내무부는 이 법이 정하는 범죄의 외국인 피해자와 그 직계존비속에게 대기
기간 및 형사소송 기간 동안 인도적 사유의 사증을 발급한다.
경우에 따라, 「이민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 사증은 노동허가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주허가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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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인정하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본국 송환은 언제나 “자발적 의사”를
기반으로 하고, 피해자와 그 직계존비속에게 대기기간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인도적 사유의 사증’을 발급한다. 이 사증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주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Ⅶ. 결론
이러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스페인난민지원위원회(CEAR)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미국의 멕시코 영토에 대한 국경 외부화는 해당 지역의 이민 현상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치안 및 군사지역화에 주안점을 둔 국경 통제는 테러, 인신매매,
마약밀매 및 조직범죄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서 정당화되었으며, 멕시코는 미국의
‘수직적 국경(vertical border)’으로 변모했다.

∙

남부국경프로그램(PFS)은 2014년부터 미국 정부의 경제, 기술, 정책적 지원으로
개시되었으며, 이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민자 및 난민을 멕시코가 구금 또는
추방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군사계획 및 정책을 포함하였다.

∙

이민자와 국제적보호신청자에 대한 국경통제, 구금, 자유의 박탈, 추방 및 밀입국
경로 상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하였다. 이곳에서는 또한 납치, 도난, 강도, 성폭행,
인신매매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많은 폭력 사건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자행됨에 따라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크게 저해되고 빈번하게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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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이민정책은 극도의 모순을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이민자, 인신매매
피해자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여 대내외적으로 멕시코가 인권을 존중하는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리가 법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 구금 및 추방이 증가하고 있다.

∙

멕시코가 남부국경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한지 3년이 되는 2014년, 국제적보호
신청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이는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된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정착하고 비호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적보호를 신청자 중 다수가 갱단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해 나이가 어린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지향성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본국에서 겪는 폭력과 차별에서 탈출한다. 이들에 대한 인정
비율은 2017년 63.12%에 달했다.

∙

국제적보호 신청 절차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
망명신청자 등에 대한 구금이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절차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구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수용소 내에서는 신청자가 추방에 순응하도록 위협하며 실제 신청을
포기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

이민행정 프로세스 상에서도 불법과 폭력이 식별되었다. 피구금자에게 구금 사유
또는 구금예정기간, 권리 등이 안내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의 열람도 제한되었다.
대다수의 경우 영사적 지원이나 법률지원에의 접근성도 차단되었다.

∙

난민이 멕시코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난민 또는 난민지위인정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진입은 제한적이며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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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집중된다. 또한 멕시코 국민들의 이민자 또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배타성
또한 식별되었다.
∙

멕시코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또한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추방된다. 이들이
추방되면 출신국에서 이러한 미성년자를 책임질 성인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취약지대에 몰린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그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성폭력 및 인신매매는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조직범죄가 성행하는
타파출라 Tapachula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더해 군사지역화 및 이민자에 대한
추적 및 구금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더욱 위험한 밀입국 경로를 선택하게 하여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 22 -

Ⅷ. 맺음말
이 보고서에서는 스페인난민지원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의 이민자
및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알아보았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는 북미로 향하는 이민자 및 난민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해왔던 멕시코는,
현재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본래의 의도를 단념하고 정착하는
새로운 의미의 이민 목적지로 변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난민과 이민 희망자들이 본국을 탈출하여 (목적지를
불문하고) 정착하는 시기까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법규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상황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 문제는
대내정책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와의 외교 이슈 등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가 이제 난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각 부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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