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難民 어려울난·백성민)은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뜻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나와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난민은 

주로 인종·종교·정치·사상의 차이 또는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나거나 다른 지방으로 옮겨 가는 사람을 뜻한

다. 이 책에서 난민은 바로 이런 뜻으로 쓴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민이 왜 생겨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 해결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전쟁을 

당장 그만두면 조국을 떠나는 난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

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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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1학기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6학년 2학기 사회  2.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6학년 2학기 사회  3.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6학년 2학기 사회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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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조국을 떠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독일은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이다. 왜 그러한지 알아보자.

 러시아와 체첸의 전쟁, 러시아가 체첸을 침략한 까닭을 찾아보자.

 키프로스 분쟁을 공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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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6400만 명 이상이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났다고 한다. 2011년 말에는 난민

이 1000만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500만 명으로 늘었다. 50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해가 갈수록 난민 수가 늘고 있다. 그만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종교나 인종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어느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낯선 곳에 온 난민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한다.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워야 하고, 먹고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

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있다. 언제나 그

렇듯 우리가 도덕과 진리를 몰라서 전쟁이 나고 종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독전 활동 )

난민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난민이 왜 생겨나는지 조사해 보자. 

 먼저 인터넷 표준국어사전에서 ‘난민’의 뜻을 찾아보자.

 그런 다음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두산백과 사전에서 ‘난민’의 뜻을 찾아보자.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는데 이들

도 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세계에서 난민이 왜 생겨나는지 알아보자.

 유엔난민기구(www.unhcr.or.kr)사이트를 찾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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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법무부는 ‘2016년 난민 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7542

명인데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98명밖에 안 된다. 더구나 98명 안에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국으로 온 이주 난민 34명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64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고, 난민 인정률이 0.84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는 지금까지 1052명이었는데, 단 네 사람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만큼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

받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 날에 대해 조사해 보자.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2016년 난민 현황’ 또는 ‘2016년 난민 관련 통계’를 검색하여 2016년 대

한민국 난민 인정률에 대해 미리 정리해 둔다.

 우리나라 난민 수용 실태를 알려 주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보다 더 

많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과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나누어 토

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난민 쿼터제란?

이 세상에 난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국가는 없다. 또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무조건 비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고로 국가는 그 나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권리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

이지 않는 나라를 윤리나 도덕 같은 기준으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전쟁이나 

내전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국제 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 중심은 국제 연합이 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난민 쿼터제이다. 난민 쿼터제는 한 나라의 인구, 

경제력, 실업률을 감안해서 세계 난민을 나누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

법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