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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법 시행 1주년의 검토 및 향후 발전 방향”
•일시 :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 Friends of UNHCR

■ 교통편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주변버스정류장
일반 : 10, 70-2
간선 : 153, 162, 260, 262, 362
지선 : 5615, 5618, 7613
광역 : M7613, M7625
좌석 : 108
마을 : 영등포10

| 행사 문의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채현영 Associate Legal Officer T.02-773-7013

국회 Friends of UNHCR

Korean Bar Association
National Assembly Friends of UNHCR

■PROGRAM

•세부 일정

Welcome Message

시 간

세부내용

개회식

초대의 말씀

사회: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 Friends of UNHCR에서는

09:30~09:50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09:50~10:10

의거하여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

•개회사 : 더크 헤베커 대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환영사 : 황우여 교육부 장관 (Friends of UNHCR)
•축 사 : 홍일표 국회의원 (Friends of UNHCR)
•축 사 : 위철환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발제
•이 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세션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좌장: 김종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위원장)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었

토론
10:10~11:10

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11:10~11:25

•주진효 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난민팀)
•Stella Ogunlade 법무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김성수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이호택 대표 (피난처)
•박영아 변호사 (공감)
휴식
세션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 처우
좌장: 김종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위원장)

2014. 11.

토론

대한변호사협회

11:25~12:25

유엔난민기구
국회 Friends of UNHCR
12:25~12:30

•주진효 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난민팀)
•Stella Ogunlade 법무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Patricia Goedde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인 사무국장 (난민인권센터)
•이발래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폐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1월 25일 화요일까지로 이름, 직위, 기관명 및 연락처를
intern2@unhcr.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만, 준비를
위해 사전에 이메일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