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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한 준 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이다.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의 도입과 변천을 둘러싸

고 관련된 세력들 내지는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가치정향과 힘의 충돌과 타협,	
작용과 반작용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주노동레짐

은 이주노동정책 설계·운영의 바탕이 되는 원칙들과 이러한 원칙들에 기반한 일련

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조직 체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노동

자의 한국사회 편입 양식을 ‘종속적 편입’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개념은 두 가

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가 이주사회에서 겪는 차별,	 착
취,	 소외,	 배제를 분석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위해 참여하고 기획하는 다양한 결사와 운동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우선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이하 투-트랙 구조)와 이주노동운동

의 출현 과정을 설명한다.	 투-트랙 구조는 한편으로는 상시적인 추방 공포를 이용

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으로 편법적으로 변용하고 확대하는 방식에 기초한다.	 이러

한 투-트랙 구조의 형성 과정은 정치경제학 이론만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없다.	
심층적으로 볼 때 생산성—치안 중심의 국가 책무 설정과 그러한 통치의 틀 하에

서의 부처 간 동학이 보다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권리체계에서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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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배제,	 노조 편입의 어려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대표의 부재 등 공식

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사회로의 안정적인 편입의 기회가 결핍된 상황(종속적	 편

입)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비공식적 편입 시도들(종속적 편입)이 나타났

다.	 그런 가운데 이주노동운동이 출현했으며,	 특히 1995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을 분기점으로 하여 투-트랙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이주노동정치가 본격화되었다.	 	 	 투-트랙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의 시도는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동포 이주노동

정치’에서 동시에 나타났으나 연수취업제와 취업관리제의 도입에 그쳤다.	 즉,	 투-트
랙 구조가 온존했다.	 중요한 이유는 현상유지세력에 대한 대항-헤게모니 세력이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온건 이주노동운동 세력,	
노동부,	 청와대,	 민주당 간에 고용허가제의 도입이라는 최소주의적인 공통 요구에 

기반해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는 투-트랙 구조의 와해와 이주노동

레짐 형성의 결정적 변수였다.	 하지만 최소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형성된 이주노동

레짐은 그 구성 원칙들의 우선성 체계와 전반적인 제도 설계의 차원에서 볼 때 

권리 친화성 수준이 낮았다.	 한편 이상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편입 패턴은 여

전히 종속적 편입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권리체계 편입의 분절성과 모순성이 

배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건립이라

는 능동적 편입 기획은 이주노조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레짐 구성 원칙들의 조합과 

위계의 설정,	 그리고 그것의 제도화와 집행 매커니즘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이주노동정치가 투-트랙 구조의 온존과 혁파를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의 특징을 보였다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

레짐의 권리 친화성(내지는 시장 친화성)	 수준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보다 포괄적

인 세력 간 경합 과정이 된 것이다.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들 — 달리 말하면 이주노동정치의 영역들이다 — 
은 합법화,	 고용허가제,	 다문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현재

까지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에 실패했다.	 가장 결정적

인 요인은 보수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의 복원과 강화

였다.	 그런 가운데 이주노동운동 세력의 응집력은 약화되었고,	 이주노동운동과 노

동운동의 연대는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를 위한 현상타파의 뚜렷한 모

멘텀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주노동레짐 하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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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중층적 계서화의 특징을 보였다.	 즉,	 한편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체계 편입의 기회가 주어진 ‘우수인재’와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영주권 취득 기회를 박탈당한 채 2차 노동시장에 배속되었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일련의 이주노동정책의 제도적 변화들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상이

한 법적,	 행정적 범주들로 분화되면서 내적 차등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런 가

운데 국내 노조 편입,	 미디어 운동,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난민 운동 

등 다양한 비공식적 편입 기획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들은 중앙과 지방 정부

의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주요어: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	 산업연수생제도,	 이주노동레짐,	 이주노

동정치,	 종속적 편입,	 중층적 계서화,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학  번:	 2009-30813





- v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2.	 기존연구 검토 ---------------------------------------------------------------------------------	 7	 	 	 	 	 2.1.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 --------------------------------------	 7	 	 	 	 	 2.2.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와 국제인권규범 -----------------------------------------	 12	 	 	 	 	 	 	 2.2.1.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 -----------------------------------------------------------	 13	 	 	 	 	 	 	 2.2.2.	 국제인권규범 -----------------------------------------------------------------------	 15	 	 	 	 	 2.3.	 이주노동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7	 	 	 	 	 	 	 2.3.1.	 정치경제학 --------------------------------------------------------------------------	 17	 	 	 	 	 	 	 2.3.2.	 복합적 구성체로서의 국가 -----------------------------------------------------	 19	 	 	 	 	 	 	 2.3.3.	 사회운동 -----------------------------------------------------------------------------	 24	 	 	 	 	 	 	 2.3.4.	 결사 활동 ---------------------------------------------------------------------------	 28	 	 	 	 	 2.4	 편입의 유형,	 과정,	 평가 --------------------------------------------------------------	 30	 	 	 3.	 연구 분석틀 -----------------------------------------------------------------------------------	 36		 	 	 4.	 연구 방법과 자료 ---------------------------------------------------------------------------	 44	 	 	 5.	 논문 구성 --------------------------------------------------------------------------------------	 47
제2장.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형성과 이주노동운동의 출현 --------	 50	 	 	 1.	 ‘불법성’	 활용 행정과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형성 -----------------------	 51	 	 	 	 	 1.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현 ----------------------------------------------------------	 51	 	 	 	 	 1.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	 ------------------------------------------------------	 53	 	 	 	 	 1.3.	 ‘생산성—치안’의 통치와 ‘상시적 추방 공포’	 활용 행정 -------------------	 54	 	 	 	 	 1.4.	 노동계의 미온적 대응과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형성 -------------	 59



- vi -

	 	 	 	 	 	 	 1.4.1.	 노조로 편입되지 못한 이주노동자 ------------------------------------------	 59	 	 	 	 	 	 	 1.4.2.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형성 ------------------------------------------	 60	 	 	 	 	 1.5.	 경실련 농성 -----------------------------------------------------------------------------	 65	 	 	 2.	 편법적 이주노동정책과 이주노동운동의 출현 --------------------------------------	 70	 	 	 	 	 2.1.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 ------------------	 70	 	 	 	 	 2.2.	 유사 고객정치와 국가 중심적 접근 ----------------------------------------------	 75	 	 	 	 	 2.3.	 편입 매커니즘으로서의 산업연수생제도 ----------------------------------------	 87	 	 	 	 	 2.4.	 명동성당 농성 --------------------------------------------------------------------------	 92	 	 	 3.	 투-트랙 이주노동행정과 ‘종속적 편입’	 -----------------------------------------------	 97
제3장.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과 이주노동레짐의 형성 ------	 103	 	 	 1.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의 제도적 진화와 균열 ------------------------------------	 104	 	 	 	 	 1.1.	 일반 이주노동정치 -------------------------------------------------------------------	 104	 	 	 	 	 	 	 1.1.1.	 산업연수생제도의 온존과 변형 ---------------------------------------------	 104	 	 	 	 	 	 	 1.1.2.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 ---------	 110	 	 	 	 	 	 	 	 	 1.1.2.1.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	 110	 	 	 	 	 	 	 	 	 1.1.2.2.	 두 번의 충돌과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 -----------	 112	 	 	 	 	 	 	 	 	 1.1.2.3.	 정치적 제약·기회 구조와 투-트랙 구조의 온존 ------------------	 120	 	 	 	 	 1.2.	 동포 이주노동정치 -------------------------------------------------------------------	 124		 	 	 	 	 	 	 1.2.1.	 이중적 동포정책 ----------------------------------------------------------------	 124	 	 	 	 	 	 	 1.2.2.	 동포 이주노동정치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지속 ---------	 129	 	 	 	 	 	 	 	 	 1.2.2.1.	 ‘동포 이주노동정책’의 추진 --------------------------------------------	 129	 	 	 	 	 	 	 	 	 1.2.2.2.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형성 --------------------------------------------	 130	 	 	 	 	 	 	 	 	 1.2.2.3.	 한중외교 관계와 행정 부처의 태도 ----------------------------------	 134	 	 	 	 	 	 	 	 	 1.2.2.4.	 재외동포법령 제정:	 동포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동포정책 ----	 136	 	 	 	 	 	 	 	 	 1.2.2.5.	 ‘동포 이주노동정치’의 한계 --------------------------------------------	 139	 	 	 2.	 ‘고용허가제 옹호연합’과 이주노동레짐의 형성 -----------------------------------	 144	 	 	 	 	 2.1.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특징 --------------------------	 145



- vii -

	 	 	 	 	 2.2.	 이주노동운동의 분화와 ‘고용허가제 옹호연합’	 -----------------------------	 155	 	 	 	 	 	 	 2.2.1.	 이주노동운동의 분화 ----------------------------------------------------------	 157	 	 	 	 	 	 	 2.2.2.	 현상타파의 제약·기회 구조와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의 성취와 한계 -	 162	 	 	 	 	 	 	 2.2.3.	 추방의 위협과 두 갈래의 이주노동운동 ---------------------------------	 170	 	 	 	 	 	 	 	 	 2.2.3.1.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균열,	 그리고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한계 ----------------------------------------------------------------------------------------------	 171	 	 	 	 	 	 	 	 	 2.2.3.2.	 380일 농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의 창립 -------------	 174	 	 	 3.	 편입 과정의 지속과 변화 ---------------------------------------------------------------	 178
제4장.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	 세 정책 영역,	 중층적 계서화,	 그리고 새

로운 편입 기획들	 -------------------------------------------------------------------------------	 187	 	 	 1.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	 189	 	 	 	 	 1.1.	 합법화 정책:	 유형,	 논쟁,	 단계 ---------------------------------------------------	 189	 	 	 	 	 1.2.	 세 유형의 행정적 대응:	 단속·추방,	 자진출국유도,	 부분 합법화 -------	 193	 	 	 	 	 1.3.	 전면 합법화 운동 --------------------------------------------------------------------	 195	 	 	 	 	 1.4.	 정부의 전면 합법화 정책 검토 --------------------------------------------------	 198	 	 	 	 	 1.5.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	 201	 	 	 	 	 1.6.	 ‘생산성―치안’	 중심 통치와 전면 합법화 정책안 폐기 -------------------	 203	 	 	 2.	 고용허가제의 정착과 개정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 ----------------------------	 208	 	 	 	 	 2.1.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의 시장 친화성 강화 --	 209	 	 	 	 	 2.2.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포와 비-동포의 분리 ----------------------------------	 214	 	 	 	 	 2.3.	 ‘노동 공화주의’와 제약 구조 -----------------------------------------------------	 218	 	 	 	 	 2.4.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	 강화 -----------------------------------------------	 223	 	 	 3.	 ‘다문화’	 정책과 이주노동정치 ---------------------------------------------------------	 230	 	 	 	 	 3.1.	 다문화 담론의 등장 -----------------------------------------------------------------	 230	 	 	 	 	 3.2.	 다문화 정책의 설계와 법무부 주도성 -----------------------------------------	 233	 	 	 	 	 3.3.	 이주노동정치의 시각에서 본 다문화 정책 -----------------------------------	 236	 	 	 	 	 3.4.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	 240



- viii -

	 	 	 4.	 편입의 ‘중층적 계서화’와 새로운 편입 기획들 -----------------------------------	 248
	

제5장.	 결론 ----------------------------------------------------------------------------------------	 260
참고문헌	 ---------------------------------------------------------------------------------------------	 284



- ix -

표 목차 

<표1>	 국내 이주노동자 통계 (1988년~1991년)	 -------------------------------------------	 54	<표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조합 전무이사 출신 현황 (2002년 9월 현재)	-------------------------------------------------------------------------------------------------------------	 78<표3>	 1995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예산 ----------------------------------------------	 83<표4>	 계약이행보증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속현황 -----------------------------	 90<표5>	 조사기관별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월평균임금 -----------------	 91<표6>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도입 정원 추이 (1993년~2000년)	 --------------------	 106	<표7>	 송출국가별 산업연수생 도입 현황 (1994년~2000년)	 ------------------------	 106<표8>	 취업관리제의 취업 분야,	 내용,	 도입 인원 ---------------------------------------	 127<표9>	 고용허가제의 허용업종 -----------------------------------------------------------------	 151<표10>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원 단체 (2001년 11월 현재)	 ------------------	 158<표11>	 이재정 의원의 고용허가제 법안 수정·보완 주요내용 -----------------------	 168<표12>	 이주노동자 범주에 따른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	 180<표13>	 송출국가별 송금 성장률 및 GDP	 대비 송금 규모 ---------------------------	 184<표14>	 해외 이민국가들의 단발적 합법화 프로그램 (1981~2005)	 ---------------	 190<표15>	 미등록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205<표16>	 외국인 정책 목표별 추진 과제 및 예산 (2009년~2016년)	 ---------------	 242<표17>	 국가 간 양성평등도 비교 (2012년)	 -----------------------------------------------	 249<표18>	 국가 간 다문화수용성 비교 ---------------------------------------------------------	 278



- x -

그림 목차

<그림1>	 이주민의 정치적 편입 모델 ---------------------------------------------------------	 34<그림2>	 연구 분석틀 ------------------------------------------------------------------------------	 37<그림3>	 ‘종속적 편입’의 분석틀 ----------------------------------------------------------------	 43<그림4>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 ----------------------------------------------------------	 97<그림5>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원칙들 -----------------------------------------------	 150<그림6>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이주노동정책 --------------------------------------	 152<그림7>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	 235<그림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도 -----------------------------------------	 236<그림9>	 이주노동자 편입의 중층적 계서화 -----------------------------------------------	 250



- 1 -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

	 	 	 1987년 민주화로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 민주노조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장애인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권위주의 체제의 지배와 억압 하에 침묵,	 배제,	
주변화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분출했다.	 이 운동들은 지향,	 목적,	 활동 방

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	 즉 ‘권리주창’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공법학자인 마틴 러플린(Martin	 Loughlin)은 권리에 대한 보편적,	
도적적 개념화는 그것이 갖는 정치성에 대한 몰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

서 권리의 고유한 정치적 성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Loughlin	 2003,	 87,	 124).	
정치사회학자인 브라이언 터너(Brian	 Turner)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회

의 진정한 성원으로,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며 “사회적 갈등과 협상과정을 수반”	 한다고 지적했다(터너 1997,	 122).	 다시 말

하면 정치공동체에서 ‘권리’는 법적 인정과 실제 통치를 통한 보호의 산물이기 때

문에 권리쟁취운동,	 입법과정,	 정책과정을 포괄하는 ‘권리 정치’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특히 권리 정치는 사회 내 희소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	 가치관의 상

충,	 정치 제도의 민주적 결함 등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종종 새로운 형태의 위

계,	 차별,	 배제의 요소를 동반하게 되며 사회운동의 내적 편차와 갈등,	 그리고 변

모로 인해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권리 정치’의 관점

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주목한다.2)
1) 본 절의 내용은 한준성(2014, 53~55; 2015, 323~30, 350)의 논의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

임을 밝혀둔다.   
2) 호명의 주체나 특수한 맥락에 따라서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초청노

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등 다양한 명명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로 
쓰는 명칭은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이다. 우선 이 명칭은 국제 규범에서 통용하는 
보편적 용어이다. 이주노동자는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보호
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의 2조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본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
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뜻한다. 이주노동자의 용어를 기본 명칭으로 사용하
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노동자’나 ‘외국인근로자’에서 ‘외국인’의 용어가 내국인과 외국
인 간에 우열과 차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용어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적 동포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나 ‘외국인근로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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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유입은 1987년을 전후로 하여 시작되었

다.	 초기에는 단순기능외국인력의 도입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

도 변함없는 노동배제적 통치 하에서 노동시장의 하위에 배속되었고,	 사회에서 가

장 주변화된 인구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급작스럽게 대량의 이주민 유입

을 경험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유입을 처음 

경험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행정 체계와 역량은 매우 미비했다.	 그리고 민족-국
가를 자연스러운 정치적 조직 형태로 간주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인식론적 제

약과 강한 혈통주의 전통 내지는 단일민족의 서사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이자 타

자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과 일상에서 겪는 인종적,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했

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법형식상 인정된(de	 jure)	 권리와 

이들의 실제(de	 facto)	 경험 사이의 간극이 컸다.	 이에 더해 혈통이나 민족의 차이

에 따라,	 그리고 같은 동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출신지에 따라 한국사회의 권리

체계 편입 수준은 불평등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에 대한 정주화 금지 

원칙과 그 파생 원칙들(단기순환 정책 등)은 일시 체류를 전제로 한 ‘통제’나 ‘관
리’의 수준을 넘어선 ‘통합’과 ‘포용’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제약했다.	 	 	 결국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

이었고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서 지원단체들(주로 

상담소과 종교단체)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주노동자 권리 주창 활동이 차츰 이주

노동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제도의 수립

과 변화를 둘러싸고 관련된 정치 세력들 내지는 행위자들 간의 갈등,	 경합,	 타협,	
협력 등의 복합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권리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

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사이에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오면

서 한국 사회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주사회 내지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

해 오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

인3)은 총 2,001,828명이며,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1,481,603명으로 추산되었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외국인’
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외국인’으로 호명하는 것은 자칫 중국이나 구소련 출신 동포들
의 역사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비)동포 이주노동자’의 명칭을 
사용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주노동자 개념은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기
술직 종사자로서 합법적으로 취업사증을 받은 외국인은 제외하며, 법무부의 체류자격 분류
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산업기술연수생(D-3), 연수취업자
(E-8),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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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4)	 그리고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 나온 2016년 추계 인구수(50,801,405명)에서 체류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4%(장기체류자 비율은 약 2.92%)이다.	 이 가운데 취업자격을 가진 단순기능 이

주노동자는 560,594명으로 체류 외국인 가운데 28%(장기체류자 대비 약 38%)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 미등록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211,964명
으로 추산되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따라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대략 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줄면

서5)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예견된다.	 예컨대 UN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의 안정적 생산인구 유지를 위해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력이 2000년~2025년에 년 평균 41,000명,	 2025년~2050년에 년 평균 216,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추정된다(Kim	 2014,	 55).	 물론 이는 추정치로서 반드시 그러한 결

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구구조의 변화6)와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구조적으로 자리한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들의	 권리 문제가 갖는 정치적 함의

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는 지구화가 동

반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적 

통치 형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와 장기체류 추세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이들에 대한 포용의 방법(론)
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시킨다.	 이를테면 노동시장이나 복지제도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배제나 소외의 경험은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공

적토의,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정치적 포용의 문제를 제기한

3) 장·단기 체류 비자를 획득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4)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자녀를 말하는 ‘이주배경자녀’의 수는 2015년 말 현재 

207,693명으로 추산되었다(정기선 외 2016, 6). 
5)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

중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선 뒤 2015년에는 12.8%로 상승했고, 
2025년에는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2001년~2015년 기간에 초저출산 수준(1.3명 이하)이 이어졌다. 한편 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에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 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35년 66.8명, 
2059년에는 100명을 넘어서게 된다(『한겨레』 2016/12/09, 9).  

6) 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한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에 이르게 된다. 즉,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해서 2060에 가서
는 –1.0%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남상호 외 2013,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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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는 내적 다양성을 갖는 새로운 인구 집단의 출현에 대해서 정치적 

대표와 정부 책임성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직

결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이주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으로 포섭되지 않는 인구가 증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 하에서 정치적 평

등과 민주적 책임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기획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달리 말하면 이주노동자의 대량 유입은 시민들 사이의 평등한 권리 배분을 정당

화한 가장 강력한 기제로 작동해 왔던 ‘국민/민족(the	 nation)’	 기반의 권리 배분 

정치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의 계기인 것이다(Joppke	 1998,	 7).	 이런 점에서 최근 ‘탈영토화된 권리’,	 ‘포스트내셔널 권리’7),	 ‘트랜스내셔널 권리’,	 ‘다문화 시민권’	 등

의 새로운 권리 모색 담론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과 논의의 확산은 기존의 시민권 

개념 및 민족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성원권 체계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새로운 정

치적 포용 관계에 대한 모색을 의미한다.	 	 	 물론 향후 이주노동자의 대량 유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다문화적 조건에 적

합한 권리 배분의 정치를 모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인력 유

입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수(數)와 권리가 교환(trade-off)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Ruhs	 and	 Martin	 2008).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열악한 노동시장 

조건을 준거점으로 판단해 거주국에서 노동 관련법이나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수

준 보다 훨씬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수용하고,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

장 수준 증대를 비용 상승으로 간주하며,	 정부는 국가 재정 조건에 대단히 민감하

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규모가 증대할수록 이들의 권리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만 보더라도 향후 이주노동자의 대량 유입이 불가피

해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리 정치의 기획이 이들의 권리를 얼마나 적극적으

로 반영할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시민권·주거·복지·교육 문제,	 극우 정치세

력화,	 범죄 조직과 관련된 밀입국이나 인신매매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정치가 선거정치를 매개로 이주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

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대체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어 왔

7) ‘포스트내셔널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의 대표적 논자인 야스민 소이잘
(Yasemin Soysal)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정치에서 나타나는 시민권 재구성 과정을 포착,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발견적(heuristic) 장치’로 고안했다(Soysal 2012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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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직까지 정당이나 의회 등 제도권 정치의 주요 의제

에 포함될 정도로 충분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의 사회적 기반과 조직적 역량의 허약함,	 그리고 ‘제한적 정당 경쟁’과 

높은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정치적 반응성과 책임성 수준

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강원택 2007,	 2015;	 최장집 2009).	 그렇지만 이주노동

자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장기체류자와 이민2세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파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권리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유권자의 선호 형성

과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하고 정당과 의회 등 제도권 정치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정치엘리트 집단들은 이주노동자 이슈

를 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차원에서 정치쟁점화(politicization)하는데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의 권익 문제와 

관련된 보다 거시구조적인 이슈들(이를테면 시민권,	 노동시장 구조,	 복지체계 등)
에 대한 대처라는 보다 핵심적인 과제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

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동학은 ‘민주주의와 노동’
에 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노동이 정

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최장집 2009)의 문제와 함께 노동

계급의 내적 이질성 내지는 주변성과 관련해서 ‘노동 민주화’(노중기 2010)의 문제

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한국정치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

는 노동자의 이해와 관점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으로서의 유력한 대안정당이 부재

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	 가속화된 경제와 사회의 신자

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한 노동의 분화·분열과 그 결과 나타난 이른바 “노동운동 밖

의 노동”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장집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권위주의하에서가 아니

라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운동의 존립이 더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다(최장집 2009,	213).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처한 이같은 이중

적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회 집단이다.	 즉,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는 한국 

노동정치의 상태를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리트머스 시험지이

다.	 	 	 	 위에서 살펴본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의 다층적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해는 

결국 체류의 일시성을 전제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에 함몰되지 

말고 이들의 한국사회(의 권리체계)로의 편입8)의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8) 이주노동자가 이주사회의 일부가 되어 가는 과정을 통상적으로 칭하는 용어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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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경합의 과정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 지점에서 필자의 문제

의식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이 ‘이주노동정치’와 긴밀한 함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	 존재 양태,	 이주사

회와 맺는 관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의 도입과 변천을 둘러싸고 관

련된 세력들 내지는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가치정향과 힘의 충돌과 타협,	 작용

과 반작용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물론 이주노동정치가 무매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편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

입 과정은 이주노동정치를 통해 형성되는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 조직들의 배열 

상태,	 이주노동행정의 구조와 작동 매커니즘,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는 ‘이주노동

레짐’의 영향을 받는다(이주노동레짐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연구 분석

틀’	 내용을 참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기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1987년 이후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의 지형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떠한 재편의 

과정을 겪었는가?	 둘째,	 한국 이주노동레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주

요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이주노동자의 편입 과정은 어떠한 변모를 보여 왔는

가?	 다시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이

주노동레짐의 형성 과정과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핵심 내용을 짧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초에 형성된 외국인력행정 

패턴은 불법성의 관리와 편법성의 활용에 기반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투-
트랙 구조)이다.	 투-트랙 구조의 형성 과정은 고객정치의 정치경제학 이론에 치중

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분석할 수 없으며,	 ‘생산성-치안’	 중심의 국가의 책무 설정

과 그러한 통치틀 하에서의 부처 동학이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투-
트랙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이주노동정치는 1995년 명

동성당 농성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분격화되었다.	 이는 다시 ‘일반 이주노동정치’
(integration)’이다. 이 개념은 동화주의 시각의 단선적이고 목적론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
점을 교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필자는 통합 대신 ‘편입
(incorporation)’의 용어를 사용한다. 즉, 캐슬과 밀러의 지적처럼 통합이라는 용어가 이
주민이 거주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는 과정의 특정한 지향성을 함축하고 있기에 보다 중립
적인 개념으로서 편입의 개념을 사용하려는 것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246). 또한 
편입 개념은 소이잘의 설명처럼 이주노동자 개인이 이주사회의 고유한 가치나 통상적인 
삶의 패턴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혹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한 개인 
수준의 통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인구가 이주사회 정치체의 일부가 되어 가
는 거시 수준의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Soysal 1995,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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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포 이주노동정치’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주노동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10여 

년간 투-트랙 구조가 온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현상유지세력에 대한 ‘대
항-헤게모니’	 세력 창출의 실패였다.	 반면에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라는 세력 연

합은 투-트랙 구조 와해와 이주노동레짐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고용허가제

의 입법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은 최소주

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런 만큼 이주노동레짐은 낮은 권리 친화성 수준을 

특징으로 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

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에 실패해왔다.	 여러 이유들을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은 

보수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의 복원과 강화였다.	 한편 

지난 30여년의 이주노동정치사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편입은 ‘종속적 편입’의 특

징을 보였다(이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연구 분석틀’	 내용을 참고).	 이주

노동자 편입 양식은 통합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부재 속에서 초기에는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특징을 보였고,	 이후 분절성과 모순성의 특징이 강화되었으며,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시행을 기점으로 하여 ‘중층적 계서성’의 특징을 보여 왔다.
2.	 기존연구 검토

2.1.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

들은 이주노동자 유입 논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9),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9)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둘러싼 찬반론에서 찬성의 입장은 보완가설의 이론적 논거를 바탕으
로 국민경제를 대변하는 기관과 소속 학자들에 의해 나왔다(경제기획원 1990; 김수곤 
1992; 서승원 1995). 반면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이해관계의 대표자, 혹은 민족주의적 관
점을 가진 학자들이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대체가설을 이론적 논거로 삼았다(이광택 
1992; 설동훈 1992). 무엇보다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존폐 여부와 고용허가제의 도
입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연구에 반영되었다. 먼저 1994년 전후로 연수생제도를 지
지하는 연구들이 나왔다(김수곤 1992; 서승원 1995; 남성일 1995). 이들 연구는 대체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계의 지속적 성장, 노동운동과의 연대 차단, 고용조정의 용이성 등을 
논거로 하여 연수생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연수생 이탈, 브로커 등 중간착
취, 내국인근로자와의 차별대우,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수생제도를 비판하
고 대안으로 고용(노동)허가제를 지지하는 논의들이 잇따랐다(조주현 1995; 김준 1995; 최
홍엽 1997).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반대론도 등장했다(박
주태 1995; 박성준 1996; 나영선 1997; 송병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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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었기에 인권,	 노동권 유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다룬 연구들이 나왔고,	 주로 설문조사

나 면접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적응실태,	 차별의 특징과 원인 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나왔다(이욱정 1994;	 유명기 1995;	 설동훈 1999;	 함한희 1997;	
윤태선 2002;	 이태정 2004).	 그런 가운데 일군의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단일민족관

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점차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함한희 1997;	 유명기 1995;	 윤태선 2002;	 한건수 2003).		 	 	 한편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내 이주노동자 연구의 많은 부분은 외국

인력정책과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경제적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외국인력 통제 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인권 후

진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주노동자를 일시적 단기 체류자로 전제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내 노동이주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주노동자 체류의 ‘일시성’을 가정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Collins	 et	 al.	 2013,	 13),	 당시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 점에

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작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가 만나면서 발생하

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선옥 2005,	 6).		 	 	 이후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연구적 공백을 메우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증가 추이를 추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변화를 분석하는 작업

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박경태 2005;	 엄한진 2006;	 김현미 2006;	 Kim	2007;	 김혜순 외 2007;	 오경석 외 2007;	 김은미·김지현 2008;	 윤인진 2008;	 Lee	2008;	 한경구 2008).	 또한 시민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점차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

하면서 학계에서도 국내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연구적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다룬 연구 외에 가장 활성화된 연구 분야는 이주노동자 권

리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였다(고유미 2004;	 박경태 2001;	 설

동훈 2003a,	 2005;	 Lim	 2003;	 Kim	 2003).	 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활동을 논의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이선옥 2005,	 7).	 이민정

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주도하는 이주노동운동이 주요변

수로 간주되었다(이병하 2011,	 77).	 특히 이주노동운동에 관한 연구적 관심이 커지

면서 운동의 지향에 관한 상이한 관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계급운동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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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운동의 두 측면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해 볼 것인가에 따라 입장 차이가 나타났

다.	 전자의 경우 계급적 비판의식의 형성과 민주적 조직의 측면이 부각되는데 비

해(그레이 2004),	 후자의 경우 동일한 계급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주노동

자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강조했다(양혜우 2011).	 또한 운동 

방식에 대한 접근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

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란주 2002a)과 개인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서 노조와 같은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는 입장(그레이 2004,	 117~18)으로 나뉘었

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이 시도되고 이주노동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주노동운동에 관한 연구의 관심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자율

성(그레이 2004)이나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변현진 2004)로 확장되었다.	 즉,	 행위주

체성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보는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었다(이태정 2011,	29).	 이같은 연구는 그 저변에 체류의 단기성,	 일시성을 전제로 해서 이주노동자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는 시각,	 그러한 관점 탓으로 나타나는 실용적 차원

의 연구,	 그리고 이주노동자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연구 경향에 대

한 비판의식을 깔고 있다.	 삶의 주체로서 이주노동자의 행위능동성에 주목하는 연

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과 작업장 등 사회관계 형성의 다양한 장소에서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며 보이는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이태정 2011,	 29).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내지는 거주민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권리를 강조하는 

논의(강수돌 2004;	 이태정 2004),	 이주노동자 운동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주체성·정
체성 형성에 관한 논의(박경태 2005;	 이선옥 2005;	 김홍진 2007;	 심승우 2013)	 등
이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차별과 배제의 

피해자로 보는 일면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들은 동시에 이주노동자 주체성의 구체적 맥락 —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이주노동정치 — 을 밝힘으로써 이주노동자 행위의 이유와 특징에 대한 보다 만족

할 만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이주노동운동과 관련한 연구가 확장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

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즉 이주노동

자의 한국사회(의 권리체계)	 편입의 방법(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실천을 분

석한 이주노동정책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찬반론을 넘어 이주노동정책의 구체적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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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화(2003)와 이현태(2004)는 국가,	 자본,	 노동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

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폈다.	 이들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주

노동정책결정이 자본에게 유리하게 된 원인을 노동단체의 소극적 대응과 대비된 

자본의 적극적 대응에서 찾았다.	 한편 일군의 학자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주노동운동을 주요 변수로 보았다(이혜진 2009;	 佐野孝治 2010;	 Yamanaka	 2010,	 642;	 Kim	 2012;	 Chung	 2014).	 이들은 노동·인권운동 및 민

주화운동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들과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농성,	 단식 등 투쟁적인 방식들을 동원해 가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노

동운동을 전개했던 것,	 즉 “시민사회의 힘(市民力)”(佐野孝治 2010,	 51)이 고용허

가제 도입을 이끈 주된 원동력이었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혜경(2008)과 이병하(2011)는 이주노동운동을 주요 변수로 설정한 기

존 연구의 일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민정책에 있어 국가 측면을 보

다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혜경은 신제도주의와 정치경제학 이

론 등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이혜경 2008;	 Lee	 2010).	
그녀는 이주노동정책 과정의 분석을 위해 국가제도들 간의 각축,	 행정 부처들 간

의 각축,	 정부의 역할,	 고객정치의 네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혜경은 

신제도주의 접근과 정치경제학 접근이 한국의 이주노동정책 형성 과정을 설명하

는데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신제도주의 접근의 설명력을 보다 강조했

다.	 특히 그녀는 ‘중앙정부의 주관적 관점(perspective	 of	 the	 government)’을 강조

한 크리스티나 보스웰(Christina	 Boswell	 2007)과 정부 부처 간 경합에 주목한 지

브 로젠헥(Zeev	 Rosenhek	 2000)의 논의를 적극 수용해 한국 사례에 적용했다.	 다

음으로 이병하(2011)는 기존의 이민정책 연구들이 간과한 입법과정에 주목하고 고

용허가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입법 과정에 나타난 정치 양식을 이익집단정치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양식을 고객정치로 분석했

다.		 	 	 다음으로 고혜원과 이철순(2004)은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정책 과

정을 분석했다.	 이들은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전 차원에서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행위자들 간의 정책 공조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시기별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를 통해 이주노동정책 변화의 원인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

의 시각만으로는 각 세력 내부의 다양한 입장들과 이견,	 갈등,	 그리고 변모의 과정

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미우라 히로키는 공공정책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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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에서 ‘연성법(soft	 law)’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례

로 그 활용 방식을 분석했다.10)	 그는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사를 “경성법과 연성법

의 혼합적인 법체계”의 형성 과정으로 분석하고(히로키 2012),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 간 지역기구가 부재한 동아시아에서 연성법에 기반한 ‘다층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했다(히로키 2011).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사)과 운

동(사)	 연구는 그간 연구 대상,	 주제,	 방법 등에 있어서 풍성해져 왔다.	 하지만 이

주노동‘운동’과 이주노동‘정책’의 특징,	 다양한 주체들의 의식형성과 실천행위,	 그리

고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에 대한 보다 맥락화된 이해를 위해서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이주노동‘정치’의 지형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한준성 2014,	55).	 그러나 국내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이른바 ‘다문화’	 논의의 부상과 무관하

지 않다.	 	 	 2000년대에 들어서 결혼이민자와 이주아동 및 2세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에 정

부가 ‘다문화’를 공식적인 정책 담론으로 수용하면서 학계에서도 이른바 ‘다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윤인진 2008,	 77~78;	 이병하 2011,	 78).	
학계에서는 다문화 및 이민관련 학회들이 태동,	 확대되었다.	 주로 사회학자들로 구

성된 KMRN11)	 멤버들은 경제학,	 법학,	 인류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함

께 2007년 ‘한국이민학회’를 설립했다.	 이를 시작으로 2008년 이후에는 ‘한국다문

화학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민인종학회’	 등 여러 학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가

운데 다른 분야의 기성 학회에서도 이민 및 다문화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다(이혜경 2011).
10) 연성법은 “선언적 법률조항이나 권장기준, 업무지침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계획, 위탁

규정, 우수사례집, 정책 평가 등 대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위 규칙’을 의미”(히로키 2012, 229)하며 의회에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성법(hard law)’과 구분된다. 이러한 연성법은 “경성법과는 다른 매커니즘을 통해 목표
를 달성하는, 혹은 경성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정치적 기술”이다(히로키 2011, 161). 

11) ‘아시아태평양이주리서치네트워크(Asia Pacific Migration Research Network, 
APMRN)’는 호주 울룽공대학교의 스테픈 캐슬(Stephen Castles) 교수의 주도로 1995년 
UNESCO-MOST(UNESCO’s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고 이후 환태평양 지역에 국가별 조직 구성으로 이어졌다. APMRN의 한국지부
(Korea Migration Research Network, KMRN)는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석현호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이혜경 2011, 39~40). KMRN은 1997
년부터 UNESCO-MOST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근로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1998),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2003)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이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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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흐름 속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문제에 대한 젠더 내지는 성평

등의 관점에 선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김민정 외 2006;	 김이선 외 2006;	 김
혜순 2006;	 문경희 2005),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구체적 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가 나왔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이론

적으로 이해하거나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진행이 갖는 정치제도적 함의를 찾는 

연구가 나왔다(김비환 1996,	 2007;	 Ryu	 2002;	 김남국 2005,	 2011;	 김이선 외 2006;	 Kim	 2007;	 곽준혁 2007;	 김범수 2008,	 홍재우 2010).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자 통합’의 논의가 진척되었고,	 학계에서도 이른바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김희정(2007)은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

징을 관주도형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김혜순(2009)은 관주도성 자체보다는 

그 유형,	 방식,	 영향,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정부 주도 다문화 정책은 결국 

어느 부처 주도 다문화 정책인가에 따라 그 내용과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김혜순 2009,	 619).	 또한 윤인진(2008)은 관주도형으로 보는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문화 정책 과정에 나타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차원에 

주목했다.	 	 	 한편 ‘다문화’의 주제어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김혜순 2009,	 620;	 이태정 2011,	 29).	 이처럼 학계의 주 관심 대상은 이른바 ‘다문화 가족’
을 정책대상으로 한 이민자 통합모델로 수렴되는 추세를 보여 왔고,	 그 결과 국내 

이주노동정치 연구는 주류연구의 관심 밖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2.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와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분석을 위한 여러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

선 이주노동정치의 주요 맥락인 이주사회의 성원권 제도와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두 차원은 주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제도적 맥락들로 인식

되었다.	 대체로 전자에 주목한 연구는 국가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는 논의로,	 그

리고 후자의 경우는 국가나 지역 간의 수렴 현상을 분석하는 논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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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

	 	 	 야스민 소이잘(Yasemin	 N.	 Soysal)은 이주노동자의 이주사회 편입 패턴을 결정

하는 핵심 요인을 이주국가의 성원권 모델(membership	 model)로 설명하면서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Soysal	 1994).	 첫째,	 ‘조합주의(corporatist)	 모델’에서는 

새 인구 집단으로 등장한 이주민들이 정책결정 매커니즘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권

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식화된 창구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이주민은 국가가 후원

하는 다양한 공식 매개 조직들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주사회에 편

입된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이다.	 둘째,	 ‘자유주의(liberal)	 모델’
에서는 조합주의 모델과 달리 국가가 후원하는 공식 매개 구조가 빈약한 대신에 

사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주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

발적 결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합주의 모델에 비해 수평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의 

편입 패턴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영국과 스위스이다.	 셋째,	 ‘국가주의(statist)	 모델’에서는 자유주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의 권익을 국가 행정 조

직에 매개하는 중간 조직들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주민의 편입은 개별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자유주의 모델에 비해 국가의 관여도가 

높은 편이고,	 그런 점에서 이주민 집단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국가에 

호소·대항하는 활동(사회운동)을 조직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이다.	 마지

막으로,	 ‘단편적 편입(fragmented)	 모델’에서는 토호 세력이 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주민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편입된다.	 노동시장 이외에 여타 사회적,	 제도적 구조로의 편입에 대한 보장 수준

은 극히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걸프지역 국가들이다.	 	 	 다음으로 스테픈 캐슬과 마크 밀러(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역시 

이주민의 편입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사회의 성원권 역사와 전통의 영향을,	
특히 이주사회의 지배적인 민족 관념의 영향을 강조했다(Castles	 and	 Miller	 2009,	44~45).	 이들은 이주국가의 민족 관념의 제도적 양식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제국 모델’은 민족 소속 여부를 동일 통치자의 신민인지를 기준으

로 규정하면서도 다양한 종족 집단들을 위계적인 방식으로 통합한다.	 예컨대 제국

시기의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후 1895년 청

으로부터 대만을 할양받고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시킨 뒤 대만인과 조선인을 

법률상으로는 일본인으로 포함하면서도 ‘내지 일본인’과 구별하기 위한 다양한 제

도들(별도의 호적제도, 참정권 제한 등)을 통해 일본인의 범주에서 실질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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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켰다(김범수 2009, 179~86).	 둘째,	 ‘민족·종족 모델’은 민족 소속을 종족성(혈
통,	 언어,	 문화 등의 공유)의 관점에서 규정하며,	 그렇기에 인종적,	 종족적 소수 집

단을 시민권 체계로부터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공화주의 모델’은 민족

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관점에서 규정하며,	 그렇기에 이주민은 

이주국가의 정치적 규범과 규칙을 받아들이고 이주국가의 민족 문화에 적응하려

는 의지를 갖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주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포용될 수 있다.	 넷
째,	 ‘다문화 모델’은 공화주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민족을 정치공동체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공화주의 모델과는 달리 이주민은 이주국가의 법률을 따른다는 조건 하

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내셔널 모델’은 정치공동체 귀속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와 관련하여 라이너 바우복(Rainer	 Bauböck)은 이주민이 모국과 거주국 정치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횡단국가적(transnational)	 정치 행위에 주목했다.	 그는 이

주민의 정치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을 단지 영토적 경계를 넘나드는 정치적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모국과 거주국의 성원권 관념 및 제도의 변화 가능성까지 포괄하

는 것으로 설명했다(Bauböck	 2003).		 	 	 한편 로저스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 이주사회

에 깊게 뿌리내린 ‘민족성(nationhood)’에 대한 사고와 담론이 이주민 문제와 관련

한 ‘시민권 정치’의 경로를 ― 이를테면 이주민에게 얼마나 확장적인 혹은 제한적

인 방식으로 시민권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를 ― 규정하는 힘을 갖는다고 보고 이

를 프랑스와 독일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즉,	 그의 설명에서는 이주사회에서 역

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성원권 제도가 이주노동정치의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프랑스와 독일의 

민족성 관념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프랑스의 시민권 정치에는 민족성에 

대한 국가 중심적이고 동화주의적인(assimilationist)	 이해 방식이 상대적으로 강하

게 나타나는 반면에 독일의 시민권 정치에서는 민족성에 대한 종족문화적이고 차

등적인(differential)	 이해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했다(Brubaker	2009).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이주사회에 뿌리내린 성원권 

제도가 이주민의 편입 양식과 이주노동정치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버지니 귀라우돈(Virginie	 Guiraudon)이 잘 지적했

듯이 이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된다(Guiraudon	 1998,	 279~80).	 귀라우돈에 의하면 

성원권 역사와 제도적 유산의 영향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첫째,	 자의적인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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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점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현실의 경험을 선별적으로 택함으로써 분석적 

편향을 초래할 수 있고,	 둘째,	 정치 행위자의 능동성이나 정치 과정의 측면을 간과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다층적,	 종합적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12)
2.2.2.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은 이주국가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이민정책기구(IOM)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국제노동기준의 책정,	 다자 협력의 원칙 및 행동지침 

보급,	 다양한 이행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의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면서 개

별 수용국의 이주노동자 권리 관련 정책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히로키 2011,	 166).	 물론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국제인권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전지구적 

수준의 중앙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유럽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국가 간 상설 지역기구도 부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이주사회의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과 국제NGO	 등 

국제 인권규범의 제정과 집행을 수행하는 이른바 ‘글로벌 행위자들’의 정치적 권위

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현

실화할 것인지는 의문이다(이화용 2010,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규범·기구의 실효적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제인권규범의 영향에 주목

한 학자들은 민주주의 이주사회의 이민정책과정과 이주민의 권리보장 수준이 국

제인권레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

들 사이에서 전후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가 책

임성 수준이 꾸준히 증대했다고 보았다.	 즉,	 국제인권규범은 이주민 수용국가가 국

내의 사회적 선호나 이해관계에 함몰되지 않고 이민(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비드 제이콥슨과 갈리아 B.	 러퍼(David	 Jacobson	 and	 Galya	 B.	 Ruffer)는 국가가 국제 인권 규범 및 원칙을 내재화

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법기관이 이주민 권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국제인권규

범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주민의 권리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

12) 이를테면 프랑스 정치인이 공화주의적 시민권 전통에 입각해 강조하는 세속주의(laicité)
의 수사가 실제로는 이슬람 집단에 대한 동화주의의 정치적 의도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것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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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기도 했다(Jacobson	 and	 Ruffer	 2003).	 	 	 그러나 크리스티나 보스웰이 지적했듯이 이주민 수용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

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이 갖는 영향력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Boswell	 2007,	85,	 285~86).	 첫째,	 수용국 정부의 이주민 권익 신장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의 제약

보다는 실용적 목적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일련의 이주노동자 

파업 이후 당국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했던 우선적인 이유는 사회적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한 통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이 이주

민의 권리를 그 자체로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민정책 결정의 기저에 깔린 

의도는 오히려 경제적 편익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거나 사회적 

기여 없는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	
셋째,	 이주민의 지위 향상은 전후 부상한 인권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앞서 

이주국가의 시민권 전통 및 관련 법제의 영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독

일의 경우 국제규범의 영향력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법’에 가족 삶에 대한 

권리가 명기되어 있기에 이주민의 가족 재결합이 보다 용이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국제인권규범의 영향력은 이주사회가 처한 정치적 조건

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 논의들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사스키아 사센은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고유한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이	
이민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 제도들 간에,	 그리고 국가와 사회 세력들 간에 더 많

은 논쟁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Sassen	 1996,	 98~99).	 또한 

국제인권규범이 이주국가에서 이주민들의 결사 활동과 사회 운동을 위한 중요한 

담론적 자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한 학자들은 비-시민인 이주민들이 국제인권레짐

을 활용해 거주국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주창 활동을 정당화하는 

역량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을 강조했다(Rosenhek	 2000,	 52).		 	 	 대표적으로 소이잘은 국제인권담론의 ‘정치적’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Soysal	 1994,	 44).	 첫째,	 국제인권담론은 정부 부처와 정당 뿐 아니라 이주민 단

체,	 이주민 지원단체,	 기업 집단 등 이주민 수용국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이민

정책과정과 관련한 자신들의 참여 형식과 내용을 제약하거나 정당화하는 인지적 

준거점을 제공한다.	 둘째,	 국제인권담론은 이주민 단체,	 이주민 권익 옹호 단체,	 국
제 조직과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	 송출국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권 원칙

에 입각한 새로운 담론과 조직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 권리와 관련된 

정책 개선 및 변화를 압박하도록 만든다.	 예컨대 국제앰네스티,	 EU이주민포럼(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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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s’	 Forum)	 등 여러 이주민 지원조직들은 ‘제3국’	 출신 이민자의 권리 보장

을 위한 진전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암스테르담 조약’(1997)을 (특히 

비-EU	 국가 출신의)	 이주민 사회권의 보호·강화,	 달리 말해 ‘사회권의 탈-영토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

다(Dell’Olio	 2002,	 302~4).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동아시아 수용

국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이주노동정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국제인권규범 자체의 고유한 담론적,	 제도적 구속력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것이 국내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 내지는 행위자들

에 의해 수용되고 활용된 (혹은 그렇지 못했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을 이주노동자의 편입 양식을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 보는 대

신 이주노동정치의 중요한 제도적 맥락들 가운데 하나로 보고자 한다.
2.3.	 이주노동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는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와 국제인권규범을 이

주노동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맥락의 차원,	 달리 말하면 이주노동정치에 영

향을 미치는 정치적 기회·제약 구조의 일부로 이해한다.	 이제 이주노동정치에 대

한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해 보자.	 이

하에서는 이를 크게 정치경제학,	 복합적 구성체로서의 국가,	 사회운동,	 결사 활동

의 네 측면으로 구분해 정리한다.
2.3.1.	 정치경제학

	 	 	 이민정치 분석에 정치경제학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 정치학자는 게리 프리만(Gary	 Freeman)이다.	 그에 따르면 이주사회의 정치경제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시장 편입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이주사회의 정치경제 구조가 자유시장

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편입 패턴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조정시장경제의 경우 엄

격한 노동시장 규제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로 이중적 노동시장의 발달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자유시장경제의 경우 그러한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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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경제 부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Freeman	 2004,	 953~55).13)	 분절적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소이잘은 그간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뒷받침하던 ‘사회적 기획(social	 project)’이 위축되면서 개인의 역

량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그런 가운데 이

중구조의 노동시장에서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계층 상승의 전

망이 어두운 가운데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Soysal	 2012a).		 	 	 이처럼 이주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는 분절화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이주노동자

의 계급적 지위,	 노동시장 배속 방식,	 그리고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민정치에 관한 프리만의 정치경제학적 논의에서 가장 주목

받은 내용은 이주노동자 수용국의 정치경제 구조와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설명이었다.	 그는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이 분류한 네 가지 정책 유형에 따른 정치 양식들14)	
가운데 하나인 고객정치 분석틀을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민정치를 분석하

는데 적용했다(Wilson	 1980;	 Freeman	 1995;	 1998).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의 일

반 여론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는 일반 대중이 이민정책과 

관련해 이민을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는 반면에 개방적 이민정책을 지향하는 

고용주,	 이주민 공동체,	 민권단체 등은 자신들의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민정

책 담당 관료들과의 “긴밀한 업무 관계(close	 working	 relationship)”를 맺음으로써 

이민정책 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Freeman	 1995,	885~86;	 1998,	 86,	 103;	 Joppke	 1998,	 16).	 특히 이들과 행정권력 간의 상호 작용

은 대중의 주목을 끌지 않으며,	 그 결과 실제 이민정책과 대중 선호 간에,	 그리고 

정치엘리트 담론과 대중 여론 간에 격차가 나타난다(Freeman	 1995,	 886;	 1998,	88).
13)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에 따르면 공정 과정의 기술적 변환, 제조업의 국내외 저

발전 지역으로의 이전, 그리고 생산중심경영에서 금융중심경영으로의 전환 등으로 선진국 
주요 도심지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이른바 ‘지구 도시(global city)’가 출현하
면서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Sassen 1996). 즉, 한편으로는 금융 시
스템을 포함한 선진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면서 첨단기술 산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업의 두 부문으로 대
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 저임의 노동 착취 현상이 확산되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이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를 메우면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었
다.

14) 네 가지 정치 양식은 다수주의 정치, 혁신가 정치, 고객정치, 이익집단정치인데 이에 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윌슨(Wilson 1980)과 이병하(2011, 85~87)의 논의를 참고하시오.



- 19 -

	 	 	 이러한 고객정치의 분석은 그간 이민정치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정치경제

학적 설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민정치를 고객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할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스

웰은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고객정치의 접근은 첫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조직화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공유된 가치와 신념,	 아이디어,	 특히 제도의 역할이 

행위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못하고,	 둘째,	 상대적으로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시스템이 발달된 미국에는 비교적 잘 적용될 수 있지만 조합주의 구조

가 보다 깊게 뿌리 내리고 이주 문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수준이 높은 유럽의 

경우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Boswell	 2007,	 78).	 이 외에도 고객정치의 접근

은 국가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고객정치의 접근은 

국가를 사회 압력단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중재자로 보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국가 자율성이 높은,	 특히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가진 수용국의 

이주노동정치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2.3.2.	 복합적 구성체로서의 국가

	 	 	 고유한 업무 영역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제도들의 역할,	 그리고 이들 

간에 벌어지는 각축 현상은 이주노동정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즉,	 국가는 

단일체가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평적으로는 입법 기관,	 사

법 기관,	 행정 기관 등 다양한 제도들 혹은 행위주체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며,	 이
러한 국가 제도들 내지는 국가 행위주체들의 각축이 이주노동정책의 수립과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이혜경 2008;	 이병하 2011;	 Boswell	 2007;	Rosenhek	 2000).		 	 	 이를테면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둘러싸고 포용적 경향을 보이는 법원의 

법해석과 정부·의회의 제한적인 정책이 충돌할 수 있고,	 연방제 시스템을 가진 경

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배분 방식을 둘러싸

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행정 부처들 사이에서도 

보다 개방적 이민정책을 바라는 부처와 국경 통제를 중시하는 부처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제도들 내지는 국가 행위자들 간의 각축은 제도적 변

화와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이주노동정치와 관련해 국가 부문에 초점을 

둔 논의들을 행정부처와 일선 관료의 역할,	 국가의 자율성과 지방자지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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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역할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행정부처와 관료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최장집은 국가를 크게 

관료기구와 이를 운용하는 관리자로서의 인적 집단인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

가’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일단의 정치 세력으로서

의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로 구분한 바 있다(최장집 2009,	 152~53).	 행정부처와 

관료 집단은 이 가운데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가에 해당된다.	 지브 로젠헥(Zeev	 Rosenhek)은 이주노동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같은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상이한 이해·이념·가치관 및 실행 능력을 갖는 다

양한 행정부처들의 역할과 이들의 상호 각축에 주목하면서 각 행정부처가 단순히 

자신의 고객집단의 요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바

탕으로 이주노동정책에 영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Rosenhek	 2000;	 이혜경 2008,	113).	 	 	 귀라우돈 역시 이민정치에서 행정 조직이 갖는 고유한 역할에 주목했다.	 그녀

에 의하면	 서유럽 이민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전반적

인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복지 관료 조직이 복지국가 원칙에 입각한 포용적,	 비
차별적 복지라는 부처 고유의 논리를 행정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사

회적 권리가 확대될 수 있었다(Guiraudon	 2000,	 2003).	 그러나 상이한 부처 논리

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행정부처들 간의 각축은 때로 심각한 이견과 갈등으

로 표출될 수 있다.	 귀라우돈은 이러한 경우에 이민정책에 관한 행정 영역 내부의 

논의가 선거정치의 영역으로 ‘전이(spill-over)’되어 정치엘리트들 간의 첨예한 경쟁

과 대립을 낳게 되고,	 그 결과 이민정책 개혁과 이주민 권리 확대의 가능성이 낮

아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Guiraudon	 1998,	 295~97).		 	 	 한편 ‘관료 매개 편입(bureaucratic	 incorporation)’의 관점은 일선 관료와 공무

원의 행위능동성에 주목하는 접근으로서 유럽과 미국의 이민 연구에서 이주민의 

정치적 편입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받는 연구 주제이다(Bloemraad	 and	Vermeulen	 2014,	 242;	 Marrow	 2009).	 대표적으로 헬렌 마로우(Helen	 B.	 Marrow)
는 일선 행정영역에서 관료나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안정적 편입을 조력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이주민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일선 관료나 공무원은 업무 영역별(교육,	 복지서비스,	 법원,	 경찰,	
출입국행정 등)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주민의 안정적 편입을 위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고객’인 이주민에 대해서 

설령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제한적인 성격을 보이더라도 자신들의 양심과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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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그리고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정부 정책을 무시하거나,	
확장시키거나,	 변형시켜 적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하기까지도 하면서 이주

민의 보다 안정적인 편입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수준의 시도들은 때로 정책 수준에서의 변화나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자율성과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우선 

이민정책과 관련한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보스웰의 논의

는 주목할 만하다(Boswell	 2007).	 보스웰에 따르면 국가는 이민정책의 결정 과정

에서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조절하거나 강력한 기업 집단의 이익

을 대리하는 식으로 사회적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응해야 할 책무로 느낀 국가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이민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다.	 이때 국가가 고려하는 기능적 책무는 크게 안전(security),	 축적(accumulation),	
공평(fairness),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의 네 가지이다.	 	 	 네 가지 국가의 책무를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선 ‘안전’을 중시

하는 국가는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국경통제,	 치안 등 국

민에게 안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축적’은 부의 축적을 위한 조

건을 형성,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능적 책무로서,	 이를 우선시하는 국가

는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통해 축적의 기능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

다.	 다음으로 ‘공평’은 분배의 문제와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갖는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국가 정당성을 추구해 온 민족-국
가의 전통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이 차단되는 경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성’은 기본권의 보장을 중시하는 법

치국가(Rechtstaat)의 관념에 기초하며,	 국가 통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유지

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성 개념은 법치,	 권력분립,	 헌법준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을 포괄한다(Boswell	 2007,	 89~91).	 	 	 정부는 상호 긴장 관계에 놓인 네 가지 책무들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회 집단들의 이해를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히 이익집단들의 조직화된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들 가운데 정부의 ‘주관적 관점’과 공명하

는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민정책의 수립과 변화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능동적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이 보스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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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2008,	 113).		 	 	 한편 지방정부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다.	 특히 이주노동자 흡입력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히 미등록)	 지원 정

책이 미비한 경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편입을 위한 지

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자체는 자체 조직과 예산 등으로 지역 내 거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거,	 의료,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 공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로젠헥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 사업이 보편적 권리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앞서 우선 거주 이주민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Rosenhek	 2000).	 한편 지자체 차원의 (특히 미등록)	 이

주민 지원 및 통합 정책은 때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 문제로 큰 부담을 안게 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게 

예산 배분이나 복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밀러 2002,	 43).	 이 경우에 지

자체는 (특히 자국이 가입하거나 승인한)	 국제인권규범이나 국제기구에 호소하면

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Rosenhek	 2000,	 61).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크리스챤 조프케(Christian	 Joppke)는 세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제약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 정도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Joppke	 1998,	 13~15).	 첫째,	 이러한 인식은 애초에 ‘강력

한’	 국가 주권이 존재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근대 국가의 역사적 발전 과

정에서 그처럼 강력한 주권이 존재했던 시기는 극히 짧았다.	 둘째,	 세계주의자는 

주권 감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초국적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즉,	 세계주의자들

은 초국적 경향이 국가의 이민 통제력에 미친 영향력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충분

히 밝혀내는데 실패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그는 국가 주권을 제약하는 국내적 요인에 주목하고 ‘자기제한적 주권(self-limited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

르면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은 두 가지이

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했던 고객정치이고,	 둘째는 비-시민인 이주민의 권리를 보

호하는 헌법적 원칙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헌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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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politics)”이다(Joppke	 1998,	 16~20;	 1999).15)	 	 	 이 가운데 후자에 주목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임스 홀리필드(James	Hollifield)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주민의 배제와 포용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 요인을 자유주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법제도와 정치문화라는 국내적 요인으로 

설명했다(Hollifield	 1992).	 여기에서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에 대한 위르겐 하

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설명은 홀리필드의 이같은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민주권’과 ‘기본권’의 두 헌법 

원칙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국가가 처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 원칙들에 대

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Habermas	 1999,	 118).	 정치문화란 이처럼 각 국가

가 자신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두 가지의 헌법 원칙에 대해 내리는 해석에 기

초한 것으로서 법과 제도 설계의 기초가 된다.	 홀리필드에 의하면 이처럼 자유주

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정치문화와 법제도가 안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마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주의적 제약”과 “권리 기반의 정치”가 이민정책

의 개방성과 이주민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해준다(Hollifield	1992,	 222,	 227).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법원은 이민 문제에 대한 국가주의

적 접근을 완화하는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된

다(Hollifield	 1992,	 225;	 2014,	 172~73).		 	 	 귀라우돈은	 민주주의 이민국가에서 이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거나 일정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극우 정치세력(특히 극우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이주민의 권

리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장(loci	 of	 debate)”이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인 것이 

오히려 이주민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체

의 고유한 규칙과 가치 우선성의 체계를 가진 사법영역의 역할에 주목했다(Guiraudon	 1998,	 288~303).	 사법기관은 법 전통에 기초해 외국인의 범주와 성원

권 자격 등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관계나 정치엘리트들의 논쟁으로부터 상대적으

로 자율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의 권리 문제와 

관련한 사법영역에서의 ‘폐쇄적인’	 논의가 이주민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15) 조프케는 전자의 경우를 대표하는 국가로 미국을,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을 꼽았다.
16) 귀라우돈에 의하면 이주민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걸림돌로 

간주하고 새로운 ‘정책 공간(policy venue)’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는 다시 세 차원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솅겐 조약(the Shengen Agreement)’과 같이 정부 간 협의체 등으로 
상위(upward) 위임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경찰 등 지역 단위로 하위
(downward) 위임하는 방식이고, 셋째는 민간영역으로 외주(outwards) 위임하는 방식이
다. 이와 관련하여 버지니 귀라우돈과 갈리아 라하브(Virginie Guiraudon and Gall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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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국가는 다양한 층위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가의 각 층위가 갖는 구체적 역할과 기능,	 그리고 영향력의 정도는 이주

사회의 정치사회적,	 역사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이주노동정

치와 관련해서는 국가 자율성과 행정부처의 역할과 각축이 사법기관과 지방 정부

의 역할에 비해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사회세력 관계와 절연되지 않은 상대적인 독립성이었으며,	 설령 헌법

적 가치 및 원칙과 국제규범을 적극 반영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일선 행정

과 정책 변경에 미친 영향력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협애한 정치적 대표체

제’의 조건 하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가 의회와 정당의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

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런 가운데 유관 행정 부처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시

도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일이었고,	 그 마저도 중앙정부

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예속성이 큰 조건 하에서 일부 이주민이 밀집한 지자

체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이주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여의치 않았다.	
정리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서 국가의 지배적인 관여 방식은 중앙 정부의 전

반적인 책무 설정의 틀 내에서 고유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가진 유관 행정 부처

들 간의 각축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패턴이 절대적은 것은 아

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혁신적인 정치가나 행정가의 출현이 이주노동정치의 

새로운 경로 모색을 견인할 수 있다.		 	
2.3.3.	 사회운동

	 	 	 이주노동정치 분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이주노동운동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소수자인 동시에 2차 노동시장에 배속된 노동자이다.	 대다수

의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고,	 처우 역시 열악한 편이다.	 이런 조건

에서 이주노동운동의 출현은 강제추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17)	 특히 아이린 블롬라드와 플로리스 버뮤렌(Irene	 Bloemraad	 and	
Lahav)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다층적 권한이양은 이주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상실을 초래
하기보다는 이민 통제에 관한 국가의 적응력을 예증한다고 설명한다. 즉, 국가의 배타적 
자율성이 어느 정도 위축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새로운 방식으
로 달성함으로써 국가 통치력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Guiraudon and Lahav 2000, 
164~65).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권한이양에 대해서 이주민 지원단체 및 활동가들은 
오히려 사법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법 활용이나 트랜스내셔널 네트
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대항 전략들을 모색해 나간다(Guiraudon 199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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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s	 Vermeulen)에 의하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의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의 사회운동이 점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Bloemraad	 and	 Vermeulen	 2014,	232~40).	 이들은 미등록 상태로 인해 이주사회의 선거 과정에 공식적으로 편입되

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주창 활동을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기획하게 된다.	
예컨대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의 경우 ‘공식(formal)	 정치’로부터 배제된 미등

록 이주민의 규모와 비율이 급증하면서 − 2012년 기준 1,100~1,200만 명으로 추

정 − 사회운동의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블롬라드와 버뮤렌은 이런 

점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의 정치적 편입과 관련한 연구가 선거 중심의 접근을 넘

어서 사회운동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왜’,	 그리고 ‘어
떻게’	 동원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회운동 이론들인 

집단행동 이론,	 합리적 행동 모델,	 그리고 자원동원론을 참고할 수 있다(느뵈 2015,	 71~115).	 우선 집단행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을 군중심리학에 입각

해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그것이 가진 사회적 변화의 가능

성을 긍정하는 시각으로서 대체로 사회적 불만을 동원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테드 거어(Ted	 R.	 Gurr)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나타난 박탈감의 강도에 주목했다(Gurr	1970).18)	 또한 집단행동 이론은 불만(박탈감)이 곧장 동원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인식을 거부하고 그러한 불만(박탈감)을 동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미부여,	 책임

전가,	 담론생산 등의 인지적,	 상징적 매개 과정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합리적 행동 모델은 동원을 개인의 합리적 전략의 관점에 입각해 경

17)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운동 조직, 참여 정도를 과대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 이 가운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주사회로의 보다 안정적인 
편입을 위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체제 순응적인 전략들을 구사해 나간다. 예컨대 미
국의 멕시코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멕시코 영사관 발행 증서로 미국 내 은행과 공
공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불법적 경로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획득하기도 한다. 또한 이
들은 미래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기대하면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deserving)’ 이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모으며, 미래에 합법화 신청 시에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고용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체와의 관계를 유
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Chauvin and Garcés-Mascareñas 2014, 422~32).

18) 여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가치 기대(value expectations)와 가치 역량(value 
capabilities)의 차이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perception)으로 정의되며, 그 범위
(scope)와 강도(intensity)가 집단행동의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가
치 기대는 집단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재화와 조건을 의미하며, 
가치 역량은 이들이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재화와 조건을 의
미한다(Gurr 197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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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방식으로 독해한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선

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투여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둘러싼 편익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는 무임승차의 문제와 선택적 유인의 

방법이 주요한 논제로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자원동원론은 앞선 두 이론이 제기하는 ‘왜’	 집단이 동원되는가 라

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동원이 시작되고,	 전개되고,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자원은 참여자 수나 경제력 등의 총량적 요소,	 ‘우리’	 또는 ‘대자적 계급’의 형성과 같은 일체감 요소,	 그리고 방해 능력,	 정당화 담론 생산 능

력,	 지도자의 전술적 통찰 등의 전략적 행동 능력을 포괄한다.	 자원동원론은 바로 

이러한 자원의 결집 요인이자 저항 기획의 중심 도구인 사회운동 ‘조직’에 큰 관심

을 갖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사회운동 이론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등장한 이주노동운동에서 동원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운동이 갖는 성격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해 방

식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이를테면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포용성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이들의 권리운동은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소수자 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며,	 계급 억압의 특성을 갖는 자본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노동

자의 정치적 편입 시도는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박경태 2005).	 하

지만 캐서린 문(Katherine	 H.	 S.	 Moon)에 의하면 이주노동운동의 성격은 인정투쟁

과 계급투쟁으로만 구분되지 않으며 보다 다차원적이다.	 즉,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

는 인권,	 노동권,	 시민권,	 복지,	 인종 차별,	 여성폭력 등 사회운동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포괄하며,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

원을 동원하고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Moon	 2002,	 190).	 문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계급 중심의 구-사회운동의 형태에 머물지 말고 문화적 차원까

지 포괄하면서 사회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Moon	 2002,	 178).	 	 	 이상의 논의가 이주노동운동의 성격과 동원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면,	 낸시 프

레이저(Nancy	 Fraser)의 ‘삼중 운동(triple	 movement)’	 논의는 이주노동정치의 관점

에서 이주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Fraser	 2013).	 그녀는 1960년대 이

후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	 반전운동,	 신좌파,	 페미니즘,	 LGBT운동,	 다문화주의 등 

다양한 조류의 사회운동들이 출현,	 발전해온 사실에 주목했다.19)	 그러면서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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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과 ‘사회보호’	 세력 간의 경합으로서,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19세기 사회

사를 특징지은 것으로 명명한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의 관점이 21세기 자본

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을 해명하는데 더 이상 적합한 분석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20)	 이에 프레이저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신-사회운동들을 포괄하는 이른바 ‘해방’	 세력을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설정하고 시장화,	 사회보호,	 해방을 지향하는 

세 정치 세력들 간에 전개되는 복합적 삼중운동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특히 삼중운동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각 세력의 지향과 실천이 함축하는 ‘양가적 

성격(ambivalence)’21)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삼중운동의 관점을 이주노동정치 분석에 적용해 보면,	 이주노동자는 시

장화 세력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이고,	 사회보호 세력의 관점에서 보

면 계급 지위 상 ‘노동자’이며,	 해방 세력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
처럼 프레이저가 제시한 삼중운동의 시각은 이주노동자 이슈와 관련해 시장화,	 사
19) 참고로 에릭 느뵈(Erik Neveu)는 신-사회운동이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는 

구-사회운동과 단절된 네 가지 측면을 조직 형태와 행동 레퍼토리, 가치와 요구, 정치와 
운동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느뵈(2015, 120~21)를 참고하
시오. 

20) 폴라니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 사회사는 이중 운동(double movement)의 결과이다. 
(…) 한편으로는 시장이 전 지구를 덮으며 퍼져나갔고 시장에 나오는 재화의 양은 엄청나
게 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련의 법령과 정책의 연결망이 노동·토지·화폐에 관한 시
장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제도들로 통합되었다. 금본위제의 보살핌을 받는 세
계 상품 시장, 세계 자본 시장, 세계 외환 시장은 시장 매커니즘에 유례없는 추진력을 더
해주었지만, 사회 깊숙이 뿌리박은 운동이 일어나 시장이 경제를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괴적 영향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조정에 내재한 재난에 맞
서 스스로를 보호했으니, 이것이 19세기 역사의 가장 포괄적인 특징이다.”(칼 폴라니 
2009, 248)

21) 시장화 세력의 정치 기획은 시장의 확장과 탈규제화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무리한 
상품화 경향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기반이기도 한 ‘사회’와 ‘자연’에 대한 심대한 훼
손을 낳을 수 있고, 동시에 공산권의 계획경제시스템을 개혁한다든지 노동시장의 개방성 
증진을 통해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보호주의적 시스템의 억압성을 개혁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호 세력은 시장화 기획들로 야기될 수 있는 폐해들
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며 연대, 사회보장, 계급관계가 주요한 특징들로 부각된다. 
이는 공동체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경향을 갖는 시장화 추진에 대한 예방과 치유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공동체들 간의 혹은 공동체 내의 지배(domination) 현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
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원칙은 비-시민들의 복지 제도 접근성을 부
정하는 논거로 전용될 수 있다. 또한 계급관계를 중시하는 주류 노동운동은 전면적 시장화
에 반대하고 (재)분배의 사안에 치중한 결과 성차, 젠더, 인종, 종족, 민족, 소수문화 등과 
관련한 이른바 ‘인정(recognition)의 정치’을 주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방 세력은 
자유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장화에 맞선 연대 
기반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젠더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관습과 제
도에 저항하는 여성 운동이 시장 세력의 분할 전략에 의해 전용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보호 
세력과 해방 세력 간의 연대를 손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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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호,	 해방 세력에 조응하는 세력들 간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특히 해방 

세력과 사회보호 세력에 조응하는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비판적으

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의 성격,	 동원 방식,	 그리고 이

주노동운동이 놓여 있는 세력 관계의 맥락에 관한 논의들은 한국 이주노동정치에

서 이주노동운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정치 분

석에 있어서 이주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 갖는 영향력,	 즉 ‘아래로부터의 압박’
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귀라우돈은 크게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Guiraudon	 1998,	 276~78).	 첫째,	 이주노동자 인구 집단의 내

적 이질성이 동원을 어렵게 하고,	 둘째,	 귀화나 참정권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포함

한 일련의 정치제도들이 동원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셋째,	 이주노동

자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제한이나 극우세력의 정치화 등

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미숙

련,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기성 노조의 ‘대표 결핍’	 내지는 ‘위계적 질서’를 극복

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러한 과제는 체류

의 일시성을 전제로 한 단기순환 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조합원 기반

과 이주노동자 리더십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인 것이 사실이다(Castles	 and	 Kosack	 1974;	 Piore	 1979,	 112).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주민들의 행위능동성이 표출되는 또 다른 방식들,	 특히 다양한 결사 활

동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3.4.	 결사 활동

	 	 	 이주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참여하거나 조직하는 다양한 결사 활동들 역시 이

주노동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이주민의 정

착과 통합을 위한 이주국가의 정책과 행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

들의 행위능동성은 보다 안정적인 편입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공식,	 비공식 결사 

활동들로 표출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면서 이주민공동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여러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노조나 운동 

단체 조직화와 같은 정치적 결사 활동을 기획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결사 활동에 관한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의 논의는 이러한 현

상을 좀 더 분석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Young	 2000,	 154~95).	 그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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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시민사회 활동은 사적(private)	 결사,	 시민적(civic)	 결사,	 그리고 정치적(political)	 결사의 세 ‘수준’(levels)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결사 활동은 

다른 성격의 결사 활동으로 변환될 수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일차적

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이주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언어,	 가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자,	 거주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상조 조직의 기능(사
적 결사 활동)을 갖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결속

을 바탕으로 거주국에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변적 지위와 이로 인한 차별과 

배제에 대항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기업이나 정부와 협상할 수 있

는 조직 기반(시민적,	 정치적 결사 활동)이 되기도 한다(김선임 2010,	 74).	 	 	 한편 세 수준의 결사 활동들은 다시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	 활동과 ‘공론

장(public	 sphere)’	 활동의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기 조직화 활동을 통해서

는 첫째,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어 긍정적 자기 인식을 

형성시키고,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활동 계획을 도출하며,	 셋째,	 국가나 시장을 

통해서 공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공론장 활동은 국가나 시장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공공 정책에 영향

력을 행사하며,	 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들을 

포괄한다.	 	 	 영에 의하면 사적 결사는 자기 조직화 활동의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시민적 결

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화 활동을 주된 특징으로 하면서도 정치적 결사의 가

능성도 갖고 있으며,	 정치적 결사는 공론장 활동의 특징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주노동자들도 시민사회의 다양한 (때로는 자신들이 스스로 조직하

는)	 결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편입의 방식을 모색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결사 활동은 다음과 같은 한계들에 직면할 수 있

다.	 우선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출신 국적별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두 가

지 한계를 드러낸다.	 출신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첫째,	 공동

체들 간의 적극적,	 상시적 연대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에 불합리한 이주노동정책

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들고,	 둘째,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이주민 

조직 및 한국 시민사회와의 연대 가능성도 줄게 만들 수 있다(김홍진 2007,	 198).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결사 활동을 제약하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체류의 일시성

을 전제로 한 ‘초청노동자’	 제도이다.	 이같은 제도적 조건 하에서 이주노동자 공동

체의 안정적 리더십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는 심각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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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이주노동자 결사 활동의 발달 수준이 이주사

회의 이주노동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됨을 의미한다.22)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고

려하여 이주노동정치의 맥락에서 이주노동자의 결사 활동을 분석할 때 이주노동

자의 행위능동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이주노동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구조

적 제약 요인들과의 영향 관계를 함께 살펴 볼 것이다.
2.4.	 편입의 유형,	 과정,	 평가

	 	 	 이주노동자의 이주사회 편입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유형,	 과정,	 평가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이민국가

인 미국과 뿌리 깊은 민족-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럽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은 각각 동화(assimilation)와 통합(integration)의 두 개념으로 대변된다.	 우선 미국

에서는 1970년대까지 동화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뤼티 2014,	 254).	 하지만 

동화 이론은 첫째,	 이주민의 주류사회로의 일방향적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이고,	
둘째,	 주류사회의 복합성과 내적 다양성을 포착하는데 실패하며,	 셋째,	 목적론적 

성격을 갖는다는 세 가지 이유에서 비판받았다(Alba	 and	 Nee	 2014,	 54~55).	 그러

면서 1980년대 이후 동화 이론은 차츰 이주민의 이주사회 편입을 설명하는 대안

적 이론들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지만23),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동화 이

22) 이와 관련하여 소이잘은 이주노동자의 집단적 자기 조직화 패턴과 이주국가의 제도적 지
원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그녀에 의하면 스웨덴은 이
주민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주민 단체와 정부 간 지원 내지는 협력 관계가 
발달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주민 단체나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Soysal 1994, 89~92). 예컨대 1975년에 노동부 국가이민위
원회(the National Immigration Board) 내에 설치된 ‘대중운동과(Popular Movements 
Section)’는 새롭게 출현한 이주민 집단이 자체 조직을 건설할 때 조직화에 관한 훈련과 
조언을 제공하는 등 이주민 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모든 전국 수준의 
이주민 조직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판, 훈련, 문화행사, 학술
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의 지원 규모는 단체 
회원수에 비례했는데, 이는 이주민 단체의 성장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스웨
덴 내 이주민 조직은 강화되었고, 이주민과 스웨덴 정부 간의 접촉과 협력은 활성화되었
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주민 공동체는 시민적 결사체로서 이익대표와 저
항의 기능을 넘어서 통치 세력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거주 국가에 대해 “민주적 
정통성을 제고하는 효과”(김의영 2005, 436)를 가질 수 있다.

23) 참고로 동화를 탈피한 논의도 동화의 접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예
컨대 자유주의 정치이론가인 제프 스피너(Jeff Spinner)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시각을 반영
한 동화의 접근을 보여준다. 스피너는 이주민 편입 양식과 관련하여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와 ‘다원주의적 통합’(pluralistic integration)을 구분했다. 그는 문
화적 다원주의가 상호 이질적인 문화들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문화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간과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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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수정주의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리차드 알바와 빅토르 니(Richard	 Alba	 and	 Victor	 Nee)는 ‘신-동화(neo-assimilation)’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

에 의하면 동화는 쌍방향의 과정으로 이주민 집단 역시 주류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이주민 집단이 주류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은 자신들

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주민의 능동적 욕구와 참여에 의해 추동되

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Alba	 and	 Nee	 2014,	 56~58).		 	 	 한편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통합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담론에서 동화 개념을 대체하기 위

한 목적으로 소개된 것으로,	 높은 수준의 관용과 종족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교육제도,	 노동시장,	 시민사회 등 공적 영역에서 주류사회와

의 동등성 추구를 강조하는 개념이었다(Alba	 and	 Nee	 2014,	 64~65).	 	 	 하지만 동화와 통합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었으며,	 그간 여

러 정치이론가들이 이주민의 편입 방식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면서 두 개념

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했다.	 먼저 타리크 모두드(Tariq	 Modood)는 통합 

개념을 보다 추상화시켜 동화를 통합의 한 양식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소수자(집단)의 통합 양식은 크게 네 가지이다(Modood	 2013,	 149~50).	 첫째는 ‘동화’이
다.	 이 경우 소수자(집단)에 대한 주류집단의 차별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차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수자(집단)가 주류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 권장되고,	 강하

고 동질적인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가 부각된다.	 둘째는 ‘다문화주의’이다.	 이 

경우 주류사회와의 관계 형성이나 자신들의 집단정체성 보존 등과 관련한 소수자(집단)의 자율적 선택이 존중되며,	 공론의 영역에서는 비차별의 수준을 넘어서 소

수자(집단)의 정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 간 관계는 지배나 단일성이 아

닌 대화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기성의 시민권이나 민족 정체성은 소수자(집단)
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동화와 다문화주

의가 소수자 개인 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나머지 두 양식은 

개인 중심의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개인 중심의(individualist)	 통합’에서는 

소수자가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을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차이에 기반한 차별의 철폐는 곧 개

인의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이다.	 이 경우에 개인은 지배 문화나 단일한 정체성으로의 귀속

을 강요받지 않으며 ‘지구 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민족

유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들의 보호와 공존을 강조했다(Spinner 199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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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넘어 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캐슬과 밀러는 동화와 통합을 ‘편입’의 양식들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

주민이 이주사회의 일부가 되어 가는 ‘편입’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Castle	 and	 Miller	 2009,	 247~49).	 첫째는 ‘동화’로 이주민이 일방향적 적응 과정

을 통해 이주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이다.	 이주민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국에서 

유지해 온 고유한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포기하거나 잃게 되며,	 그 결과 

이주사회의 주류집단과의 차이는 희석된다.	 둘째는 ‘통합’로 주류사회와의 일정한 

상호 수용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의 점진적인 적응 과정이다.	 이 경우 이주민 집단

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류문화로 흡수

되기 전단계로서 간주된다.	 그런 점에서 통합은 점진적인 동화로 간주된다.	 셋째는 ‘다문화주의’로 이주민이 헌법 원칙을 포함해 이주사회의 몇몇 핵심 가치들을 따른

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고유한 문화,	 종교,	 언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주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초청노동자(guestworker)	 모델’이다.	 이는 일시 체류를 전제로 고용된 계약 이주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모델에서 이주노동자는 이주사회의 노동시장(주로 2
차 노동시장이나 ‘이주노동시장’)에 기능적인 방식으로 편입될 뿐 사회복지,	 시민

권,	 정치참여 등 권리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겪게 된다.		 	 	 한편 스테픈 캐슬(Stephen	 Castles)은 민주주의 이민국가가 ‘종족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 가지 방식을 구분함으로써 또 다른 편입 유형론을 제시했다(Yamanaka	 2008,	 189;	 Castle	 1997,	 115~17).	 첫째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	 모델이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과거에 식민주의 경험을 가

진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거주국의 지배적인 문화 및 가치 체계로 편입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두 번째 모

델은 ‘종족적 다원주의(ethnic	 pluralism)’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

통 이민국가들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문화적 동화 모델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이 모델 대신에 종족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채택했다.	 마지막

은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모델이다.	 이 모델은 민족-국가의 전통이 

비교적 엄격하게 고수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에 따른 종족적 다양성의 증대가 

사회적 응집력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는 국가들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동유럽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해당된다.	 이 모델 하에서 이민자

들은 거주국 사회의 특정 영역(주로 노동시장)에 한정적으로 편입될 뿐 복지,	 시민

권,	 정치참여 등 여타 영역에서는 배제된다.	 특히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욱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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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결핍의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손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존 베리(John	 W.	 Berry)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문화적응(acculturation)’	 방

식 또한 이주노동자의 편입 양식과 관련된다(Berry	 1997;	 김태환 2013,	 18).	 그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수준과 정체성 및 문화유산 유지 수준이라는 두 가지 기

준을 적용해 통합,	 동화,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문화적응 

방식을 구분했다.	 이때 ‘분리’는 문화적 소수 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의 고수에 

가치를 두고 주류사회의 문화와 교류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주변화’는 문화 유

지의 가능성도 희박하고 타문화와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분리와 주변화의 구분은 앞서 설명한 초청노동자 

모델과 차별적 배제의 편입 유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이해를 돕는다고 볼 수 

있다.	 	 	 설동훈은 이주민의 편입 유형을 크게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그리고 차별

배제 모형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설동훈 2000a,	 135~36).	 그의 이러한 분류는 스

테픈 캐슬의 유형론과 흡사하다.	 그러나 설동훈은 이 세 유형을 국적부여 원칙 − 
거주지주의(jus	 domicili),	 출생지주의(jus	 soli),	 혈통주의(jus	 sanguinis)	 − 과 연계시

켜 총 9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혈통주의-차별

배제 모형’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이주민 편입의 과정적 측면에 주목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남

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이 ‘거주지주의—다문화주의’로 

수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Kim	 2014,	 47~48).	 이혜경 역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

민정책이 2000년대 이후로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면서 한

국 역시 고용허가제 시행,	 방문취업제 시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등으로 확

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혜경 2008,	 104).	 특히 김남국

은 이같은 ‘거주지주의—다문화주의’로의 수렴 추세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험을 토

대로 다문화 정책의 세 단계를 나누어 설명했다(김남국 2006,	 5~7).	 	 	 첫째는 ‘관용’의 단계이다.	 이는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덕목이지만 다수(혹은 지배)	 집단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중

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특히 관용은 기존의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하는 한 진정한 ‘해방적 관용’이 될 수 없

으며 오히려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말한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으로서 지배 세력의 헤게모니적 통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Mar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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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둘째는 ‘비차별의 법제화’의 단계이다.	 이는 차별적 표현,	 권리 체계에 대한 

접근 제한,	 물리적인 폭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제를 갖추는 것을 말

한다.	 셋째는 ‘다문화주의의 단계’로 “다수중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관용과 비차별의 제도화와 구별된다.	 이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을 의

미하며 “사회적 소수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적극적 차별 시정 제도를 만드는 

것,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표현을 인정하는 것,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대표나 집단적 

자치의 권리를 허용하는 것”	 등의 시도들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적 편입’은 제프리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의 

설명처럼 단지 차별이나 억압을 당한 사회적 소수 집단을 포용하려는 시도일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함축한다(Alexander	 2001,	 246).	 	 	 한편 제니퍼 호치실드와 존 몰렌코프(Jennifer	 L.	 Hochschild	 and	 John	 H.	Mollenkopf)는 이주민(집단)의 ‘정치적 편입’의 과정에 대해서 주목했다(Hochschild	and	 Mollenkopf	 2009,	 17).	 이들은 <그림1>에서 보듯이 이주민(집단)의 이해,	 관점,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활동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초래하는 변화와 이 변화가 

다시 이주민의 정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이들은 이주민의 편입을 단선적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피

드백 과정과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동적인 편입 모델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주사회로 

진입
정치영역에 (비)진입

정치영역에(비)관여

정치체제
의(에 대한)	(비)반응성

정치체가 이주민(집단)에게 미치는 영향

비-편입 (Nonincorporation)
<그림1>	 이주민의 정치적 편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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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문화 정책’의 단계가 높아지거나 ‘정치적 편입’이 이주사회 정치체제

의 반응성을 높인다고 해서,	 즉 이주민 정책의 포용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주노동자의 편입 수준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과 비-시민인 이주민 사이의 법제도적 구별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
민정책에서 자유주의적,	 인도주의적 원칙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비-시민의 공

식적인 권리체계 편입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제도’	 그 자체는 여

전히 강력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Stasiulis	1997,	 198).	 둘째,	 설령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포용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

아졌다고 해도 그 효과는 세부 정책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게리 프리만은 출입국·시민권 영역,	 시장 영역,	 복지 영역,	 문화 영역의 네 정책 영

역 별 편입 양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Freeman	 2004).	 셋
째,	 권리체계 편입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비대칭적일 수 있다.	
즉,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보장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다.24)	 넷째,	 브라이언 터너가 지적했듯이 “권리들은 서로 모순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사회적 집단에서의 권리의 신장은 다른 집단들의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 집단들이 존재할 

경우 보다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터너 1997,	 145).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이주사회 편입 수준을 평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 이주정책그룹(Migration	 Policy	 Group)이 공동 개발

한 ‘이주민 통합 정책 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에 관한 연구

가 대표적이다(Nissen	 2013).	 현재 MIPEX는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정책 영

역(노동시장,	 가족재결합,	 교육,	 건강,	 정치 참여,	 장기 거주,	 국적,	 반-차별)에 걸쳐 

이주민의 통합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때 각 정책 영역은 다시 복수의 차원

들으로 구성되고,	 각 차원은 또 다시 복수의 정책 항목들로 구성된다.	 평가 방식은 

24) 이주민의 권리체계 편입의 확대는 사회적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귀라우돈은 이와 관련하여 서
구 시민권 역사의 과정과 이주민 권리편입 과정을 대별시켰다(Guiraudon 2000). 근대 시
민권 역사에 관한 T. H. 마샬의 설명에 의하면 시민권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획득, 보통 선거권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의 획득, 그리고 복지국가와 보편적 의무 교육
의 탄생 및 확장의 과정에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의 획득의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다. 이와 달리 이주민의 경우 정치적 권리 부여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난제
인 것에 반해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초기부터 보장되어 왔다(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
의들에 관해서는 Guiraudon(2000, 73~77)을 참고할 것). 이처럼 이주민의 권리체계 편입 
과정은 마샬이 설명한 시민권 확장 과정과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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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책그룹이 검토해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사 대상 국가의 학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8개 정책 영역에 걸친 세부 항목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총 100점 만점에 20점 단위로 이주민 통합 수준

이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53점을 얻어 38개 국가들 가운데 18
위를 차지했다.25)	 MIPEX는 이주민 통합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비교의 준거점을 

제시하고 각국의 이민정책 개발에 중요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러나 합법적 이주민을 중심 대상으로 한 평가라는 점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통합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각국이 채택하는 이주민 관련 정책의 ‘집행’의 측

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일정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Chun	 and	 Yoon	2013,	 23~25).	 따라서 한국 사례의 분석을 위해 MIPEX	 지수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를 잘 인지하고 정책 영역이나 세부 항목의 지수를 선별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선 이주노동자의 이주사회 편입의 유형 구분 방식

은 연구자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동화,	 다문화주의,	 차별적 배제의 세 가지

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거주지주의-다문화주의로 수렴

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편입 양식은 이러한 일반적 흐름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차별적 배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차별적 배제’의 편입 양식은 본 연구가 밝

히고자 한 이주노동정치의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불충분한 개념으

로 판단된다.	 이는 ‘차별적 배제’의 유형이 이주노동자의 행위능동성과 편입 과정

의 역동성을 분석하기에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차별적 배제’를 대신해 ‘종속적 편입’의 개념을 고안했는데,	 이 개념

에 관해서는 연구 분석틀을 설명할 때 함께 다룰 것이다.
3.	 연구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이주노동

레짐의 형성 과정과 이주노동자의 편입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림2>와 같이 연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25) <http://www.mipex.eu/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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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사례에 주목한 단일 사례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
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이주노동정치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나 지역 간 

비교의 시각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방식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설정하

는 두 가지 주된 변수인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와 국제인권규범을 독립 변수로 보

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 두 차원을 국내 이주노동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담론적 맥락들로 간주하며,	 이를 <그림2>의 연구 분석틀에 나타난 ‘기회·제약 구

조’의 일부로 이해하고자 한다.	 	

현상타파세력
↕

현상유지세력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이주노동행정 구조
혹은

이주노동레짐

기회·제약 구조

이주노동정치

정치엘리트
관료엘리트

시장 행위자 이주노동자(지원)조직

노조(단체)

<그림2>	 연구 분석틀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를 ‘정책’	 혹은 ‘운동’	 중심의 관점에

서 접근하는 대신에 이주노동운동과 이주노동정책의 상호영향관계를 드러내면서 

이주노동‘정치’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정책 중

심의 접근은 정치 행위자의 능동성과 정치 과정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

렵고,	 그 결과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다층적,	 종합적 분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한 운동 중심의 접근은 국가 자율성을 적극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기

존연구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다양한 결사 활

동의 차원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과 운동의 

두 측면을 포괄하면서도 두 측면들이 놓치고 있거나 간과한 정치의 차원에 주목

한다.	 즉,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와 관련된 복수의 정치 행위자들 내지

는 세력들이 정치적 기회 혹은 제약 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벌이는 가치정향과 

힘의 충돌과 타협,	 작용과 반작용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전개 과정을 각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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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다양성과 변모의 과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추적,	 분석한다.	 	 	 연구 분석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

자들은 크게 네 부류로 — 국가 행위자들(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시장 행위

들,	 노동 단체들,	 이주노동자 (지원)조직들 — 구분된다.	 물론 이들이 이주노동정치

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의회,	 법원,	 지방 정부,	
송출기관 등 이주노동정치와 관련된 여타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주요’	 행위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연구검토에서 설명했

듯이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가 의회와 정당의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는 경우는 드

물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속성이 큰 구조적 조건 하에서 이주노동정

책과 관련하여 대다수 지자체들의 자율성이나 주도성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설령 헌법 가치와 국제규범을 적극 반영한 판결을 내리

더라도 그것이 일선 행정과 정책 변경에 미친 영향력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물

론 정당과 의회,	 지자체,	 법원이 이러한 일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모

습을 보여준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고의 이주노동정치 분석

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30여년의 한국의 이주노

동정치에서 이들을 주요 행위자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은 정치 세력을 형성하거나 재편하면

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들을 둘러싸고 갈등,	 경합,	 협력,	 타협한다.	 특
히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나 이해에 기반해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으로 나

뉘어 갈등하게 된다.	 이같은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온존 내지는 재

편에 영향을 미치며,	 이주노동레짐의 형성을 낳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결

과들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의 특징을 규정하는 틀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이 단선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주노동행정 구조나 이주노동레짐은 이

주노동정치의 기회 내지는 제약 구조로 관련 행위자들의 판단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편입 과정의 특징도 이주노동정치에 환류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공

식적인 제도를 통한 안정적 편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능동적으로 정치적 편

입을 시도하면서 이주노동운동과 이주노동정치의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의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본 연구

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세력 관계를 ‘국가-사회’,	 ‘국가-시장-시민사

회’,	 ‘정부-자본-노동’처럼 ‘영역들’	 간 관계로 보는 대신에 생산성,	 치안,	 노동,	 기본

권을 우선적 가치로 지향하는 ‘정치세력들’	 간의,	 그리고 각 세력 내부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행위자나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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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가치지향에 고착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자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국면에 처하거나 내적 변화를 거치면서 기

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지향의 우선성 체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가치지향을 택

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정치 분석에 유용하다.	
또한 이러한 ‘세력’	 중심의 접근은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행위자나 집단이 정치

적 상호작용 속에서 세력 관계나 제도적 조건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행위능동성의 측면과 세력 재편의 과정

을 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둘째,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과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데 ‘운동-대항운동(movement-countermovement)’에 대한 데이비드 메이어와 수잔느 

스타겐보르그(David	 S.	 Meyer	 and	 Suzanne	 Staggenborg)의 논의가 도움을 준다(Meyer	 and	 Staggenborg	 1996).	 이들은 ‘국가-사회’의 단순 도식에 기초해 이루어

지는 사회운동 사례 연구를 넘어서 하나의 운동에 대한 대항운동의 출현 과정과 ‘운동-대항운동’의 정치적 동학에 주목했다.	 하나의 운동이 출현하고 나면 경합의 

가능성이 있는 한 그것에 대한 반대의 조직적 표출로서 대항운동이 출현하게 된

다.	 또한 대항운동은 그것에 대한 반대로서의 대항-대항운동을 출현시키기도 한다.	
운동과 대항운동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시키기기 위해 경

쟁하고,	 대중과 미디어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또한 각각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적 전장(institutional	 venues)’을 찾아 

활동의 대상과 영역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운동-대항운동의 갈

등 구도는,	 집단행동의 요구와 방식에 대한 프레임 설정과 관련하여 (대항)운동 내

부에 분열(예컨대 온건주의와 급진주의의 분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운동-대항운동’의 관점은 세력 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	 그리고 세력 내부

의 재편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분석의 관점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사에서 이주노동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집단과 이주노동운동 간에 나타난 갈

등과 경합,	 그리고 이주노동운동의 재편 과정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이주노동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국가의 능동적 역할에 주목한

다.	 기존연구검토에서 설명했듯이 정치경제학의 관점은 국가를 사회 압력단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중재자로 보는 경향을 갖는다.	 물론 이러

한 측면이 일정 부분 사실로 나타난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국 이주노동정치에서 국가가 자율성을 갖고 이주노동정치에 능동적으로 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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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실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통치자의 강력한 권한을 특징으로 하는 대

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조건에서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역

할이 단지 사회적 이해관계의 중재자일 수만은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정치에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의 네 가지 기능적 

책무들(안전,	 축적,	 사회보호,	 정당성)에 대한 크리스티나 보스웰의 논의를 활용한

다.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신정부는 자신의 통치 이념에 맞추어 이

주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 책무들의 위계나 우선성을 이전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지하기도 하고 크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통치세력은 상호 갈등적

인 국가의 책무들을 모호한 방식으로 혼용해 적용하기도 하고 하나의 책무에 집

중하기도 한다.	 		 	 	 넷째,	 본 연구는 행정 부처들의 이해와 관점,	 그리고 이들 간의 각축에 주목한

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경우 의회와 정당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

와 관련한 이슈가 좀처럼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

으로 한국의 정치적 대표체계의 협애성 내지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제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논의와 결정이 그만큼 

행정영역에 한정된 폐쇄성을 보여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설정한 지배적인 책무 설정 하에서 행정 부처들의 고유한 

역할과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이주노동정치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분석에 있어서 정치적 기회·제약 구조

의 측면을 고려한다.	 한국 이주노동정치를 구성하는 복수의 정치 세력들 간의 관

계는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 정치 세력은 이주노동정치

에 대한 정치적 기회·제약 구조를 구성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규범적 맥락들에 대한 해석과 논쟁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고 

활동 전략을 구성해 나간다.	 이때 정치적 기회·제약 구조는 역사문화적 전통(신화,	
서사,	 가치,	 신념체계 등),	 강한(혹은 약한)	 국가 전통26),	 정치제도의 중앙집중화 

수준,	 정당체계의 특징과 같은 정태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 정책,	 정치 담

론,	 미디어 접근성,	 엘리트 배열 상태,	 그리고 중대 사건과 같은 동태적인 측면들

을 포괄한다(Meyer	 and	 Staggenborg	 1996,	 1634~35;	 Gamson	 and	 Meyer	 1996).	
26) 강한(약한) 국가가 곧장 민주적으로 유능한(무능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낮더라도 민주적으로 유능한 통치가 가능하고, 사회에 대해서 강력한 힘의 
우위를 보이면서도 민주적 통치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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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 검토에서 논의한 이주사회 성원권 제도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이러한 기

회·제약 구조에 포함된다.27)	 	 	 한국의 경우 혈통주의 전통,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노동배제적인 행정 구조와 

관행,	 사회적 기반이 약한 정당과 유동성이 높은 정당체제 등 식민,	 분단과 냉전,	
그리고 군부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역사적·제도적 유산들,	 헌법과 출입국관

리법,	 고용허가제법,	 국적법,	 노동관계법,	 다문화 관련법 등 이주노동자 권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	 사회보장 제도,	 한중외교 관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한국이 가입했거나 국제적으로 규범적 영향력이 강한 국제

인권협약 등이 이주노동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기회·제약 구조를 구성한다

고 볼 수 있다.28)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이주노동행정 구조나 이주노동레짐은 그 자

체가 이주노동정치의 기회 혹은 제약 구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구 분석틀에서 ‘이주노동레짐’과 ‘편입’에 관한 분석의 관점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주노동레짐을 보자.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은 

이주노동정치를 통해 형성되는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 조직들의 배열 상태,	 이주노

동행정의 구조와 작동 매커니즘,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는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이주노동레짐(migrant	 labour	 regime)’이다.	 노중기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레짐(labour	 regime)’은 “노동정치 과정에서 생산되고 구조적으로 응집되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재

생산되는 상호작용을 틀”을 말한다(노중기 2010,	 38	 재인용).	 한편 로젠헥에 의하

면 ‘이주레짐(migration	 regime)’은 이주민의 유입과 관련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27) 그간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 선 기존 연구들은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대체로 이주사회의 성원권 관련 제도들과 국제인권레짐의 담론적·제도적 구속
력에서 찾았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에 주목한 본 논문은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들을 편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닌 매개 변수로 상정하고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를 이주노동정치로 보고자 한다. 즉,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세력들 내지는 행위자들이 한국사회의 성원권 제도들과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부과되는 일
련의 제약·기회 구조들과의 일정한 영향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 가치, 정체성을 확인
하거나 (재)해석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의 영역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28) 한국의 경우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으로서 이미 ‘인종차별철폐협약’(1978년 비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4년 비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비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비준), ‘유엔 아동권리협약’(1991년 비준) 등 외국인의 권리와 관련한 여러 국제조약들에 
가입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2항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주요 인권 조약들의 내용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조한 협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
의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대표적으로 제97호, 제111호, 제143
호 협약)도 국내 이주노동정치 과정에 일정한 구속력을 미치는 국제 규범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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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과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해 국가가 채택하는 일련의 정책 목표,	 기구,	 절차

를 포괄한다(Rozenhek	 2000,	 52).	 이상의 두 개념의 의미에 비춰볼 때 본 논문에

서 사용하는 개념인 이주노동레짐은 노동레짐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이주민 유입이나 이민통제 문제에 초점을 둔 이주레짐 

개념과는 달리 이주노동자의 입국,	 체류,	 취업,	 보호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	 	 	 이주노동레짐은 이주노동자의 입국,	 체류,	 취업,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핵

심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들에 입각한 국가의 정책목표,	 법규와 절차,	 조직을 포괄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정책 설계·운영의 바탕이 

되는 원칙들과 이러한 원칙들에 기반한 일련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조직 체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때 이주노동레짐의 원칙들은 상위 원칙과 하위 원칙,	 핵심 

원칙과 파생 원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원칙은 다른 원칙들과 긴장 관계

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

동레짐 구성 원칙들의 위계 설정과 그것의 제도화 내지는 집행 매커니즘을 둘러

싼 정치적 경합의 과정이 된다.	 	 	 이주노동레짐과 이주노동정치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주

노동레짐은 이주노동정치의 산물인 동시에 이주노동정치의 조건을 구성한다.	 <그
림2>에서 보듯이 이주노동레짐은 정치적 제약·기회 구조의 조건 속에서 전개되는 

이주노동정치의 제도적 결과이다.	 동시에 이주노동레짐의 구성 원칙과 일련의 제

도와 조직은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행위자,	 시장 행위자,	 노동단체,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	 이주노동자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택하는 목표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기회 구조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이주노동레짐은 

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이를테면 얼마나 권리 혹은 시장 친화적인

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특히 권리체계)	 편입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연구 분석틀(<그림2>)에 비추어 다시 말하면 이주노동정치가 이주노동

레짐과의 복합적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편입 과정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행정 구조 내지는 이주노동레짐이 지난 30여 년간 줄곧 통합 패러다임의 부재를 특징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 이주노동자

들의 편입 과정을 ‘종속적 편입(subordinate	 incorpor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

다.	 여기에서 종속적 편입은 편입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

적 배제’의 편입 양식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즉 이주노동정치의 역동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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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개념화한 것이다.	 	 	 종속적 편입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	 종속적̇ ̇ ̇ 	 편입은 이주노동

자가 작업장과 일상에서 겪는 차별,	 착취,	 소외,	 배제를 분석적으로 묘사하는 개념

이다.	 둘째,	 종속적 편입̇ ̇ 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위해 

참여하고 기획하는 다양한 결사와 운동을 함축하는 개념이다.29)	 보다 구체적으로

는 <그림3>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은 첫 번째 의미에서는 권리체

계 편입,	 권리 구제 기회,	 의사결정방식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의미에서는 사적 결사 활동,	 시민적 결사 활동,	 그리고 정치적 결

사 활동 및 사회운동의 세 수준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종속적 편입은 두 번째 의미에서의 종속적 편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주노동

자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	 기획하는 능동적 편입의 시도들은 다시 이주노동정

치에 환류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림3>	 ‘종속적 편입’의 분석틀

29) 이주민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이주사회의 정치영역에 진입하고 관
여하는 동적인 편입 과정, 즉 이주민의 ‘정치적 편입’ 과정에 주목한 호치실드와 몰렌코프
의 논의와 시민사회 내의 세 수준에서의 결사 활동을 분석적으로 논구한 아이리스 영의 
논의는 이같은 종속적 편입 개념을 뒷받침한다(Hochschild and Mollenkopf 2009; 
You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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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개별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특수한 맥락과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동기에 기초한다.	 그렇지만 사례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례

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연구에 머물지 않는다.	 로버트 인(Robert	 K.	 Yin)의 설명처

럼 ‘왜’와 ‘어떻게’로 시작되는 연구 질문에 적합한 연구 유형인 사례연구는 ‘탐색’
과 ‘설명’을 지향한다(Yin	 2014).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이주노동정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재편되어 왔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기초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이

주노동정치에 대해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탐색적이고 설명적인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해외 사례에 적용되어 온 이론적 명제들을 비판적으로 적용

함으로써 한국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아렌트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가 사례연구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해
석적 사례분석’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Lijphart	 1971).	 	 	 한편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에 기초하고 있지만 비교분석적 함의를 갖고 있

다.	 첫째,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함으로써 시기별 이주노동정

치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고,	 둘째,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이주노동정치와의 비교 연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셋째,	 ‘소수자 정치’
의 시각에서 이주노동정치의 사례를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특히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결론부에서 한국과 다

른 나라들의 이주노동정치의 비교 가능성을 시론적 수준에서 설명해 두었다.	 	 	 한편 본 연구가 채택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과 인터뷰이다.	 이 

가운데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이며 문헌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나 좀 더 미시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병행하였

다.	 	 	 우선 이주노동정치의 전반적인 지형과 흐름을 파악하고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서 우선 통치 사료,	 국회 회의록,	 판결문,	 공식 통계 자료,	 신문과 잡지,	 공
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종 발간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집,	 이주노동자나 활동가

의 수기,	 관련 동영상 등의 광범위한 1차 자료들과 이주노동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2차 연구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취합,	 분류,	 편집하여 연도별

로 상세한 이주노동정치 일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이주노동정치 일

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기별 이주노동정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노동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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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의 변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활용한 주요 1차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공식문헌들로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

의 내용 등이 수록된 『관보』,	 이주노동정책 관련 법령들,	 행정 부처의 각종 자료(지침,	 보도자료,	 백서 등),	 통계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자료,	 정치인이나 관료의 회고록·학위논문·인터뷰 자료,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정책보고서 등)	 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문건들은 이주

노동자 권리 문제와 이주노동정책에 대해 정부(부처)의 이해 방식과 해석 논리를 

확인·추론하고 그 지속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또한 이주노

동정치에서 법원,	 국회,	 정당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와 

관련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의원 발의 법률(개정)안·국회 회의록·공청회 

자료집,	 정당의 성명·보도자료 및 정책문건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이나 용역연구보고서도 살펴보았다.	 	 	 둘째,	 비-국가 부문의 이익집단의 입장과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포함해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前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를 비롯한 과거 연수추천단체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이 생산한 자

료들을 취합했다.	 이 자료들에는 산업연수생 관리에 관한 자체 운용요령 등의 내

부 문건,	 보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산업연수제도 담당자의 매체 기고문이나 인터

뷰 자료,	 회장들의 회고록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연수추천단체 임원의 발언과 국회 제출 자료도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견상 중소기업들의 이익대변단체이긴 하지만 

종종 소기업의 이해와 균열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기업연합회 등 영세소기업 집단

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수집했다.	 	 	 셋째,	 비-국가 부문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들(종교·사회·인권 단체들)과 외

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연대체,	 그리고 국내 노동단체들이 생산한 각

종 실태조사 자료,	 회의 자료,	 토론회·공청회 자료집,	 팜플릿,	 소식지,	 성명서나 기

자회견문,	 활동가의 기록물(증언 자료,	 학위논문,	 단행본 등),	 홈페이지 게시판 등

록 자료(글,	 사진,	 영상)	 등도 이주노동정치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발간하는 실태조사 자료는 이주노동자

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리 문

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정책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담은 외국

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前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성명서와 기자회견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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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정부나 업계와의 복합적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한

편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노동(계급)의 이슈이자 사회적 소수자(인정)의 문제

인 동시에,	 다수가 동포라는 점에서 동포(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정치에 나타난 이같은 다층적 측면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 기

사 외에도 각 차원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기 간행물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수집했다.	 대표적인 자료들로는 이주노동운동과 외국인력정책의 노동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노동자신문』 과 『노동일보』,	 전반적인 인권운동

의 맥락에서 이주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소식지인 

『인권하루소식』,	 그리고 동포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동포 이주

노동정치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북아신문』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노동뉴스제작단’	 등 노동 관련 단체나 영상 활동가가 생산한 (이주)노동 관련 영

상물이나 언론 매체의 이주노동자 문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 등 보다 생동감 있는 

시청각 자료의 내용도 활용했다.	 	 	 넷째,	 필자는 이주노동자의 경험과 해석,	 계급의식 형성 과정,	 그리고 조직 활

동의 내용과 특징 등을 확인·추론할 수 있는 문건들로 이주노동자(활동가)의 수기,	
단행본,	 영상제작물,	 공청회나 학술회의 등 토론문,	 매체 기고문,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조 홈페이지나 이주노동 관련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

판 등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 자료들로 유용하게 참고했다.		 	 	 다음으로 2차 자료로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연구물(논문,	 연구단행본,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행사 자료집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2차 자료의 내용에는 구술 증언 기록,	 사진,	 인터뷰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기에 이러한 1차 자료 성격의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했다.	 또한 해외 사례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참고하였는데,	 이 가운데 특히 스탠포드대학교출판사에서 1994년부터 10년 단위로 발간하는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1994,	 2004,	 2014)은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주요 이민국가들의 이민정치의 역

사를 비교적 관점에서 개괄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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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구성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에 따른 투-트랙(two-track)	 이주노

동행정 구조의 형성 및 이주노동운동의 출현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사회에서 새로

운 인구 집단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행정

의 패턴을 규정한 핵심 원칙은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 원칙과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정주화 금지의 정책 원칙이었다.	 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원칙들의 제약 

하에서 한편으로는 ‘상시적 추방의 공포(deportability)’를 활용해 미등록 이주노동

자의 불법성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사실상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편법적으로 변용하고 확대하는 방식의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형

성된 과정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은 정치경제학 이론(‘고객정치’론)에 입

각한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의 책무 설정 방식과 부처 간 동학의 차원을 

강조한다.	 이어서 권리보장체계에서의 주변화와 배제,	 노조 편입의 어려움,	 정책결

정과정에서의 참여와 대표의 부재 등 안정적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기회가 결핍

된 상황이 이주노동자들의 비공식적 편입 시도들을 낳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주

노동운동이 출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이주노동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연

대의 제도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정치세력들 간

의 이주노동정치를 본격화시킨 중대 사건들인 1994년 경실련 농성과 1995년 명동

성당 농성에 주목한다.	 본 장은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한

국사회 편입의 특징을 ‘연구분석틀’에서 설명했던 ‘종속적 편입(subordinate	incorpor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이주노동정치가 기존의 투-트랙 이주노동행

정 구조를 점차적으로 와해시키면서 이주노동레짐을 형성시킨 과정을 살펴본다.	 3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정치는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동포 

이주노동정치’로 구분된다.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와 이주노동

운동의 위·아래로부터의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 시도가 순차적으로 좌절된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어서 IMF	 경제위기와 국민의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제약·기
회 구조 속에서 산업연수생제도가 연수취업제로 변형된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

로 동포 이주노동정치에 관해서는 먼저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출현 과정과 재외동

포법 문제를 둘러싼 동포 이주노동정치를 살펴보고,	 이어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이 좌절되면서 취업관리제가 도입된 과정을 설명한다.	 본 장은 이상의 이주노동정



- 48 -

치와 관련해 현상유지세력에 대한 ‘대항-헤게모니’	 세력의 창출 실패를 투-트랙 이

주노동행정 구조 타파 시도의 연이은 좌절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동포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중외교 관계의 제약 구조 하에서 유관 행정 부처

들의 회의적 태도로 인해 포용적 동포 이주노동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다.	 	 	 3장의 두 번째 부분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거쳐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된 과정이

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구성 원칙들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

한다.	 이어서 이러한 이주노동레짐의 제도적 축인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견인한 이

주노동정치를 분석한다.	 본 장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이주노동운동의 분화와 ‘고용

허가제 옹호연합’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을 최소주의적인 공통

의 요구로 하여 형성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를 와

해시킨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장기체류

자 단속 행정이 야기한 두 갈래의 이주노동자 권리운동을 분석한다.	 또한 본 장은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리체계 편입의 분절성과 모순성

이 배가되었음을 분석하고,	 그런 가운데 나타난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건립이라는 

능동적 편입 기획이 ‘이주노조’의 창립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이주노동정치를 살펴본다.	 고용허가제의 도

입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정책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정립되었고,	 이

러한 원칙들에 기반한 일련의 절차들과 조직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주노동레

짐의 구체적 특징은 상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원칙들의 위계나 우선체계의 설

정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세력들 혹

은 행위자들은 이 과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를테면 권리 친화성 혹은 시장 

친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압박하면서 

상호 경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해와 관점을 달리하는 행정 부처들의 각축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의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레짐의 

구성 원칙들의 위계 설정과 그것의 제도화 내지 집행 매커니즘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 과정이 되었다.	 4장에서는 이런 시각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

지 한국 이주노동레짐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들인 합법화,	 고용허가제,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이주노동정치를 분석하고,	 그것이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

화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본 장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편입의 지배적인 양식을 여전히 ‘종속적 편입’으로 보면서도 보다 세부

적으로 볼 때 ‘중층적 계서화’의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새롭게 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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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편입의 기획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논의한 이주노동정치를 4단계로 나누어 정리

하고,	 지난 30년간의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의 특징을 ‘통합 패러다임 부재 속 종

속적 편입’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국가 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 이주노동정치가 

보이는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난 30
여년의 이주노동정치의 경험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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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형성과 

이주노동운동의 출현

	 	 	 한국이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당시로서는 사회적

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

상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현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

이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국내 유입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고,	 한국의 입지는 1992년을 기점으로 노동 송출국에

서 노동 유입국으로 바뀌었다(김병조 2009,	 73).	 저개발국의 발전 전략이기도 한 

정부 주도의 인력 송출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외개발공사의 폐지(1991년 4
월)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30)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유

입을 처음 경험하는 한국 정부는 이들의 유입과 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법제나 행정 매커니즘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

의 국내 취업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을 한국 사회의 권

리체계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은 미약했다.	 이런 가운데 이

주노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투-트랙(two-track)의 행정으로 나타났다.	
즉,	 한편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illegality)’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변용하고 확대하는 방식의 행정이 이루어졌다.31)	 이러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는 ‘한국 예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이주노동자 미등록 비율을 낳은 구조적 요인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투-
트랙 구조의 형성 과정과 특징,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이주노동운동의 출

현 과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0)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4월에 출범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1994년

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취업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공공부문을 통한 해외취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31) 필자가 ‘이중적(dual)’이 아닌 ‘투-트랙(two-track)’의 표현을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당시 이주노동행정의 기저에 나타난 불법성 관리와 편법성 활용이라는 두 차원은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된 것이라기보다는 병행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투-트랙의 용어를 사용했다. 둘째, 통상적으로 ‘이중적’이
라는 단어에는 부정적 어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투-트랙’의 
용어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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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형성 과

정에 대해서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갖는 설명력이 제한

적이며,	 국가의 ‘생산성-치안’	 중심의 책무 설정과 이러한 통치틀 내에서의 부처 간 

동학이 보다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

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첫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과된 ‘불법’의 행정 표식은 ‘상시적 추방 공포(deportability)’를 활용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배속·관리·통제

를 위한 정치적 기제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제도적 

축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편법적 운용 방식은 일본의 이주노동정책을 선별적으로 

차용한 결과 동포 활용 방안을 배제하고 공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 형태였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장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이권 구조이자 ‘종속

적 편입(subordinate	 incorporation)’의 매커니즘으로서 현상유지세력과 현상타파세

력을 출현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1995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이라는 중대 사건을 계기로 양 세력 간의 이주노동정치가 본격화되었다고 주

장한다.	 	 	 	 	 	 	
1.	 ‘불법성’	 활용 행정과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형성

1.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현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이주노동자의 한국행을 설명하는 맥락은 다층적이

다.	 국가 간 발전 격차와 경제 불균등,	 그리고 저발전국 내의 실업과 빈곤은 국제

노동이주를 증대시킨 일반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보다 다층적인 맥락들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우선 국제노동이동 추세,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과 한국의 임금 격

차,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구조적인 인력난을 이주노동자의 한국행을 설명

하는 거시구조적인 요인들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노동력 이동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저개발국과 비교할 때 절대적

인 임금 격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와 산업화가 진척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노동이주가 활성화되었다(월러스틴 1993,	 55;	 이혜경 1997,	 504~7;	 함
한희 1995,	 200;	 Yamanaka	 and	 Piper	 2005,	 2).	 일본행으로 본격화된 동아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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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노동이주는 곧이어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인

근 국가들인 일본과 대만 정부가 이주노동자 유입 제한 정책을 강화하자 송출비

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가 보다 활성화되었다(『신동아』 1992/02,	 456).	 또한 당시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히려 강화된 재벌중심체제 하에

서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근로자 처우 수준의 격차가 커졌고,	 노동집약적 생산방

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불안정한 고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내 분절화가 강화화고 있었다(최장집 2009,	 191;	 임영일 1998,	 169;	 구해근 2013,	 290~92;	 Piore	 1979).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 차츰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시구조적 요인들에 더해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북방정책은 이주노동

자의 한국행을 더욱 촉진시켰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

기로 한국이 저개발 국가들에게 알려졌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과 함께	
입국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이정환 2003,	 377;	 중소기업중앙회 2012,	 140;	 김시

평 1991,	 104).	 특히 1990년 9월,	 인천-웨이하이(威海)	 정기여객 항로 개통과	 1992
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한국 상품과 자본 및 국내 노동시장 정보가 조선족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재중동포의 국내 입국이 활성화되었다(설동훈 1999,	418~19).	 한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주노동의 비용과 위험도를 낮추고 기대 순이익을 높이는 효

과를 갖기 때문에 이주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국·취업과 관련해 형성된 ‘이주산업’(migration	 industry)은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를 지속시키는 제도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이주사회 편입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문

화적 배경과 유입 경로(channel)의 두 가지이다(Vertovec	 2010).	 우선 출신국가,	 인
종/종족,	 언어,	 종교 등 사회문화적 배경이 사회적 연결망을 매개로 해서 이주노동

자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의 패턴,	 그리고 직업과 주거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이들

의 접근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과 함께 이주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편입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유입 경

로에 따라 부과되는 법적 지위이다(Vertovec	 2010,	 76).	 이주민은 근로자,	 유학생,	
배우자나 가족,	 망명 신청자나 난민 등 이주 목적 상 다양한 범주들로 구성되며,	
이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은 이처럼 다양한 이주 경로와 상이한 범주

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때에 

이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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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오히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이 금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입국하거나 합

법적인 경로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한을 초과함으로써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게 되

었다.	 이처럼 대부분이 ‘미등록’	 체류자였던 이주노동자들은 비공식 노동시장이나 

지하 경제에서 취업했다.	 대다수는 한국에 대한 지식,	 한국어 구사 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발달 수준이 낮고 한국의 노동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

정하고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배속되었다.
1.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	 	

	 	 	 사회 내 특정 집단에 대한 ‘명명(naming)’은 단순히 해당 집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명의 행위를 통해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고 집단들 간의 경계나 위계를 

설정하는 효과를 갖는다(Boris	 2005,	 73).	 즉,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행정권력의 

명명은 정치적 의도와 효과를 갖는 행위로서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미등록 이주노

동자에게 부과된 ‘불법’의 행정 표식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니콜라스 

제노바(Nicholas	 P.	 De	 Genova)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부과되는 ‘불법성(illegality)’	
표식의 의미구성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갈파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등록 이

주노동자의 불법성은 이주사회의 법체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	 ‘법적으로 생산

된 불법성’이라는 역설적 특징을 갖는다(Genova	 2002).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 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대거 출현은 단지 우연히 ‘발생한’(happen)	 사건이 아

니다.	 오히려 이들의 ‘불법성’은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는 출입

국관리법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법체계에 의해 ‘생산된’(produced)	 것이었고,	 그

렇기에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삶은 일정한 ‘패턴을 부여받

게’(patterned)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입국해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편

입의 기회를 차단한 한국의 법체계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행정 매커니즘의 부

재가 이들의 불법성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불법’
을 행한 만큼이나 이들의 ‘불법성’이 국내 법제도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도 있다.	 결국 국가 행정은 이러한 불법성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호하

기 보다는 이들을 인구학,	 위생학,	 범죄학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행
정의 시선에 포착된 이들은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란 이유로 곧장 

범죄학의 대상으로 간주되곤 한다.	 또한 불법성의 행정 표식은 공중 담론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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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서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아니기에 사회

보험의 수혜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를 생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 효과는 특히 이주노동자의 범죄 사건이 발생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으로 알려질 때 증폭된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성의 표식은 무엇

보다도 제노바가 deportability로 명명한 상시적인 추방의 위협을 통해서 취약계층

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즉,	 불
법성의 행정 표식은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포섭’을 위한 행정 기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더해 불법성 규정은 새로운 비-시민 인구집단으로 출현한 이주노

동자들을 타자화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이나 단일민족의 신화를 유지,	 강화하는 부

수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
1.3.	 ‘생산성—치안’의 통치와 ‘상시적 추방 공포’	 활용 행정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는 해마다 격증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출현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행정의 영역에서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표1>	 국내 이주노동자 통계 (1988년~1991년)

년도 전체 등록노동자 미등록노동자 적발 건수 적발 비율1988년1989년1990년1991년

7,410	명14,610	명21,235	명45,449	명
2,403	명2,474	명2,833	명2,973	명

5,007	명12,136	명18,402	명41,877	명
258	명450	명1,198	명2,225	명

5.2%3.7%6.5%5.3%	 *	 출처:	 설동훈(2001a,	 53);	 『신동아』(1992/02,	 453).
	 	 	 이민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가 갖는 자율성에 주목한 크리스티나 보스웰(Christina	 Boswell)의 논의는 당시 행정권력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접근한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Boswell	 2007).	 보스웰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이민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조절하거나 강력한 

기업 집단의 이익을 대리하는 식으로 사회적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정당성’을 의식하면서 이민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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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고려하는 네 가지 기능적 책무들(functional	 imperatives)은 크게 안전(security),	 축적(accumulation),	 공평(fairness),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이다(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기존연구검토 내용을 참고할 것).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 유입 초기에 한국 정부가 강조했던 기능적 책무는 ‘축적’과 ‘안전’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와 공산권 붕괴”를 “나라 안팎의 2중의 소용돌이”로 규정하

고 대내적으로 ‘치안’(=안전)과 ‘생산성’(=축적)이라는 국가의 두 가지 기능적 책무

에 근간한 통치방향을 세웠다(노태우,	 2011	 24).	 행정의 수많은 대상들이 이러한 ‘생산성—치안’의 통치들 내에서 관리되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행정

권력의 대응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한준성 2014,	 6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표1>에서 보듯이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해마다 격증함에 따라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설치 계획안을 수립(1991.9)하고 외국인수용규칙(법무부령 제365호,	 1992.12)을 제정한 뒤 1993년 2
월 20일에 서울외국인보호소를 개청했다.32)	 그러나 정부는 단속과 감시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인력난이 심각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을 묵인하거나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33)	 또한 정부는 서

비스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강력한 단속과 추방 조치를 실시한 반면에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묵인이나 출국 권고·유예와 같은 미온적 조치

를 취했다.	 실제로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내에 잔류하고 

있었다.	 1991년에 들어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1.7%
인 18명만이 강제퇴거명령으로 강제출국을 당했고,	 나머지 1,073명은 출국권고 또

는 통고처분을 받아 국내에 잔류하고 있었다(『경향신문』 1991/09/16,	 14).	 	 	 한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권력의 이같은 미온적 대응은 1992년 3
월에 발생한	 파키스탄인 조직폭력배단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이 경찰에 적발되

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강경 대응 방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언론 매체

의 관심을 받으며 “외국인범죄 조직 흉포화”,	 “외국인범죄 ‘서울의 새공포’”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이제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에는 불법의 행정 표식과 함

32) 이같은 부정적 통계수치를 근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위협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적발 건수를 적발 비율로 환산해서 보면 1988년(5.2%), 1989
년(3.7%), 1990년(6.5%), 1991년(5.3%)로 적발 건수의 증가세와 사뭇 다른 추이를 보인
다. 

33) 물론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이주노동자의 대거 유입을 처음 경험한 한국 정부의 출입국·
체류 관리 실무 행정 역량의 미비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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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범죄자의 이미지까지 덧씌워졌다.	 결국 이 사건의 보도는 한국 사회에서 미등

록 이주노동자를 규제하라는 여론을 비등하게 만들었다(설동훈 1999,	 425;	 최인

섭·최영신 1993,	 13).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노동시장 질서 교란과 외국인 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알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고,	 중국동포와 동남아인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고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했다.34)	 또한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외국인 체류관리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

목 하에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1992년 6월 10일~7월 31일)을 설정했다.	
이는 격증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행정의 시선 속에 포착해 관리하려는 의도

를 반영한 것으로,	 3월 말 법무부가 밝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알선자 및 고용

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은 사실상 이들의 자진신고율을 높이는 사전 조치로서

의 효과를 가졌다.	 정부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불법취업 외국인과 사용자의 처

벌을 면제하고 신고사업주 책임으로 1992년 12월 말까지 출국기한을 연장하는 한

시적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들을 일거에 출국시킬 수 없는 행정역량의 한계와 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

었다.		 	 	 자진신고 결과 총 32개국 출신의 61,126명의 미등록 외국인과 10,796명의 고

용주가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2002,	 133;	 『조선일보』	 1992/08/04,	 22).	 남자는 45,004명(73.6%),	 여자는 16,122
명(26.4%)이었고,	 국적별로 중국교포 22,035명(36.0%),	 필리핀인 18,963명(31.0%),	
방글라데시인 8,950명(14.6%),	 네팔인 5,036명(8.2%),	 기타 28개국 출신자 6,142명(10.0%)으로 집계되었다(인명진 1993,	 33~34).35)	 또한 이들 중 제조업 근로자는 42,480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3,	 17).	 정부는 이들 가운데 우선 약 11%에 해당하는 6,705명을 출국조치했다(고준기 1994,	 3).	 그러나 이후	 법무부의 출국유예기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몇 

차례 연기되었다.	 이미 자진신고를 한 불법체류외국인 가운데 27,000여명은 제조

34) 이후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 공론의 과정 없이 국회 통과해 
1993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고용 알선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들의 고용주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
에 대한 벌칙 조항은 개정 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35) 박동운(1992, 7)에 의하면 중국교포(22,035명), 필리핀인(18,993명), 방글라데시인(8,950
명), 네팔인(5,036명), 기타(6,112명)으로 집계 수치가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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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취업자라는 이유로 1992년 말에 1993년 6월까지 또 한 차례 출국유예를 받았

다.	 이후 1993년 6월이 되자 법무부에 불법체류를 신고한 외국인력 18,000여 명에 

대한 강제출국조치가 또 다시 보류되어 그해 9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자진

출국토록 되었다(『조선일보』 1993/05/04,	 10면;	 『경향신문』 1993/09/29,	 6).	 이처

럼 자진신고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듭된 출국유예의 행정 조치는 인력난

과 업계 반발을 우려한 상공부와 노동시장 교란 및 사회문제화로 체류연장불가 

입장을 견지한 노동부와 법무부가 ‘생산성’과 ‘치안’의 두 가지 통치 목표 사이에서 

찾아낸 잠정적 타협점이었다(한준성 2014,	 65).	 	 	 정부의 자진신고기간 설정과 출국유예 조치와 관련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정식 합법화(legalization)의 기회를 부여하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

고 더 나아가 영주 자격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유럽 국가들

의 정책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런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이
민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이행한 남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남유

럽 국가들의 이주노동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Freeman	 1995,	895).	 첫째,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지침을 도입함으로써 합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인

의 입국,	 체류,	 고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

리에 대한 법적 인정과 행정적 보호 조치를 수반하게 된다.	 둘째,	 외국인의 불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는 대체로 특정 국가에 대한 사증 발급의 규제

의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 방식은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세 가지 조치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정책은 합법화 조치였다.	 남유럽 국가들

은 수차례 미등록 외국인의 합법화 조치를 단행했다(이탈리아는 1981년,	 1986년,	1990년에,	 스페인은 1985년과 1991년).36)	 남유럽 국가들은 합법화 조치를 통해 

이미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에게 합법적 체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주사회 

사회권보장체계로의 편입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인구인 이들을 행정적 시선 안에 

두고 관리하고자 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식의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우선 저숙련·미숙련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

에 합법적인 근로자로 편입될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36) 1981년 이후로 유럽 국가들은 20 차례가 넘는 합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약 400만 명의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합법 체류와 정식 취
업, 그리고 때로는 영주권 신청이 허가되었다(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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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은 당시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었으며,	 추방이 유예되었을 뿐 헌법적으로 보장된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각

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구조는 이들에게 여전히 폐쇄적이었다.	 ‘시
한부 합법화’	 혹은 ‘유사 합법화’라 불리기도 한 출국유예 조치는 자진신고한 미등

록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사회로의 안정적인 편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결

과 이들은 여전히 상시적 추방의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신고의 방식을 통해 행정 관리의 영역 내로 포섭하려 했던 

것은 단지 법적 처벌로서의 ‘강제퇴거’(deportation)를 — 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노

동시장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

진 조치가 아니었다.	 당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오히려 ‘상시적 추방 공

포’(deportability)를 이용한 노동 착취를 방조하는 효과를 가졌다(Genova	 2002,	438;	 함한희 1995,	 2004).	 		 	 	 이 외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 중단 조치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 이들에 대해 행해진 또 다른 행정 조치였다.	 자진신고 결과 확인된 

통계 수치는 한국 사회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와 증가 추세를 확

인시켜 주었다.	 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정부는 곧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서 이들

의 관리 방식을 고민했고,	 그 결과 1992년 8월 노동부는 불법성의 행정 표식을 강

조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조응해 취업사증이 없는 이주노동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히고,	 곧이어 이들에게 산재보상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박석운 1994,	 302;	 이정환 2003,	 380).	 노동부는 그간 간헐적이긴 

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을 실시해 왔다.	 1991년 10월부터 1992
년 8월까지 정부는 모두 37명의 이주노동자에게 총 2억 9천만 원의 산재보험 급

여를 지급했다(고준기 1994,	 14).	 그러나 자진신고 결과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

국인 규모가 급증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고건수 증가로 

인해 관리와 비용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에 부담을 갖게 되었다(이정환 2003,	 380).	 이에 노동부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훼

손,	 ‘불법’체류외국인의 불법적 취업 및 장기 체류 유도 가능성,	 국내노동시장 내 

장기적 인력수급 왜곡,	 5인 미만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3,	 60).	



- 59 -

1.4.	 노동계의 미온적 대응과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형성

	 	 	 정부는 ‘생산성―치안’의 통치틀 내에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출

현한 (대다수가 미등록 상태인)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고자 했고,	 이러한 행정권력

의 대응은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시적 추방 공포를 활용한 “열등해진(권
리상으로,	 따라서 또한 존엄성에서)	 인구의 구성 과정”(발리바르 2010,	 239)이기도 

했다.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의 기회 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 이주노동자

들은 권리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격증하면서 사회 내에서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다양한 활동과 기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성 종교·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지원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러한 외부지원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1.4.1.	 노조로 편입되지 못한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 노동조합이나 노조단체는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기

획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조직화 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당시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노조의 틀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장들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어용노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박석운 2001,	 89;	 김세균 2002,	 213).	 이에 더해 상급노조단체

에는 이주노동자 문제 전담 인력이나 조직이 부재했다.	 더욱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가운데 수세적 입장에 처한 노동조합과 노조단체는 정부의 고용 

유연화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역량이 부족

했고,	 그런 조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지배적인 노조 유형인 기업별 노조 체제가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점은 전노협 시절부터 이주노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윤우현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접

일:	 2016/06/03).	 그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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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이주노동자 대한 배타성을 보인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중앙단위로부터 하급 노조단체에 단체협약이나 노조규약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포

용하라는 지시가 내려가더라도 이러한 방침이 일선 기업 노조 차원에서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다.	 	 	 셋째,	 아직은 이주노동자와의 접촉면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국

내 취업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노동조합 내

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조조직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결집시키지 못했다(설동

훈 1999,	 404;	 박경태 2005,	 109).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문제 야기를 우려하면서 ‘불법’체류외

국인의 본국 송환의 입장을 피력한 반면 전노협 내에서는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이들을 구제절차를 통해 정상취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으

며37)	 이러한 논의는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 사업과 조직화 사업의 필요성

에 대한 전노협 측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해나갔다(최선화 2003,	 45).	 그러나 이 역

시 노조조직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넷째,	 내국인 근로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노-노 분할을 통해 연대를 막고 현장 

장악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측의 노동 통제가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조 가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

이익이나 해고와 추방의 위협 때문에 노조 가입을 기피하게 되었다(설동훈 1999,	404).	 	 	 다섯째,	 노동조합이나 노조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체류자인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었다.	 대부분 단순

기능인력인 이주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었고 에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자칫 노조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의 명분이 될 수 있었다.	
1.4.2.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형성

	 	 	 앞서 설명했듯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과 행정 

보호는 미약했고,	 노동계는 같은 노동자인 이들을 노조의 틀 내로 포섭하지 못하

37) 대표적으로 윤우현 전노협 고용정책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사정 합의에 의
한 국내 노동자와의 동등 대우,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주장했다(『인권하루소
식』 제258호, 1994/10/06; 제274호,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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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에 더해 ‘불법’의 표식과 ‘범죄’의 이미지는 이들의 한국사회 편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의

탁하거나 상조회 성격의 자구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이주노동

자 지원의 조직화와 이주노동자들의 상조모임 활동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한국사

회의 권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 구조가 부재하고 노동조합이나 노조단체의 

보호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택한 한국사회 편입 전략이

기도 했다.	 	 	 먼저 당시 출현한 이주노동자 지원 조직들을 살펴보면 우선 천주교에서는 1992년 8월에 명동의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설립된 이후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1993년),	 인천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1993년),	 시화일꾼의집(1993년),	 부산카

톨릭노동상담소(1994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카톨릭 노동 상담 단체가 

연이어 설립되어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안양청소년근로자복지회

관(1998년에 ‘안양전진상복지관’으로 개명)도 1993년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본격

적인 상담 및 복지 활동을 시작했다(육성철 2002,	 439).	 성공회에서는 경기도 마

석에 소재한 프란시스 교회 성생원(1997년 9월에 ‘샬롬의 집’으로 개명)의 주임사

제인 이정호 신부가 1992년 5월에 인근 가구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노동자들

을 중심으로 미사를 보면서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이정환 2003,	 382).		 	 	 개신교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이들

이 밀집한 공단과 건설현장 주변에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이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이정환 2003,	 381).	 성남의 재한외국인선교교회(지인식 목사)와 주민교회(이해학 목사),	 서울 구로동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김재

오 전도사)와 희년선교회 등이 1990년대 초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선교,	 지원 활

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처럼 개신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주노동자 선교,	 지원 활동을 

개별적인 수준에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 조직망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

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개신교계 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 주도

적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외국인노동자선교를 공식화하

고 1992년 11월 27일에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한국

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회는 인명진 목사가 재직하던 갈릴리교회를 주 선교활동 현

장으로 선정했다(이정환 2003,	 382).	 한편 1992년 5월에는 한국사회 최초의 본격

적인 이주노동자 지원조직으로 평가받는 ‘외국인노동자의인권을위한모임’이 결성되

었다.	 1970~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주도한 이 모임은 자양동

성당에서 매주 일요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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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했으며 모임의 활동을 정치운동이나 종교운동이 아닌 인권운동으로 발전

시키려는 지향을 가졌다(설동훈 1999,	 408;	 『경향신문』 1992/10/17,	 11).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취약한 지위에서 불구하고 자신

들의 생존권과 존엄성,	 그리고 사회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

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결성은 대체로 국적별로 이루어졌는데,	 1992년에 

필리핀인들에 의해 삼빠기따필리핀공동체(Sampaguita	 Philippines	 Community)가 

결성된 이후로,	 1993년에는 네팔 공동체(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미얀마 

공동체(Myanmar	 Association),	 방글라데시 공동체(Bangladesh	 Workers	 Welfare	Association)가 만들어졌다(설동훈 2003a,	 264).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출현한 이주노동자 지원조직들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활동들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이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는데 ‘시민사회’에 관한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의 논의는 도움을 준다(Young	 2000,	 154~95).	 영은 우

선 ‘시민사회’를 수익성과 시장화 지향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의 활동 유형과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 활동은 다시 사적(private)	 결사,	 시민적(civic)	
결사,	 그리고 정치적(political)	 결사의 세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결사 활동은 다른 성격의 결사 활동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가운데 

먼저 사적 결사는 내부 지향성의 특징을 갖는다.	 가족,	 사교 클럽,	 종교단체 등은 

사적 결사 활동의 사례들로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사적 결사 활동은 그 자체로는 

지역 공동체나 사회 전반의 공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으며 

때로는 탈정치화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적 결사 활동은 시민적 결

사 활동이나 정치적 결사 활동의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적 결

사 활동은 타인이나 외부로 확장적인 지향을 보인다.	 마을범죄감시단,	 마을예술회

관,	 쉼터,	 마을 소식지 등은 시민적 결사 활동의 사례들이다.	 건강한 시민사회일수

록 조직이 크고,	 자금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고,	 제도화 수준이 높은 시민적 결사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결사 활동은 정치권력을 상대

로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대표

적인 사례들로는 정당,	 로비조직,	 공익단체 활동이 있다.	 시민적 결사 활동에서 강

조되는 가치가 협동과 연대라면 정치적 결사 활동에서는 정책 변화나 사회 개혁

이 강조된다.		 	 	 영은 세 수준의 시민사회 활동을 다시금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	 활동과 ‘공론장(public	 sphere)’	 활동이라는 두 범주의 활동과 연계한다(Young	 2000,	164~80).	 우선 자기 조직화 활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이는 서벌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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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나 배제된 자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활동으로서 이들의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돕는다.	 둘째,	 상호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활동 계획

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비-수익 내지는 비-정부 활동을 통해 국가나 시장을 통

해서는 공여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자기 조직

화 활동은 참여자에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공론장 활동은 국가나 시장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운동이나 캠

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들을 포괄한다.	 영에 의하면 사

적 결사 활동은 자기 조직화 활동의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시민적 결사 활동은 기

본적으로 자기 조직화 활동을 주된 특징으로 하면서도 정치적 결사 활동의 가능

성도 갖고 있으며,	 정치적 결사 활동은 공론장 활동의 특징을 보인다.	 	 	 위 설명에 비춰 볼 때 한국사회에서 출현한 이주노동자 지원조직들과 이주노

동자 공동체의 활동 특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먼저 이주노동자 지원조직

들의 활동 특징을 살펴보자.	 사회 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대체로 군사정권 하

에 형성된,	 인권과 노동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인적,	 문화적,	 제도적 유산을 기반으

로 하고 있었으며(한준성 2014,	 68;	 Moon	 2002,	 193;	 박경태 2005,	 107),	 사회 내

에 권리가 침해된 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권리 구제를 위해 돕는 

시민적 결사 활동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와 인연을 맺고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면서 자기 조직화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우선 정부나 취업한 업체를 통해서는 제도

적으로(혹은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상담,	 복지,	 의료,	 쉼터,	 취업 정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를 통해서 체불

임금과 산업재해 등 고충 상담,	 모국어 예배나 미사 등 종교문화 활동,	 한국의 법

률과 문화 학습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	 주변화,	 침묵의 사슬에서 벗어

나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기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지원단체 수가 많지 않았

을 뿐더러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업주들이 지원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한편 지원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자체평가,	 토론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론장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나 계획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실태조사의 언론 공표,	 공개 성명,	 對정부 질의,	 법적 소

송 등의 공론장 활동들을 시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지원단체들의 상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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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례로 1993년 9월에는 한국교

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

임이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

의’를 개최했다.	 일본 단체들도 참석한 이 행사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관여하

는 지원조직들 간의 연대틀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박경태 2005,	107).	 이후 1993년 11월 24일에는 중국동포 임호(38세)	 씨의 투신자살 사건을 계

기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희년선교회,	 재한외국인선교교회 등 지원단체들이 연대

해 ‘반인권적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철폐와 중국교포 故임호씨를 위한 추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동아일보』 1993/11/25,	 29면;	 설동훈 2003a,	 251).	 이처럼 

교류와 네트워크의 시도를 통한 공론장 활동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

원단체들 간의 연계성과 네트워크 구축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상시적인 

협력 체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상태였다(성미영 1997,	 60).	 정리하면,	 이주노동

자 지원활동은 대체로 시민적 결사 활동의 특징을 보였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자기 조직화 활동을 위한 기회 구조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렇지만 이주노

동자 지원단체들의 공론장 활동은 대체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활동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들만의 공

동체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들을 보

면 우선 1992년에 필리핀인들에 의해 결성된 삼빠기따필리핀공동체는 한국 사회

에서 결성된 최초의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공동체로 평가받는다.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천주교 신자이고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서 기성종교라는 사실,	
그리고 천주교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필리핀카톨릭교회와 한국카톨릭교회의 연계

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인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한국의 

종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었다(함한희 1995,	 209;	
이정환 2003,	 363).	 즉,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으로서 종교가 이들의 

한국사회 편입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삼빠기따필리핀공동

체는 처음에는 종교 중심의 활동을 하는 사적 결사로 출발했으나,	 점차 소문이 나

면서 경인지역의 이주노동자들로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들의 요구가 사교,	
오락,	 직업소개,	 임금체불상담,	 송금 등으로 다양해지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직을 개편,	 확장해 나가면서 시민적 결사 활동을 벌여 나갔다(이정환 2003,	 366).	 네팔공동체(NCC)는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199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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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구정 세미나 이후에 결성되었다.	 당시 네

팔공동체에는 네팔에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지식인들

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후 이주노동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1994년 

경실련 농성과 1995년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하는 등 공론장 활동에 적극으로 참

여하게 된다.	 방글라데시노동자복지협회는	 발족한 뒤 임금체불,	 작업장 내 폭행,	
산업재해 등에 대한 권리 구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출현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대체로 자구모

임 내지는 상조회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단지 사적 

결사 활동의 차원을 뛰어 넘어 다양한 자기 조직화 활동을 펼쳐 나갔고,	 때로는 

공론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는 등 변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같

은 이주노동자들 간의 연대 활동은 소수자의 수동성과 피해자 의식을 넘어서는 

주체적 활동이었고,	 이주노동자들은 공동체라는 연대의 틀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이후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배출하기도 하는 등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1.5.	 경실련 농성

	 	 	 이주노동자 지원조직과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시도한 다양한 시민적 결사 활동

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산업재

해와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관하여 이주노동자나 공익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가 승

인한 공식 소통창구나 국가 지원을 받는 매개 조직(이를테면 관련 행정 부처 산하 

이주노동자 전담 조직,	 정부의 이주민 조직화 지원 사업 조직,	 이주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자문 위원회 등)이 부재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기 조직화’	 활동만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힘들었

고,	 그렇기에 이주노동자와 지원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공론장 활동으로서 농성을 

기획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에릭 느뵈(Erik	 Neveu)가 “제도화된 사회적 전장”(느뵈 2015,	32~33)이라고 부른 법원을 활용하였다.38)	 이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공론장 활동

38) 느뵈의 설명에 의하면 전장(arène)은 “사회 문제로 간주되는 한 사건에 가시성이 부여되
고 처리되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들은 사회 세력들의 “자원 변환” 과정에 좌우된다(느뵈 
20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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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1992년 9월부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중단한 행정 조치에 대항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93구16774,	1993.11.26.).39)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부 지침과 유권해석이 법원 판례보

다 일선 행정에 더 큰 구속력을 가지는 당시의 상황에서40)	 산재와 관련한 이주노

동자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았다(이성희 1993).	 오히려 노

동부 노동보험국장은 서울고법의 판결 뒤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

만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논거로 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동아일보』 1993/11/27,	 30).	 행
정권력의 이러한 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상 소송 제기가 권리 구제는 

고사하고 이들의 강체추방을 위한 빌미로 전락할 소지가 커졌음을 말하는 것이기

도 하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보다 과감한 공론장 활동

을 감행하게 된다.	 	 	 1994년 1월 10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

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네팔인 9명과 방글라데시인 3명 포함 총 13명)은 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체불임금 지급과 국내 산재보상법에 준하는 치료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 할 수 있는 ‘공개

적 힐책(public	 shame)’(Young	 2000,	 176)의 방식을 통하여 비판적 여론 형성과 권

리 구제를 시도한 당시 농성은 2월 8일까지 한 달여간 지속되었다.	 이 농성은 한

국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고 이들의 권리 문제에 관한 정치적 소통의 

필요성을 일깨운 최초의 가시화된 이주노동자의 집단행동이었다.	 	 	 농성 참가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주로 영세업체에서 일했고 대다수

가 산재를 당한 상태였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서 “우리들 중 대부분은 손가락이 

몇 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게 부수어졌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
다면서 울분을 토했다(도요안 외 2008,	 756).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배치된 

업체들은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가 부실하기에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이미 높은 

39) 산재를 당한 필리핀인 이주노동자인 아키노 시바은(Aqrno L. Sibaen) 씨는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시바은 씨가 출입국관리법 규정
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유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고, 따라서 시바은 씨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산
재를 당한 이상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40) 하갑래·최태호(2005, 315)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장관이 임면권과 업무지휘권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지침이나 해석은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
하는 업무수행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에게는 그 어느 법원(法源)보다도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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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산업재해 외에도 임금체불,	 장시간 중노동,	 감시,	 감금 노

동,	 욕설과 폭행,	 여권과 항공권 압수 등 온갖 형태의 폭력을 당하면서 곤고(困苦)
한 나날을 보내왔다.		 	 	 이들은 결국 참다못해 사업장을 이탈해 외국인노동자피난처를 찾았고 이 단체

와 함께 권리 구제를 위해 기업주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경찰이나 노동부에도 요

청도 해보았지만 ‘불법’	 체류의 이유로 보호를 거절당했다.	 업체나 관련 당국에 대

한 법적 소송은 또 다른 권리 구제의 시도이지만,	 이 경우 비용마련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이었다.	 이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출국 시 물어야 할 벌금 

때문에 귀환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에 남아서 추방의 공포 속에서 권리가 박

탈된 채로 계속 살아가야 했는데 이는 무척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은 

경실련 농성 발생의 객관적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성 발생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이주노동자들의 의식 형성과 주체적 판단이라는 주관적 조건 역시 살

펴보아야 한다.	 이는 농성 참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에 따른 추방 공포

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추방은 삶의 가장 큰 위협을 의미한다.	 케빈 그레

이(Kevin	 Gray)가 지적했듯이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산업재해,	 열악한 근로 조

건,	 인종적 차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추방당해서 체류할 수 없다는 위협”이었다(그레이 2004,	 105).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고

향에 두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은 추방 공포를 더욱 예리하

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추방이라는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해 ‘차악’(次惡)으로

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들을 ‘인내’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반을 형성시켰다.	 농성 당

시 22살이었던 네팔인 여성 만조 타파(Manjo	 Thapa)	 씨의 아래 증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유해정 2009).
	 	 	 나처럼 쫓겨 나거나 도망 나온 네팔 노동자들이랑 함께 지냈는데,	 나바라즈 오빠가 

농성을 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팔을 다쳤는데 사장이 경찰

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누워 있는 오빠를 불법체류자라고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해

서 도망쳤어요.	 오빠도,	 나도 너무 억울했지만 농성하는 거는 싫었어요.	 돈 벌러 왔

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었는데 농성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에요.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는데,	 그러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오

빠한테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동생들,	 엄마를 위해 돈 벌어야한다고,	 다들 내가 

돈 벌어줄 거만 생각하고 있다고.	 가족을 넘어 다른 걸 (…)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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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이토록 날선 추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참가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치안의 행

정 시선 안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농성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

인가.	 우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상담해온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대표인 김재오 

전도사가 진력으로 이들을 설득했다(『한겨레21』 1994/03/24,	 75).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농성하면 불법체류자라며 붙잡아 갈 것”이라며 주저했어요.	

그래서 설득했지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약속하겠다.	 이 피난처 보증금을 털고 내 

전셋집을 정리해서라도 강제출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겠다.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한 10년을 노동해서라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 피난처 건물을 

내놓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이 산재보상이 안되면 피난처도 끝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농성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 조력자 내지

는 기획자의 역할이 필요했고,	 외국인노동자피난처를 매개로 농성 참가 이주노동

자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집단행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자각하

게 되었다(한준성 2015,	 333).	 이처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단순히 권리의 사각

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찾아가는 방어적 공간으로서의 ‘피난처’로만 이해되어서

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지원조직을 매개로 한 이주노동자의 의식 변화와 연대 

형성,	 그리고 새로운 진로 개척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만조 타파의 

말을 들어 보자.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에 흔

들렸어요.	 우리가 잘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을 거란 말에 농성을 결심

했어요.”(유해정 2009)	 이처럼 당시 점거농성은 피난처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변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주노동자들의 자율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

었으며(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에 기초한 판단은 더더욱 아니었다)	 양측의 의지와 

노력이 상승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집단행동이었다.	 	 	 농성이 시작된 후 사회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많은 언론기관이 취

재를 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나바라즈 판타(Navaraz	 Panta)	 씨를 비롯해 참가 이주노동자들 또한 한국 언론 뿐 아니라 홍콩

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언론에도 농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었다.	 한편 1월 11일에 

농성장을 방문한 인명진 목사,	 서경석 목사,	 이재정 신부,	 이만열 교수,	 김진홍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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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발표한 호소문을 계기로41)	 14일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

책회의’가 열렸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운동을 벌여 나갔다(이광규 2002,	 281~87;	 인권운동사랑방 1994,	291;	 『동아일보』 1994/01/15,	 29).	 이처럼 농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처우 문제

가 점차 사회쟁점,	 국제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1월 13일 노동부 

업무보고 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 재해보상에 소홀하거나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비난을 받

아 국제적인 마찰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총무처 1994,	 12).	 이에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노동관계법의 적용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 및 고용관계를 맺

은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경향신문』 1994/01/19,	 21).	 	 	 이후 2월 7일에는 노동부가 “불법취업외국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했다.	 노동부의 보호대책에 따른 행정 조치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향신문』 1994/02/08,	 23;	 『동아일보』 1994/02/08,	 29).	 우선 정부는 1992년 9월에 중단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재개했다.	 적용 사업장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

도 근로자 5인 이상의 제조업체 등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이는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

외하고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던 방식을 바꾸

어 이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적용시기의 경우 산재보험의 법적 청구기간을 감안하여 3년 전의 산재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42)	 또한 노동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불임금을 적극 청산토록 유

도하고 폭행,	 강제근로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재개됨에 따라 대법원에 낸 아키노 시

바은 사건(각주 38	 내용 참고)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중앙경제 1994,	 132).	
41) 전문은 도요안 외(2008, 757~58).
42) 이후 정부는 이미 출국한 산재피해자에게도 3년 전까지 소급해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설동훈 1999, 443). 1994년 11월 16일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산재를 입고 귀국한 미
등록 이주노동자 중 모두 17명에게 ― 물론 이는 국외 거주 산재보험 지급대상자들 가운
데 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다 ― 산재보상금 1억2천70만원이 송금되었다(『경향신문』 
1994/11/17, 22; 1995/6/22, 26). 그런데 이는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
기 시민모임’(사무국장 김재오)의 2년여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다. 전국 18개 외국인노동
자 관련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이 모임은 9월에 산재 당한 뒤 귀국한 네팔 및 방글라데시
인으로부터 직접 보상금 신청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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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측의 이같은 조치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편입의 관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정책의 적용 범주와 행정 역량에 있어서 분명한 한

계를 안고 있었다.	 우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보험

법이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중인 영세업체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

지 않았다.	 설령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 등 행정 역

량의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졌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자체가 강제추방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또한 노동부는 ‘불법’
취업외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유급휴가,	 퇴직금 등에서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결국 행정권력의 이같은 대응에는 새로운 인구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의 권리체계에 어떻게 편입시킬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법령 제정에 대

한 고려가 빈약했다.	 정부의 대응은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

이 한국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니

었고,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정책적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당시 이들의 농성은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은폐

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이주노동운동을 위한 시민,	 노동 단체들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의 흐름

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	 편법적 이주노동정책과 이주노동운동의 출현

2.1.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부의 노동시장 관리 정책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

졌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의 묵인,	 선별적 단속,	 자
진신고와 출국유예 등으로 인력난을 고려한 사실상의 외국인력 관리정책을 실시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으로 변용,	 확대하

는 조치를 취했다.	 즉,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	 관리와 산업연수생의 ‘편법성’	 활용을 두 축으로 하는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고용허가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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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노동허가제가 아닌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편법적 이주노동정책을 시행한 

것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이민 유입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앞
서 설명했던 남유럽 국가들의 이주노동정책(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의 특

징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법적으로 인정

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정이나 보호 조치

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의 경우 장기 전망을 

가지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출국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유사 합법화’	 수준에 머물렀으며,	 사증 발급 규제의 경우 실효성이 낮았다.43)	 	 	 한국의 초기 이주노동정책은 동아시아의 다른 이주노동자 도입국들의 정책과

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국가 차

원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을 모델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1991년부터 외국인노동자취업법(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을 시행했고,	 대만도 이듬해에 싱가포르의 취업법을 모델로 한 취업

서비스법(就業服務法)을 제정함으로써 생산기능외국인력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했다(김윤태 2011;	 설동훈 2003b;	 설동훈·김윤태 2004).	 홍콩은 대만,	 싱가

포르와 달리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의거해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홍콩에서의 외

국인력 충원 방식은 사용자가 외국인력의 고용을 신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취업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었다(설동훈·이혜정 2005,	 100,	 114,	 129).	 한편	 이 

국가들은,	 스테픈 캐슬(Stephen	 Castles)의 표현을 빌면 “인력을 수입하지만 사람을 

수입하지는 않는다(import	 labor	 but	 not	 people)”는 원칙에 기반한 독일의 이주노

동정책이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의 독일 정착을 막지 못한 사실에 주목하고,	 가족

의 초청이나 동반을 금지하고 사업장 이동 자유를 봉쇄하는 등 권리 보호 요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주노동정책을 실시했다(Castles	 2006,	 742;	 공성식 2006;	
설동훈 2003b,	 16).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이주노동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은 단

순기능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정식으로 허용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주노동

정책으로 변용해 실시했다.		 	 	 그런데 이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정책개발의 산물이 아니라 단순기능 외국인

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제약 하에서 ‘입법모델국가’인 일본의 

43) 정부는 1993년 10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국동포의 입국제한을 위해 초청자의 경
우 60세 이상에 한하게 하고 관광목적 사증 발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중국동
포들은 한국에 오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값을 능력이 없기에 한국에 올 엄두조차 내지 못
했다(이광규 199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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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정책을 선별적으로 차용한 것이었다(전윤구 2014;	 최선화 2003,	 36;	 한준

성 2015,	 331).	 당시 한국 정부의 각 부처와 부설 연구기관은 외국인력 수입에 대

한 업계의 요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해외의 이주노동자 수입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번역했다(설동훈 1999,	 420;	 이혜경 2008.	 121).	 이 가운데 많은 정책 자료들이 ‘외국인 산

업기술연수제도’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리하면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이주노동정책을 직접 참고하여 변용해 

활용했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주요한 준거점이나 참고 자료로 

활용해온 정책 관행의 연장에서 일본의 이주노동정책을 행정편의적,	 선별적 방식

으로 차용했다.	 특히 한국의 행정 부처들은 외국인력의 도입 방식이나 규모와 관

련해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료 집단 내에서 공유되

는 이주노동정책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첫째,	 이주노동자

의 도입은 최후의 정책 수단이다.	 둘째,	 미숙련 이주노동자의 정식 도입을 금지한

다.	 셋째,	 일시성의 원칙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나 영주를 금지한다(Cornelius	 1994,	 386~87).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한국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주노동정책으로 변용시

킨 최초의 조치는 1991년 11월에 시행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

한 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255호,	 1991년 10월 26일 제정)이었다.44)	 이전까지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법무부 훈령 수준이 아닌 법무부 내부지침으로만 운용되어

왔으며 연수대상은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산업체로,	 연수기간은 3개월로,	 연수허용 

인원은 상시근로자의 1%	 수준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시

행을 기점으로 산업연수생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졌고 연수 업체,	 인원,	 기간이 

모두 확대되었다.	 연수대상 산업체 범위는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산업체,	 외국에 기

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기타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산업체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연수생의 기본 연수기

간은 6개월로 늘었는데,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연수생은 총 1년간 체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은 50명 이내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

라 결정되었다.	 또한 업무지침 8조에 따라 연수허용 범위에 관한 심의·조정 업무

를 수행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가 설치되었는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여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노동부 직업안정국장,	 과학기술처 인력정책관이 위원들

44) 법무부 훈령 제255호 전문은 송병준(1993, 99~106)에서 확인하시오.



- 73 -

로 참여했다.	 이처럼 참여 위원은 모두 행정 관료들이었고 노동자 단체나 민간 공

익대표의 위원 참여는 배제되었다.	 		 	 	 한편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제도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산업연수생제

도의 탄력적 운용과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우선 이 훈령의 제2조 2항은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를 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써 외국인력 도입을 바라는 업계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받는 부처의 ‘판단’에 의거해 이주노동자를 추가로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법무부 훈령 255호 제2조 1항은 연수업체 조건을 까다

롭게 정한 것이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농후했

고45),	 그런 점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를 통한 연수생 도입의 근거 

규정(제2조 2항)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조 1
항에 의한 혜택의 밖에 있는 염색·나염·도금·피혁·사출·광업·섬유·봉제 부문의 중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 연수기간 연장과 연수업체 조건 완화를 정부에게 건의했

고,	 이에 정부는 상공부 장관 추천업체에 한해 해외동포와 외국인력을 연수생으로 

산업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 2012,	 141;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2002,	 103;	 박상규 2012,	 92).	 이후 1992년 9월부터 

해외투자 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염색,	 도금,	 주조,	
열처리,	 기계 분야 등 10개 업종에 대해 상공부 장관 추천으로 1만 명의 산업기술

연수생 도입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공부 장관 추천 산업연수생 수가 할당

량인 1만 명에 이르렀고,	 연수생의 선발·훈련·초청·교육·사후관리 등의 과정이 법률

적 근거 없이 대부분 국내 민간 인력업체에 의한 대행서비스로 이루어지면서 도

의적,	 외교적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연수생 이탈 등에 따른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

게 되자 정부는 1993년 4월 상공부 장관 추천 연수생 도입을 중단했다(설동훈 1999,	 430).	 	 	 다음으로 훈령 제8조에 의해 설치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는 연수생

의 허용범위,	 주요사항,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한 사

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별도의 공

론 과정이나 의회의 감시 없이 행정 영역에서의 논의와 결정만으로도 산업연수생

45)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중국심양사 국제
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인력의 한국 내 산업연수에 따른 의향서를 교환하고 조합원들을 대
상으로 연수생 희망업체를 모집했으나, 모집 마감일인 1992년 1월 17일 현재 100여 개의 
업체에서 500여 명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기준에 맞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992/01/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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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제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협의회에 부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실제로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행정 부처 간의 조정을 거친 후 협

의회에서의 결정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도입되었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자진신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원 출국시한(1993년 12월 15일)
을 앞둔 11월 24일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열고 연수생 도입 규모를 

연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수생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독립법인을 두어 총괄관리

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곧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법무부 훈령 제294호,	 1993년 12월 28일 제정)으로 제도

화되었고,	 이듬해 곧바로 시행되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

고 판단한 산업체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의 장이 추

천하는 사업체’로 변경되었다(제2조 2항).	 이같은 내용에 의거해 상공자원부46)는 ‘주무부처’의 자격으로 1994년 1월 4일 민간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연

수추천단체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곧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에 근거해서 내부에 ‘산업기술연수협력

단’(KITCO)을 설치해 연수인력의 신청,	 추천,	 관계부처 승인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

행하도록 했다(중소기업중앙회 2012,	 141~42).	 	 	 정리하면,	 법무부 훈령 제294호의 제정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단일 

창구로 한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실시되었고,	 정부의 외국인력정책 방향

은 이 제도를 통한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이후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	 건설업,	 농·축산업

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편	 훈령 제3조 1항에 따라 산업체별 인원수는 50명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연수자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

가할 수 있게 되어 연수생은 최장 2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제3조 2항).

46) 상공부는 1993년 3월 6일 동력자원부를 흡수하면서 ‘상공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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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사 고객정치와 국가 중심적 접근

	 	 	 앞서 설명했듯이 법무부 훈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미숙련 이주노

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이주노동정책으로 변용되고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로 확대

된 이 과정은 대체로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관점에서 설명되었다(김성중 2004,	 Seol	 and	 Skrentny	 2004,	 이혜경 2008).	 이때 고객정치는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이 분류한 네 가지 정책 유형에 따른 정치양식들 가운데 하나로,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에 비용이 분산될 경우 

나타나는 정치양식을 말한다(이병하 2011,	 80~81).	 개리 프리만(Gary	 Freeman)은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윌슨의 고객정치의 분석틀을 서구 국가들의 이민 정치를 

분석하는데 선도적으로 적용한 학자이다(Freeman	 1995;	 1998).	 	 	 프리만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정치의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민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이민 정책과 관련

해 이민을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조

직적이고 집중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는 대중의 일반 여론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

향력은 제한적인 반면에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포함해 이민의 전반적인 확대를 지

향하는 고용주들,	 민족(종족)	 단체들,	 민권 단체들은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 프리

만은 이들을 “친-이민 연합(pro-immigration	 coalitions)”으로 부르기도 했다 — 자

신들이 가진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여 이민정책의 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Freeman	 1995,	 885;	 1998,	 86,	 103;	 Joppke	 1998,	 16).	 셋째,	 ‘친-이민 연

합’을 구성하는 단체들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러한 양자 관계를 통

해서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Freeman	 1995,	 886).	 넷째,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은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으며 외부 개입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Freeman	 1995,	 886).	 결국 이민 정책은 “잘 조직되지 못한 여론과 유리된 채 정

책결정자들과 조직된 집단들 사이의 고객 관계를 통해 확대”된다(이병하 2011,	81).	 다섯째,	 앞선 과정들의 결과로 국가의 이민 정책(정치엘리트 담론)과 대중의 

선호(대중 여론)의 간극은 이민정치의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Freeman	 1998,	88).	 마지막으로 인종,	 종족,	 이민 관련 이슈를 가지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거나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주창하지 않는다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암묵적 합의,	
그리고 극우 정치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이 보여주는 이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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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도적인 침묵(conspiracy	 of	 silence)”은 고객 정치에 의

한 확장적 이민정책의 또 다른 배경 요인이 된다(Freeman	 1995,	 885,	 895~96).		 	 	 이러한 프리만의 고객정치 논의에 비춰볼 때 1990년대 초 한국의 이주노동정

책 도입과 확대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객정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

였다.	 첫째,	 외국인력 도입의 수혜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들과 이들

의 이익 대변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신의 조직47)과 자원을 동원하

여 정부를 상대로 정책 건의48)와 로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던 반면에 노

동계는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 

활용 정책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한다거나 반대를 조직화해 정부를 압박하지도 않

았다.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인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제정은 인력난 심화에 따

른 해외인력 도입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었고,	 상공부 장관 추천 산업체 연수생 도입은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가 산업연수생제도의 조건 완화와 확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 뒤에 나온 정부 

측의 조치였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2002,	 103;	 중소기업중

앙회 2012,	 141;	 박상규 2012,	 92~93).	 이후 상공부 장관 추천 연수생 도입이 중

단되고 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유인물을 대량 발간하고 직접 외국인력 업무를 담

당할 기구(산업기술연수협력단)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섰다(『매일경제』 1993/03/10,	 10;	 1993/05/25,	 10).	 이에 정부는 법무부 훈령의 

개정을 통해 마침내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는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도입의 단일 창구가 되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외

국인력 도입방침을 국내노동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고,	 전국 단위의 대

표적인 노동조직인 한국노총과 전노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

조단체의 반발은 일과성 성명으로 그쳤으며 반대 입장을	 조직적인 집단행동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한 채 대체로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최홍엽 1997,	 88).	 당시 노

동계는 노동운동에 대한 대중 여론이 점차적으로 보수화되고(임영일 1998,	 152;	
김세균 2001,	 257)	 자본과 정부의 노동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세적 입장에 처

4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합회들과 전국조합들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업종에 따라 조
합원이 많은 조합은 각 시도에 지방조합이 있는데 이를 관할하는 중앙조합이 ‘연합회’이
고, 전국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 업종은 ‘전국조합’이다.

4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 정부 정책 건의 활동은 직접적 건의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총회, 위원회, 간담회 등에서의 의사표명 행위를 통한 간접적 건의, 그리고 언론 홍보, 토
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한 보조적 건의를 포괄한다(정상호 200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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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조직화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다.	 게다가 설동훈(1999,	 425)의 지적처

럼 당시 노동조합은 산업연수생이 법률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소박한 낙관론”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계의 반대가 조직화되지 못한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대정부 압박이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을 통한 연수생제도의 전

면화로 이어졌다.	 한편 이민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주노동

자 결사체나 이주노동자 지원 조직이 형성기에 있었고,	 그렇기에 이러한 주체들은 

이주노동정책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초기 이주노동정

책에서 사실상의 이주노동자인 연수생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재했

던 이유이기도 했다.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행정권력과의 안정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긴밀

한 업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주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

다.	 우선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가조합주의 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서 정부의 “중요한 민간파트

너”이며 “제도화된 접근경로를 통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었다(김의영 2002,	 240).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유력 인

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상공부와의 인적 교류와 친밀도를 높여왔다.	 예컨대 

국회상공위원장 출신으로 중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1980~88)을 역임한 유기정

에 따르면(유기정 2006,	 235),
신년초가 되면 나는 각종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회장과 함께 관계 부처의 장관에

게 신년 세배를 다녔다.	 장관들은 내가 국회의원 10년에 상공위원장을 지냈기에 잘 

아는 분들이라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듣자하니 그전에는 중소기업 조합 이사장이

나 회장이 인사를 가려 해도 장관의 면회는 고사하고 담당국장도 잘 만나주지 않았

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장관에게 세배를 다니게 된 후부터

는 국장들도 중소기업 조합 이사장이나 회장들을 친절히 맞아 주었다.	 	 	 특히 행정 부처들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책적 요구 사항을 가지

고 가장 적극적으로 접촉한 부서는 상공(자원)부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상공(자원)부 간 정책적 유착 관계의 구체적인 증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는 행정 부처의 퇴직관료

들이 사업자 단체의 회장급 내지 부회장급으로 영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김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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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18).4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회의 추천과 상공(자원)
부의 승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보통 상공부 국장급 이상의 인사들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50)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속한 각 조합의 전무 임

명 방식은 각 조합에서 내신이 올라가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심사하여 

상공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방식이었다(유기정 2006,	 293~95).	 이후 이러한 방식

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산업연수생제도 유관 부처 출

신 관료들의 전무이사 선임 관행은 지속되었다.
<표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조합 전무이사 출신 현황 (2002년 9월 현재)

단위:	 명
구분 조달청 산자부/

중기청
기타

공무원 공사 금융기관 중앙회 협동조합 기업체 기타 계

인원 11 13 30 4 3 6 72 31 16 186

	 	 *	 출처:	 국회사무처(2002b,	 52).		 	 	 상공(자원)부가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산업연수생제

도가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으로 시행되어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행정권력 간에 형성된 연결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노조단체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행정권력과의 

안정적 연결망을 갖지 못했고,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정권력과의 안정

적인 연결망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다.	 	 	 셋째,	 한국의 초기 이주노동정책 결정 과정은 노동계와 대중 일반의 관심과 유

리된 폐쇄적인 논의의 장에서 이루어졌다.	 프리만의 고객정치 논의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결정은 대체로 대중 일반의 관심과 

49) 이러한 관행의 이면에는 그것을 고착화시킨 오랜 제도적 요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은 1972년에 제정된 ‘상공부산하단체의설립및관리지침’(상공부 고시 제9,064
호, 1972년 8월 28일)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공부 산하단체는 임원 선임을 상공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임임원(이사장이나 회장을 포함)의 경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동 지침 제11조). 또한 상공부장관은 상임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다(동 지침 제18조).   

50) 역대 상근부회장들의 이력을 보면, 한재열(5~7대, 1980.12.4~1988.7.18)은 상공부 산하 
공업진흥청 차장 출신이고, 허상녕(8~9대, 1988.7.28~1992.6.22)은 민정당의 총무와 정책
국장을 역임했었으며, 이병균(10대, 1992.7.1~1995.6.30)은 상공부 과장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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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된 상태에서 정책 결정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이민 확대의 수혜자 집단인 고용주 단체와 행정권력 간의 상호작용 역시 대중

의 관심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외부 개입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	 한국의 

초기 이주노동정책의 결정 과정은 대체로 이러한 고객정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물론 한국의 이주노동정책 과정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1991년 2월 25일 태백시를 방문한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지역 탄광업계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광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수익성 제고를 위

해 외국인근로자 수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991/02/27,	 14;	 유

재무·원응호 1991,	 189).	 최병렬 장관의 공개적 발언은 외국인력 도입 문제를 일거

에 공론화시켰고 정부 부처,	 재계,	 노동계의 뜨거운 찬반논쟁을 야기했다.	 그 과정

에서 지역과 전국 단위의 광산노조단체,	 그리고 한국노총과 전노협까지 적극 반대

하고 나섰고,	 정부의 광원도입 시도는 결국 무산되었다(한준성 2014,	 57).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주노동정책의 첫 시험대였던 광원도입정책의 무산은 향

후 이주노동정책 도입과 관련해 두 가지 학습효과를 가졌다.	 첫째,	 이주노동자 도

입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슈화하지 않는다.	 둘째,	 이주노동자를 도입

하면서도 노동계의 저항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산업연

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는 바로 이러한 ‘학습’의 결과 선택된 이주노동자 도입 방

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외양 속에서 추진된 이주노동정책은 정당정치나 의회

정치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고(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치 엘리트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노동계나 시민사회 혹은 이주민단체의 

참여나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위시

한 업계와 행정권력과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행정 영역 내에서 관료 엘리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법무부 훈령의 제정과 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수허용 

범위에 관한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외국인산업기술조정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모두 행정 관료들이었고 노조단

체나 민간 공익대표의 위원 참여는 배제되었다.	 이처럼 행정 영역으로 한정된 이

주노동정책에 관한 폐쇄적인 논의의 장은 (비록 편법의 방식에 의거한 것이기는 

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국내 노동시장의 개방성 수준을 일정 수준 높인 반면에 국

제인권규범의 담론적 제약이나 국내 헌정정치의 구속력이 약한 정치 문화와 통치 

관행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정이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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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이주노동정책 수립 및 변화 과정은 고객정치의 

주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기 이주노동정책 과정

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고객정치의 논의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민정책에 관한 고객정치의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국가의 이민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외국인 인

권의 측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은 편이었고,	 그렇기에 곧장 서구 

이론이 전제하는 자유민주국가로 보기는 어렵다(이혜경 2008,	 133;	 Seol	 and	Skrentny	 2004,	 494).	 오히려 한국은 동아시아 내 다른 인력 수입국들과 마찬가지

로 여전히 “자유화가 진행 중인”(liberalizing)	 국가의 특성을 보였다(Kim	 2008).	 또
한 이민정치에 관한 고객정치 분석은 다원주의적 국가관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시

각에 따르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

는 중립적인 심판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 방향과 내용은 사회의 다양

한 조직화된 이익집단들 간의 경합의 산물이며,	 그런 점에서 국가는 사회 내 다양

한 고객집단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Boswell	 2007,	 79).	
그런데 이러한 다원주의적 국가관은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시스템이 발달한 전통

적 이민국가인 미국에는 비교적 잘 적용되는 반면에,	 조합주의 구조가 강하게 나

타나거나 이민 이슈의 정치쟁점화(politicization)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Boswell	 2007,	 78).	 한국의 경

우에는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최장집 2009)의 제약 속에서 중앙집중화된 관료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한 ‘강한 국가’의 특징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고객정치의 분석이 

전제하는 다원주의적 국가 모델이 곧장 적용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고객정치

의 접근과 달리 오히려 국가가 이주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고객정치의 

접근은 정부나 행정 부처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며,	 그런 점

에서는 한국의 초기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의 초기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정치는 ‘유사 고객정치’의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의 두 수준의 국가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초기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국가 역할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는 크게 관료기구

와 이를 운용하는 관리자로서의 인적 집단인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가’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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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일단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로 구분된다(최장집 2009,	 152~3).	 우선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

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국가가 갖는 자율성과 고유

한 기능적 책무들에 주목한 크리스니타 보스웰(Christina	 Boswell)의 논의가 도움

이 된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조절하

거나(다원주의적 국가관)	 강력한 기업 집단의 이익을 대리하는(마르크스주의적 국

가관)	 식으로 사회적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이민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다(Boswell	 2007).	 정부는 상호 긴장 관

계에 놓인 안전,	 축적,	 공평,	 정당성의 네 가지 책무들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회 집단들의 이해를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히 이익집단들의 조직화된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들 가운데 정부의 ‘주관적 관점’과 ‘공명’하
는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점에서 이민정책의 수립과 변화에

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관적 관점이라는 것이 보스웰의 설명이다(이혜경 2008,	113).	 다음으로 이주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가’의 역할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이해,	 이념 및 가치관,	 그리고 실행 능력들을 가진 

다양한 행정 부처들의 역할과 이들 간의 각축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즉,	 각 행정 

부처는 단순히 자신의 고객집단의 요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와 

함께 자체의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osenhek	 2000;	 이혜경 2008,	 113).	 	 	 국가에 관한 위 논의를 바탕으로 당시 한국의 이주노동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태우 정부는 앞서 설명했듯이 ‘생산성―치

안’	 중심의 통치 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했고,	 이러한 통치 방향 속에서 노동계의 요

구라든지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는 부차적으로 간주되거나 배

제되었다.	 그리고 군사정부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집권한 김영삼 정부 하의 통치 

역시 괄목할 만한 개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노동행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행정의 수많은 대상들이 이러한 생산

성―치안 중심의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 통치의 틀 내에서 관리되었고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주노동정책 과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모집,	 입국,	 관리 등에 관한 책무를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은 사

실상 정부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보스웰이 말한 ‘정당성’의 

기능적 책무를 행정기술적으로 회피하게 만들었다.51)



- 82 -

	 	 	 한편 이같은 정부 수준에서의 행정 가이드라인 하에서 행정 부처들 간에 외국

인력 도입 문제에 관한 이견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상공자원부,	 노동부,	 법
무부,	 외무부 등 관련 행정 부처의 입장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이한 채 맞물려 있었다.	 우선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부처

는 상공부였다.	 국가의 기능적 책무 가운데 축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처라

고 볼 수 있는 상공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일시성’의 

전제 하에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반면에 안전의 책무를 강

조하는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체류에 따른 정주화 현상과 각종 사회적 

부작용,	 그리고 출입국관리 및 단속을 위한 행정역량의 미비 등을 이유로 들며 외

국인력 수입 허용에 대해 신중론 또는 불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인력 문제에 관

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혼란 및 관리의 부담,	 그리고 노동계의 반발

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등을 의식해 외국인력 수입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했다.	 이처럼 관련 주무 부처들은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접근을 바탕

으로 각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부처 간 동학은 정부의 통치 가이드라인 

하에서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를 통한 이주노동정책의 실시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 지원 방식,	 상공(자원)부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행위자 측면,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일본정책을 차용해 온 행정 관행의 네 차원을 살펴보아야 한

다.		 	 	 첫째,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업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위탁은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설립 이후 정부의 정책보조자금 배정과 

단체수의계약 등을 통해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이러한 재정적·
정책적 정부 종속성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정상호 2002,	 196~97).	 다만 

그 방식과 내용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에 들어서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은 직접 보조에서 위임·위탁 업무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보조금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고(1985년 63.7%,	1990년 48.1%,	 1995년 26.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나머지 대부분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했다.	 아래 <표3>에 나타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1995년
51) 설동훈은 “연수계약 당사자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로 함으로써 연수생의 사용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외교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한다(설동
훈 1999,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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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외국인연수관리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4%에 이르러 국고보조금 비율(26%)	 보다도 높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정

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지원정책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입 충당 전략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3>	 1995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일
반
회
계

경상수입	 -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보조금	 -	 외국인연수관리수입	 -	 자체수입

16,8194,451163
5,7006,505

특
별
회
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583
연수원건립 12,296
근로자아파트건립 5,637
공제사업기금 234,555
협동조합활성화기금 5,036

합계 274,926	 	 	 	 	 	 *	 국회사무처(1995,	 5~6).
	 	 	 둘째,	 상공부는 외국인력 수입 반대 입장을 가진 법무부와 노동부의 반대를 피

하기 위해서 업계의 인력난과 국내근로자의 고임이라는 논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는 판단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수’	 명목의 단기 이주노동자 수입과 교체 순

환이라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안해 냈다.	 이같은 접근은 ‘생산성’과 ‘치안’이라는 

두 통치 목표 사이의 잠정적 타협점으로서 상공부가 반대 입장을 줄곧 피력해 온 

법무부와 노동부를 설득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들었다.	 이후 1991년 6
월 28일 이러한 방안에 관한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주재의 부처 간 실무자 회의를 

기점으로 불과 넉 달 만에 법무부 훈령 제255호가 제정됨으로써 사실상 최초의 

본격적인 이주노동정책인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이렇

게 시작된 산업연수생 활용 정책은 상공자원부의 주요 고객집단인 중소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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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의 집요한 요구52)와 결합되면서 1993년 말 법무부 훈령 개정을 통해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셋째,	 이주노동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상공(자원)부가 주도적이고 우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노동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우선 노동행정조직의 변천사 자

체가 노동 부처의 낮은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최초의 본격적인 노동행정기구는 1963년 8월에 보건사회부 산하에 신설된 노동청이었는데,	 노동청은 1981년 4월에

서야 노동부로 격상되었다.	 이런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행정이 이를 담당하기로 된 공식기구가 아닌 다른 국가기구

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최선화 2003,	 41).	 사실상 노동정책의 원칙을 설정

하는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은 노동담당기구가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중앙정보부,	 경
제기획원,	 상공부와 같은 다른 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노동부처의 기능은 

주로 행정적이고 기술적 문제를 취급하는데 한정되어 왔다(최장집 1989,	 222).	 노
동부는 주무부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노동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정

책 수립 기능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완전히 소외”되었던 것이다(최선화 2003,	 41).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행정의 최우선적 역할은 경제 선진화를 뒷

받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적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했

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모습은 정책 개발이

나 제안을 주도하지 못한 채 상공(자원)부의 주장에 대한 입장 피력 수준에 그쳤

는데,	 이는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한준성 2014,	70).	 	 	 마지막으로 일본 정책을 차용해 온 행정 관행 역시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을 

통한 이주노동정책의 실시와 확대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맥락이다.	 한국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정부의 독자적 정책개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입법모

델국가’인 일본의 이주노동정책을 차용한 것이었다(전윤구 2014;	 최선화 2003,	 36;	
한준성 2015,	 331).	 1990년대 초에 일본은 크게 두 가지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실시했다.53)	 우선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

5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설립 이래로 제조업 중심의 지원 활동에 치중해 왔다. 산업연
수생제도 활용 방식과 관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요구는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이
익대표체계를 반영하고 있었다(정상호 2002, 198).

53) 1980년대 후반에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유입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행정 부처들과 연구 
기관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파견단을 보내 해외 이민정책을 조사했다. 파견된 
조사단의 대체적인 결론은 혈통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모델이 일본에게 최적의 모델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논리는 이 모델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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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	 개정,	 1990.6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니케진(日系人)’	 제도를 채택했

다.	 이는 주로 남미 지역의 동포 후손을 활용한 노동허가제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

이었다.	 이들은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거해 ‘정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지위를 부여받아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이후 5
년간 라틴 아메리카 지역(주로 브라질)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무려 20만여 명에 

이르렀다(Yamanaka	 2000,	 63).	 또 다른 정책은 연수생 활용 정책이었다.	 일본 정

부는 중간단체를 통한 외국인 연수생 도입을 허용하는 단체감리형(團體監理型)	 연
수제도를 도입하였다.54)	 이후 연수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제도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법무성 고시 제141호에 의거해 제한적인 수

준에서 연수와 취업을 합친 외국인기능실습제도(外国人技能実習制度)를 개선책으

로 실시했다(Chung	 2014,	 408;	 설동훈 1999,	 436).	 두 정책들 가운데 일본의 주된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은 사실상 노동허가제인 니케진 제도였고,	 연수생 제도는 

니케진 제도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단순인력 수요를 채우는 보조적 이주노동정

책의 성격을 가졌다(하갑래 2002,	 56;	 이혜경 2008,	 120~21).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행정 경험과 제도적 매커니즘이 부재했던 한국 정부

는 이러한 일본의 이주노동정책을 차용했다.	 물론 차용이 단순한 모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니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과 달리 중

국동포를 위시한 재외동포 활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의적이었다.	 	 	 첫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다(Lee	 2010,	 573).	 중국 정부는 소련의 

붕괴 이후 소수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 상황에

서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와 한국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중국 당국은 “자칫 중

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으로서의 단결력을 해칠 것을 염

려”하여 조선족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하고 한국의 동북 진출을 견제하기 시작했

다(임계순 2003,	 329~34).	 이런 상황에서 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하는 정책을 도입

할 경우 이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정

부는 중국동포의 대거 유입을 우려했다.	 중국동포가 일시에 대거 유입될 경우 노

동시장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주택·건강·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김시평 1991,	 98;	 Lee	 2010,	 573).	 또한 한국 정부는 상당수의 조선

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Yamanaka 2008, 190). 
1989년 입관법 개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54) 이전까지 외국인 연수생 도입은 정부기구나 국제기구를 통한 연수, 그리고 해외현지법인
이나 합작회사 혹은 해외거래기업을 둔 민간기업의 자체 연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단체감리형 연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수생 도입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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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대거 유입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Lee	 2010,	 54;	 Lee	 2010,	573).	 특히 북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 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체의 포용적인 재외동포정책을55)	 바탕으로 조선족 사회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우려의 또 다른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 내 급변 사태 발생 시 대거 유입되는 북한 주민을 인력으로 활용해

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사고도 재외동포활용안의 적극적 도입을 어렵게 

했다(Moon	 2002,	 186).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니케진 제도와 유사한 

재외동포 인력 활용안 도입을 피했다.	 	 	 한국 정부는 대신에 단순기능외국인력 취업 금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실

상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기능실습제도에서 취업 

부분을 빼고 단체감리형 연수생제도를 선택적으로 모방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 정

부는 일본의 제도를 단순 모방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연수생 제도를 차

용하되 공적 감시 기능이 보다 약화된 형태의 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사실

은 일본의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와 한국의 산업연수기술협력단(KITCO)을 비교

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JITCO는 노동성,	 법무성,	 외무성,	 통산성이 공

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연수생 희망 기업체에 연수희망자의 정보를 제공하

고 민간기업체에 의한 외국인 연수를 고무하기 위한 여러 지원 활동을 주 업무로 

한다.	 또한 JITCO의 주요 조직들은 소관 행정부처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박영범 1995,	 33,	 318).	 반면에 한국의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전담 조직으로 

출범한 KITCO는 사용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산하 기관

으로서 철저하게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줄곧 

각종 송출 비리와 연수생의 권리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55) 1963년에 공포된 북한의 국적법은 “인민공화국의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모두 북한의 공
민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조정남 외 
2002, 62~63). 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장 제62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기초한 것이
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조정남 외 2002, 
62). 북한의 이같은 포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이면에는 체제의 정통성 확보와 통일전선 구
축, 공산권 붕괴·김일성 주석의 사망·식량난 등 일련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약화된 역량
을 만회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목적이 깔려 있었다(조정남 외 2002, 66~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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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편입 매커니즘으로서의 산업연수생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

약들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1978년 비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4년 비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비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비준),	 ‘유엔 아동권리협

약’(1991년 비준)이 있었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헌

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보

장 수준은 극히 낮았다.	 정치엘리트와 관료엘리트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와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규범적 구속력은 매우 낮았고,	 국
회비준동의를 거친 국제조약의 경우에도 국내 법령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일

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적용되었다.56)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

정 체계는 미비했다.	 이처럼 국제규범의 자유주의적 제약이 국내 통치에 대해 갖

는 구속력이 약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편입 패턴은 굴절되고 왜곡

된 모습을 보였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산업연수생은 노동 비자가 아닌 연수(D-3)의 체류자

격을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연수생’의 자격 때문에 국내 법체계에서 ‘근로

자’에게 보장된 산재보험 등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관할 영역에서도 사실상 배제되었다.	 또한 이들에게는 장기체류나 영주의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단기 체류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서구 민주주의 이민국가에서는 인

간의 기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가족 동반이나 초청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산업

연수생의 도입 방식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편입은 시작부터 

난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산업연수생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박약한 

제도로서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연수생이 직접 참여하거나 연수생의 권익

이 대표될 수 있는 기회 구조가 부재했다.	 예컨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
56)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체약국의 공공질서나 공중보건 등을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합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명기한 조항
을 말한다.



- 88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 설치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영위원

회’57)는 연수생이나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단체 대표자나 민간 공익

대표의 참여를 배제했다.	 또한 산업연수생에게는 관련 행정 부처 산하 이주노동자 

전담 조직이나 이주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자문 위원회와 같은,	 자신의 권

익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개 조직이 부재했

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는 어떠한 참여의 공간도 허용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편입 패턴은 종속적 편입의 특징을 보였다.	 대
다수 산업연수생들이 배치된 중소제조업체들 가운데는 1960~1970년대의 ‘주변부 

포디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그레이 2004,	 99).	 그렇기에 상당수의 

산업연수생들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고강도 노동,	 안전 예방조치 부재,	 저임

금,	 강압적 관리,	 건강 악화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

고,	 노동조합이나 노조단체는 산업연수생을 노조의 틀 속에 편입시키려는 연대 기

획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과 김영삼 정부의 

신노동 정책,	 그리고 자본의 신경영 전략이 이어지면서 수세적 입장에 처한 노조

단체는 노동 연대의 시각에서 이들을 포용하려는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산업연수생들이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경

우가 많았고,	 산업연수생들과의 접촉 기회가 거의 없었던 당시에 이들에 대한 노

동자 계급으로서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노동조합이나 노조단체 역시 사실상의 노동자인 산업연수생의 한국사회로의 안정

적 편입을 위한 조력자가 되지 못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생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을 충분히 예

견할 수 있었다.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와 책임성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했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제도에는 산업연수생의 

57) 운영위원회는 민간단체인 중기협의 주도로 운영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해 
경제기획원·외무부·법무부·노동부·상공자원부 등 정부 관련부처, 한국노총 등 관련단체 대
표, 법률 및 노사 전문가, 사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다(중소기업중앙회 2012, 143).

58)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은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초
기에 외국인력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대체방안 개발에 착수한 사실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설
동훈 1999, 450) 1994년 6월 30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제도 개선방안 및 외국인력 대
책 마련을 위해 노동부 내에 외국인력정책연구반이 구성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장을 연
구반장으로 하여 주무부서 과장과 학계 인사로 구성된 연구반은 5차례 회의를 거쳐 12월
에 고용허가제도, 연수취업제도, 산업연수제도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정책대안을 담은 최
종보고서를 제출했다(노동자신문 1995/01/2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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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부재했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 보호 조치는 극히 빈

약했다.	 법무부 훈령 제255호와 제294호는 그 목적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할 

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리와 그 보호에 관하여 침묵했고,	 상공부 장관 추천 산

업체 연수에 관한 상공부의 ‘외국인연수자관리지침’(1992.9.30)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러한 “효과적인 관리”의 목적마저도 제도 자체의 결함

으로 인해 제약되는 모순성을 보였다.	 즉,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의 이주노동정

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인데,	 수익성과 이권이 강조되는 민간영역에서의 

연수생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

다.59)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산

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이다(한준성 2015,	 334~35).60)	 운용요령은 연수자와 

송출기관 간에 별도 계약이 있을 시 연수업체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제9조),	 이탈 

예방을 위해 연수업체가 연수자의 여권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는(제22조)	 등 불

합리한 조항을 담고 있었다.	 또한 연수생들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업체에게 산재보상이 아닌 민간 상해보험 

가입 의무를 적시하는 수준에 그쳤다(제11조).	 특히 송출기관과 연수업체가 계약

이행보증금이나 연수생 관리 명목 등으로 일정액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

치하도록 했는데(제17조와 제23조),	 이 돈은 연수생 이탈 등 규정 위반 시에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었다(제27조,	 제28조;	 <표4>	 참고).	 게다

가 이 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었다(제33조 5항).	 즉,	 이탈 연수생 수가 늘어날수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가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는 부조리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더해서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송출기관과 연수업체의 선정,	 평가,	 취소에 관한 독점적 권한

을 갖는 상황은(제2조)	 연수생에 대한 송출기관과 연수업체의 과잉 통제와 폭력의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규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리감독의 책무를 가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퇴역 후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산업기술연수협력단장으로 위촉되는 관행 하에서 나타난 

봐주기 식의 행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더욱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59)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애초부터 연수생을 관리할 조직적 역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측은 “산업기술연수협력단 직원이 비정규직 21명을 포함
해 40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4천여개 업체 1만8천여명의 연수생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
다”며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중앙일보 1994/11/12, 22).

60) 운용요령 전문은 박영범(1995, 123~4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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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계약이행보증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속현황

단위:	 달러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8 합계

귀속금액 43,084 703,804 1,148,084 1,169,400 3,292,600 2,353,905 8,710,877
	 *	 출처:	 국회사무처(2001,	 25).
	 	 	 이러한 제도 자체의 결함에 더해 산업연수생의 한국사회 편입을 더욱 왜곡시

킨 것은 송출 과정과 관련해 발생한 연수생의 막대한 부채였다.	 우선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의 부실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선정된 송출국의 사설 송출기관들은 

연수생으로부터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송출 수수료를 받았다.	 중국의 경우 송출

배정인원 가운데 다수를 동포로 모집하기로 계획하고도 이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

는 지역(북경시,	 천진시,	 산동성)에서 4개 업체가 송출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북경시 소재 2개 송출업체(연흥총공사,	 건축공정공사)는 연수생 모집권

을 다시 5개 업체에 하도급했다(서경석 1997,	 71~72).	 이러한 하도급 구조는 송출 

수수료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하도급 업체들은 동포 밀집 거주지인 동북3
성에서 인당 최고 56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연수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61)	 게다가 중국의 사채 시장 이자율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의 상

승에 따른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정부가 정부 간 협약에 의한 방식을 요청하자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거절했고,	 이에 필리핀 정부가 민간단체(NGO)를 

추천하였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결국	 영리목적의 사

기업인 송출업체가 필리핀인 연수생의 모집과 송출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러면서 

과도한 송출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노동정책연구소 1995,	 256~57).	 한편 방글라데

시의 경우 현지 언론에 문제가 많은 회사로 보도된 업체가 송출회사로 선정되었

고,	 미얀마의 경우 인력송출제도가 없어서 한국의 한 무역업체의 현지법인이 송출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송출업체인 ‘비나완 푸라두타’(Binawan	Puraduta)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송출허가증 없이 송출업체로 선정되었고 연수생에

게 과도한 송출 수수료를 부과했다(국회사무처 1995,	 49,	 52,	 61).	 특히 송출기관

61) 중기협이 각국 인력송출기관과 협약한 임금은 중국인 260불, 미얀마 230불, 네팔 210불, 
방글라데시 200불이었고, 연수생은 이 금액에서 인력관리회사에 개발비 명목으로 11불에
서 15불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노동자신문』 1994/12/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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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렇게 거두어들인 송출 수수료 중 상당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련 부처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인

권하루소식』 제896호 1997/06/03;	 노동자신문 1997/07/11,	 11).	 결국 송출비리

와 관련해 형성된 ‘부패의 카르텔’은 연수생을 막대한 부채에 속박하게 만든 원인

이 되었다.	
<표5>	 조사기관별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월평균임금	 	 	 	 	 	 	 	 	 	 	 	 	 	 	 	 	 	 	 	 	 	 	 	 	 	 	 	 	 	 	 	 	 	 	 	 	 	 	 	 	 	 	 	 	 	 	 	 	 	 	 	 	 	 	 	 	 	 	 	 	 	 	 	 	 	 	 	 	 	 	 	 단위:	 만원

구분
월평균임금

산업연수생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업연구원(93.9) 34.5 41.9
노동정책연구소(95.4) 31.0 65.6	 	 	 	 	 	 	 *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6,	 17)62)	

	 	 	 한편 수많은 산업연수생들이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가진 채 입국하는 상황에

서 연수생의 단기체류 자격(D-3)과 낮게 책정된 연수수당은 부채 탕감의 장애 요

인이 되었다.	 또한 산업연수생의 수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낮았는

데,	 <표5>에서 보듯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994년 경실련 농성의 결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재적용되고 

있었다.	 즉,	 합법적 체류자인 연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산재보험이 ‘불법’	 체류

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불법’의 지위는 사실상 

산업연수생에 비해 더 많은 사업장 이동의 기회와 사업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방

어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다(그레이 2004,	 104).	 	 	 결국 산업연수생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장기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연
수’에서 벗어난 취업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국 법령의 제약 하에서 ‘불법

성’의 영역으로의 편입을 선택하게(사실상 강요받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에 따르면 1994년 5월~11월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 총 18,494명 가운데 

62) 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서 산업연수생의 임금은 추가비용을 제외한 월평균임금이며, 미등
록 이주노동자 역시 추가비용(120,900원)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이다. 노동정책연구소의 조
사결과에서 산업연수생의 월평균임금은 기본연수수당과 각종수당을 합한 것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임금도 기본연수수당에 각종수당을 포함한 월평균임금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199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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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명(약 10%)이 사업장을 이탈했다(『경향신문』 1994/12/27,	 9).	 이 비율은 시

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높아져서 1995년 3월말 21%,	 1995년 8월말 33.49%로 

급증했다(국회사무처 1995,	 24,	 37).	 결국 1994년 당해 입국한 산업연수생 총 18,819명 가운데 최종 이탈자는 13,733명으로 무려 73%에 달했다(외국인노동자대

책협의회 2001,	 145).	 이처럼 산업연수생제도는 그 자체가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

고 ‘불법’체류외국인을 양산하는 제도가 되었다.
2.4.	 명동성당 농성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련 행정부처,	 그리고 송출

업체와 브로커 등 산업연수생제도 관련 민간 종사자들 간의 유착관계가 맺어지면

서 산업연수생제도의 온존을 위한 강력한 기득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당과 정치엘리트 집단은 선거를 의식해 업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는 경향을 보였고,	 이런 조건 하에서 정당과 의회 차원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

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된 이권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형성한 기득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었다.	 	 	 그렇지만 서론의 ‘연구 분석틀’에서 설명한 ‘운동-대항운동’의 동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득 구조가 이주노동운동의 기회 구조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산업연수생제도가 뚜렷한 철폐의 대

상으로 가시화되었기에 그간 대체로 개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다양한 이주노

동자 권익보호 단체들의 활동이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의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이주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94년 5월 말 연수생 1진의 입국을 기점으

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는 곧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인권침해의 파종기”임을 증명하기 시작했다(한준성 2015,	 349).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벌이던 다양한 종교·사회단체들과 노조단체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상호교류하면서 포럼,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공동 활동을 벌여 나갔다.63)	 특히 외국인노동자피난처와 민주노총준비위원

63) 전노협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철폐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를 민주노총준비위 등 
민주노조 진영에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1994년 6월 13일에는 ‘외국인 노동력 확대수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 배포하고, 1994년 9월 노동조합간부 교육수련회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문제를 논의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백서발간위원회 2003, 153~54). 또한 
국제적 연대의 틀 내에서 국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연대회의’(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 
APWSL)가 주최한 ‘동아시아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 포럼에 윤우현 전노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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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중심으로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투쟁의 기획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처럼 다

양한 교류와 연대의 기획들은 본격적인 이주노동운동을 위한 담론적 자원과 조직

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한준성 2015,	 336).	 	 	 1995년 1월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은 산업연수생들의 불만이 이러한 흐름

과 만나면서 발생한 중대 사건이었다.	 1994년 6월~7월에 입국한 농성 참가 산업

연수생들은 “고국에 일자리가 없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삶을 택

했으며,	 네팔 송출기관인 룸비니(Lumbini)사로부터 “한국에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한 달 임금을 최소 4백~5백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가
슴에 좋은 꿈을 가지고”	 한국행을 택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백서발간위원회 2003,	 487).	 그러나 이들은 곧 사기,	 저임,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등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사업장을 ‘이탈’(=‘불법성’의 영역으로의 편입)했다.	 네팔 대학에서 역

사학을 전공한 묵타 지엠(Mukta	 G.	 M.)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두려움과 압박

감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인권하루소식』 제320호 1995/01/10).	 또한 이

들은 “이 땅을 위해 수십억 원의 이윤을 남겨주었지만 (…)	 교회도,	 시민단체도,	
노동조합도,	 학생도,	 정부도,	 아무도 우리를 위해 신원하는 자가 없”다고 밝혔다(『인권하루소식』 제324호 1995/01/14).	 그렇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강제 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농성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송출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 뒤 ‘불법’	 취업할 계획을 세웠었다.	
용대책부장과 김재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대표가 함께 참가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백서발
간위원회 2003, 153~54; 『인권하루소식』 제258호, 1994/10/06). 얼마 뒤인 1994년 10월 
27일에는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노협, 외국인노동자피난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여연대, 인권운
동사랑방, 산재노동자협의회, 산돌노동문화원, 경실련 불교시민연합, 중국노동자센터 등 10
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했고 다음
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폐지(공동성명서에
서는 ‘취업연수제도’라 하고 있음) (2) 한국인노동자와 동일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외
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 (3) 편법적 취업연수생 도입 즉각 중단 (4) 중기협 및 산하 
인력업체 대표 구속 수사 (5) 근로감독 실시 (6) 송출과정에서 인권침해, 경제적 착취 발생
시 해당국 인력수출 중단 등을 촉구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백서발간위원회 2003, 154). 
이 자리에서 윤우현은 국내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에게 문을 개방하여 동등하게 처우할 
것과 지역 단위에서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를 제안하기도 했다(『인권하루소식』 제274
호, 1994/10/28). 이후 11월 13일에 경희대학교에서 있었던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을 포함해 18인의 외국인노동자가 참석해 한국인노동자에게 연대를 호소하기
도 했다(『인권하루소식』 제302호 1994/12/07). 얼마 뒤인 11월 25일에는 민주노총 준비
위와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등이 연대하여 종묘공원에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인권개선 촉
구대회”를 가졌고, 집회 후 참가자 150여명은 선전전을 하며 명동성당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인권하루소식』 제295호, 199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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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탈 이후 자조나 상호 부조,	 혹은 미시적인 저항 행위

의 수준을 넘어서 농성의 형태로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보호막

으로서의 인권,	 종교,	 노동 단체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외부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

다.	 특히 외국인노동자피난처와 민주노총준비위원회,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네팔 

연수생들과 함께 농성을 기획했다(최정규 2007,	 70).	 이러한 외부적 지원과 함께 

네팔인 연수생들의 주체적 판단 역시 중요했다.	 대부분이 대학 출신인 이들에게는 

한국에 오기 몇 해 전 고국에서 벌어진 민주항쟁의 기억이 뇌리 속에 남아 있었

다.64)	 또한 이들은 이탈 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카스트나 종

족을 뛰어 넘은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불만의 기저에 깔린 산업연수생제

도 구조적 모순성을 독해하면서 점차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깨달아갔다(한준성 2015,	 337~38).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스스로 ‘권리정치’의 공간을 창출해 자신들

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로 결심했다.	 	 	 농성 4일째인 1월 12일에는 32개의 다양한 시민,	 종교,	 노동 단체들이 참여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했다.65)	
공대위는 농성의 보호막이자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투쟁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농성은 공대위가 적극 가세하면서 업주의 처벌과 개별적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권력을 향한 제도개선투쟁의 단계로 발전해갔다.	 반면에 정부

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성의 성격 규정을 협소화하고 그 의미를 희석하

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농성단이 연수생제도의 문제점 인정과 당국의 사과를 정

부에 요구하면서 여권과 임금 수령을 거부하자,	 정부는 사태를 역이용하기 시작했

다.	 15일을 전후해 농성에 동정적인 시선을 보였던 언론매체의 논조가 ‘농성의 변

질’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농성단의 저항을 특정 방향

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정부는 일부 재야단체가 개입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농성단의 강제해산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비추며 농성단 측

과의 직접 교섭 대신에 일본에 있는 네팔 대리대사를 불러 농성 해산을 설득하도

록 했다.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공대위의 가세 속에 높아진 투쟁의 수위와 사회적 관

심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정부,	 그리고 자국 대사의 사태 

수습 시도들이 농성 참가 이주노동자들을 동시에 압박했다(한준성 2015,	 341).	 결
국 농성단은 농성에 돌입한 지 9일 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의 합의

64) 네팔 민주화 운동에 관한 소개는 최재훈(2008)을 참고하시오.
65) 농성의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한준성(2015, 338~42)의 설명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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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서명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이로써 일거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던 이주노

동자의 권리 문제가 일부 네팔인 연수생들의 개별 사안으로 축소되어 종결되었다.	
합의문은 농성 참가 네팔인 연수생들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여권 반환,	 근로조건 

및 근로 후 자유 보장,	 작업 중 사고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	 새로운 업체 배

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백서발간위원회 2003,	 155~56).	 그러나 

재배치된 업체에서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탈한 연

수생들은 보복성 연행과 강제 추방을 당했다.	 결국 농성에 참가한 네팔인 연수생

들은 1년여 만에 모두 추방되었다(한준성 2015,	 342).	 	 	 이처럼 농성은 사태를 국지화시킨 기만적 합의로 끝났고,	 농성 참가 연수생들

은 이후 모두 추방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농성은 몇 가지 점에서 이주노동정치사

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중대 사건(critical	 event)’이었다.	 우선 농성은 이주노동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변화를 낳았다.	 첫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

지침’(노동부 예규 제258호,	 1995.2.14	 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중 8개항,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침의 한계

는 분명했다(한준성 2015,	 343).	 행정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연수생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해외투자기업 산업

연수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주무 부처인 통상

산업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침은 오히려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산업연수생제도

를 존치시키기 위한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지침의 시행으로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들은 적어도 법형식적으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권리체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간 민간 위임의 형식으로 산업연수생의 처우와 관련한 책무를 회피해온 정부의 

책임성이 확인됨으로써 이후 정부 측에 산재나 건강과 관련해 연수생의 권리 구

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둘째,	 농성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입법추진을 촉발시켰다.	 노동부는 농성을 계

기로 당초의 연수취업제도 도입 방침을 바꾸어 ‘외국인력고용및관리에관한특별법’
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노동’과 ‘보호’가 부재하고 ‘고용’과 ‘관리’만 강

조된	 법안 명칭에서 짐작하듯이 노동부의 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처의 조직과 예산에 관련

된 이해관계와 부처 고유의 전문성과 관련된 행정기술적 접근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컸다.	 그렇지만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입법추진은 이주노동자 권리체계 편

입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고용(노동)허가제 도입 문제를 주요 정책 의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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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쟁점으로 부상시키는 효과를 가졌다(한준성 2015,	 344).	 	 	 다음으로 농성은 이주노동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한준성 2015,	344~46).	 우선 농성을 기점으로 이후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도 본격적인 이주노동

자 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노조단체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운동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세력 결집

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설 연대체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공대위에 참여한 38개 단체들 가운데 일상적인 지원활

동이 가능한 단체들(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시화일꾼의집,	 한국교회여성연

합,	 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등)과 

이주노동자 공동체 지도자들이 참여해 1995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2001,	 180),	 이후 꾸준히 외연을 넓히면서 이주노동운동의 중심축이 

되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결성 과정에서 노조단체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실무자들과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이 모임을 가졌고,	 이후 몇 차례 회의를 거

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다(최정규 2007,	 70~71).	 이 과정에서 이주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킨다는 합의 하에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의회 사무실이 민주노총사무실에 자리하게 되었고 공동문화행사,	 민주노총산하 노

조들과 이주노동자공동체 자매결연,	 이주노동자의 달 제정 등 민주노총과의 연대 

사업이 이루어졌다.66)	 이처럼 이주노동운동의 확산과 제도화,	 그리고 노조단체와

의 연대를 기반으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운동과 노동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입법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문제도 이주노동운동 내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66) 물론 노조단체의 이러한 행보를 과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외부지원을 
넘어선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의 지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주노동자 독자노
조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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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트랙 이주노동행정과 ‘종속적 편입’

	 	 	 1980년대 후반 이후 이주노동자의 대거 유입을 처음 경험한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체류 관리의 행정 매커니즘과 실무 행정역량을 제대로 갖

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출현한 이주노동자 문

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전반적인 통치 원칙과 이들의 출입국·체류와 관련한 정

책 원칙에 기초해 정책목표,	 행정절차,	 관련기구의 수립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본 장이 다루고 있는 시기(1987년~1995년)에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규정한 핵심 원칙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주화 이후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

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국가의 책무로서 ‘생산성’과 ‘치안’이 최우

선적으로 강조되었고,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행정권력의 대응 방식은 ‘생산성—치

안’	 중심의 통치 원칙에 의해 규정되었다.	 둘째,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

업 및 정주화 금지의 원칙이 이주노동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약했다.

<그림4>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

	 	 	 이러한 원칙들 하에서 정부는 투-트랙의 이주노동행정을 실시했다.	 <그림4>에
서 보듯이 한편으로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묵인,	 선별적 단속,	 자진신

고 및 출국유예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노동시장 관리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법체계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불법’의 행정 표식

은 ‘생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상시적인 추방 공포(deportability)를 통해 노동시장

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용이하게 만들고,	 ‘치안’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 시 

단속과 강체출국 조치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행정 기제로서의 기능을 

가졌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으로 변용



- 98 -

(법무부 훈령 제255호)하고 확대(법무부 훈령 제294호)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를 도입했다.	 이 과정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무관심과 노동계의 방관 속에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위시한 업계와의 안정

적 연결망을 가진 행정 영역에서의 폐쇄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연

수생제도의 편법적 활용 정책은 단순히 고객정치의 결과였다기보다는 정부의 생

산성—치안 중심의 통치 기조와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일본정책 

차용의 행정 관행 속에서 부처 간 합의를 이끌기 위한 상공(자원)부의 전략적 접

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은 이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유관 행정부처,	 그리고 송출업체와 브로커 등 민간 종사자들 간

의 유착관계 속에서 제도의 온존을 지향하는 강력한 기득 세력의 형성으로 이어

졌다.	 또한 이러한 기득 구조는 전반적인 인력난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산업연

수생 도입 규모와 부당한 제도 운용에 따른 대거 이탈(=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
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이주노동행정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은 굴절

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의 편입 과정이 보여준 특징은 한 마디로 ‘종속적 편입(subordinate	 incorporation)’이었다.	 종속적 편입은 서론의 연구 분석

틀 논의에서 밝혔듯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첫째,	 종속적̇ ̇ ̇ 	 편입은 이주노

동자가 작업장과 일상을 포함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	 착취,	 소외,	 배제를 분석

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다.	 둘째,	 종속적 편입̇ ̇ 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한

국사회 편입을 위해 참여하고 기획하는 다양한 결사와 운동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우선 종속적 편입 개념의 첫 번째 의미에 주목해 보자.	 이 경우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은 다시 권리체계 편입,	 권리 구제 기회,	 의사결정방식의 세 가지 측면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를 권리체계 편입의 측면에서 보자.	 이주노

동자의 지위는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시스템 하에서 불법 체류자와 산업연수생 중 

하나였다.	 물론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대거 발생하는 상황에서 두 지위의 

경계가 뚜렷한 것은 아니었고 절대 다수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분명 이들은 대

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들이 ‘국민’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지위(status)와 권리(rights)는 구분되며 

국민의 권리들 가운데 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목록은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출현한,	 그렇지만 절대 다수가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들 가운데 어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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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내 유관 조직

과 이주노동자들을 아우르는 공론의 틀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권리 보호

의 원칙이 이주노동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권리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다.	 이주노동자는 ‘불법’과 ‘연수’라는 행정 표식에 

의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 결과 근로자 지위에 따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연수생의 대거 이탈로 인해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불법성’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불법’의 행정 표식에 따른 ‘상시적 

추방 공포(deportability)’는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권리체계 편입을 구조적으로 불

구화시킨 사실상의 행정 기제로 작동했다.	 결국 이주노동행정에 의한 이주노동자

에 대한 ― 대다수는 사실상 법적으로 생산된 ‘불법’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

다 ― 권리 보호는 기껏해야 시혜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대표적으로 산재보상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정부 지침이나 유권 해석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

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주변부 포디즘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배속되어 장시간 고강도 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 악화,	 폭언과 폭행,	 감금과 감시,	 여권 압수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겪게 되었다.	 	 	 종속적 편입의 또 다른 측면은 권리 구제 기회의 보장과 관련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우선 한국 복지체계가 

갖는 저-부담,	 저-복지의 특징과 부실한 복지행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기회

를 어렵게 만든 거시구조적인 배경요인이었다.	 쉽게 말해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케이크(social	 cake)”(Castles	 2005,	 207)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이방인’이나 ‘타자’에 대한 인정과 배려의 여지가 그만큼 좁다는 것이다.	 또

한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 구조 하에서 권리 침해(주로 임금체불과 산

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권리 구제 기관(관할 노동사무소나 경찰서 등)을 찾

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는 출입국관리법의 공무원 통보의무규정(제84조 제1항)에 의해 법무부 출입국관리

소에 신고가 되거나 강제출국의 위협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에 법원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시민적 권리인 

법률 서비스 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설령 

외부 지원을 통해 법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법 해석이 개별

적인 구제를 넘어 이주노동행정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다.	 즉,	 적어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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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의 민주적 시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 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의 틀 속에서 권리 구제를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고,	 이주노동자

는 그러한 노조에 가입하려는 충분한 동기를 갖지 못했다.	 노중기의 설명에 따르

면 ‘1987년 노동체제’(1987~1997)	 하에서 노동 기본권을 둘러싸고 국가와 민주노

조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조직적·이념적

으로 크게 성장했다(노중기 2012).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노동민주화”	 시도 속에

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노조 조직화의 시

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기업별 노조 체제의 폐쇄성,	 (주로 영세업

체의 경우에 나타난)	 노조의 부재,	 이주노동자와의 제한적인 접촉면,	 그리고 정부

와 자본의 노동운동 탄압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노조(단체)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조

의 낮은 포용성은 1960~70년대에 ‘초청노동자’들을 수용한 서독의 경험이 보여주

듯이 미숙련,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기성 노조의 대표 기능 결손이라는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현상이기도 했다.67)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와 구

제를 위한 가장 큰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노조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방식 또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

이 자신들의 권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

나 대표 기제를 통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즉,	 이주노

동자의 한국사회 편입의 안정성은 정치적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이주노동정책의 의사결정방식에 나타난 

뚜렷한 문제점은 그것이 공론과 유리된 행정 영역 내의 폐쇄적 논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의 인적 구

성은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행정 관료들이었고 노조단체나 민간 

공익대표의 위원 참여는 배제되었다.	 결국 행정영역에 한정된 논의는 생산성—치

67) 스테픈 캐슬과 고듈라 코삭(Stephen Castles and Godula Kosack)은 1960~70년대 서
독에서 단위 노조와 상급 노조단체에 나타난 이주노동자들의 과소대표
(under-representation) 현상을 지적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기성 노조의 위계와 대
표 결손을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었다. 첫째, 내국인 노조와는 별도 조직화가 진행되됨으
로써 노동계급 내 분열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고, 둘째,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사회
통합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Castles and Kosack 1974, 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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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심의 통치 담론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편입과 관련한 

진전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의사결정방식의 폐쇄성만이 아니었

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전담 행정 조직이나 자문 위원회와 같은,	 정부가 인정한 

안정적 매개 조직이 부재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참여 공간도 허용 받지 못했다.	 	 	 이처럼 안정적 편입을 위한 조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대다수 이주노동자

들은 한국사회에 종속적인 방식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종속적 

편입이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	 종속적 편입은 보다 안정적인 편입을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모색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주노

동자들은 비-국가 영역에서의 다양한 결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 보호하고자 

했고,	 때로는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에 나섰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 자구·상조 모임을 만들

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주로 종교단체)의 외부 지원을 활용했다.	 특히,	
권위주의 시기 형성된 인권·노동권 가치를 옹호하는 인적 유산을 기반으로 출현한 

다양한 이주노동자 지원조직들은 상담,	 복지,	 의료,	 종교·문화 활동,	 소송,	 한국 법

률·문화 학습,	 세미나,	 언론 공표,	 성명,	 대정부 질의,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을 펼쳐 나갔다.	 노조(단체)의 방관 속에서 지원조직들

의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은 결과적으로 노조(단체)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부화하기보다는 지원단체에게 전가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지원조직들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의 여러 주체들과 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사회로의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예방하거나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적 결사 활동이나 자기조직화 활

동의 수준을 넘어서 지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실정법의 한계를 정의(正義)의 

가치로 평가하면서 정부의 책임성을 묻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론장’	 활동을 감

행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994년 경실련 농성과 1995년 명동성당 농성은 이주

노동자들이 외부단체와 공동기획하고 직접 참여한 권리운동이었다.	 특히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형성된 투-트랙 구조의 유지를 바라는 강력한 기

득 세력구조는 이주노동자의 편입을 불구화·왜곡화하는 요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반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

정적 편입을 지향하는 이주노동운동을 위한 기회구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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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농성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인하고68),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진입 수준을 높였다.	
특히 1995년 농성은 이주노동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연대의 제도화,	 그리고 더 나

아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정치세력들 간의 ‘이주노동정치’를 본격화

시킨 중대 사건이었다.

68) 마이클 메지(Michael L. Mezey)에 의하면 정치적 대표와 관련한 공적 책임성 실현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유권자의 충분한 정보 확보, 둘째, 유권자의 감시 능력, 셋째, 대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확보이다(Mezey 2008, 35). 이는 이주노동자 권
리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가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구조
는 여전히 폐쇄적이었고, 정당이나 의회를 통한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감시 의지와 역량은 
낮은 편이었으며, 정부의 부당한 이주노동행정을 제약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역시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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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과 

이주노동레짐의 형성

	 	 	 2장에서 설명했듯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생산성

―치안’	 중심의 통치 기조와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정주화를 금지한다

는 정책 원칙 하에서 불법성의 관리와 편법성의 활용에 기반한 투-트랙 이주노동

행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트랙 구조는 민주적 통제와 참여의 기제를 결여한 

채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 ̇ 	 편입을 강제하는 폭력 매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이런 상황

에서 1995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을 기점으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이주노동정치가 본격화되었다.	 본 장이 

다루는 시기는 이때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까지이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주노동정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일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연수생제도가 제도적으로 변형되고 동포 이

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관리제가 도입되면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사실상 와해되고 한국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되었다.	 	 	 본 장은 이 두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되 보다 용이한 이해를 위해 각 단계를 

제도적 변화와 이주노동정치의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단계는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동포 이주노동정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이 역

시 우선 일반 이주노동정책과 동포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제도 변화를 먼저 설명

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포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

서 ‘동포 이주노동운동’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 이주노동정치 내에서 ‘동
포 이주노동정치’가 나타난 사실을 반영한 구성이다.	 두 단계에 대한 논의에 이어 

소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패턴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것

이다.	 	 	 본 장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핵심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본 장은 첫째,	 현상유지세력의 반대를 상수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항-헤게모니 세력 창출의 실패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 타파 시도의 

연이은 실패를 설명하는 보다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본다.	 둘째,	 고용허가제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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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최소주의적인 공통의 요구에 기반해 형성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의 역할이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를 와해시킨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연

구,	 이 가운데 특히 일본과 한국의 비교 연구는 이주노동운동세력을 위시한 이른

바 “시민사회의 힘(市民力)”을 고용허가제 도입의 원동력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이익집단정치’의 정치경제학의 접근 역시 이주노동자의 혜택 증가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시

민사회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이처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설명이 고용허가제 입법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고용허

가제 옹호연합’으로 명명한 세력 연합에 주목했다.	 셋째,	 동포 이주노동정치에서는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조직화와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중외교 관계의 제약 구조와 

유관 행정 부처들의 회의적 태도의 결합으로 인해 법령에 기반한 포용적 동포 이

주노동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그 결과 동포 이주노동정책은 ‘외국인력’정책인 고

용허가제 내로 포섭되었으며 재외동포법령은 이주노동레짐을 구성하는 ‘잠재적’	 이
주노동정책으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넷째,	 최소주의 요구를 반영해 형성된 이

주노동레짐은 그 구성 원칙들의 우선성 체계와 전반적인 제도 설계의 차원에서 

볼 때 낮은 권리 친화성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

자의 종속적 편입이 큰 틀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주노동자들의 권리체계 편입의 분절성과 모순성이 배가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직접적인 자기 조직화의 시도가 이주노동자의 

독자노조의 창립으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한다.	 	 	
1.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의 제도적 진화와 균열

1.1.	 일반 이주노동정치

1.1.1.	 산업연수생제도의 온존과 변형 

	 	 	 1995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이후 이주노동행정에 대한 이주노동운동세

력의 저항이 본격화되었고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노동부

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온존했다.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국내취업 금지 원칙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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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산업연수생제도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행정 부처들 차원에서 만들어진 

별도의 운영지침도 없었다.	 산업연수생 도입의 두 경로를 구분해서 보면,	 우선 해

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 적어도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에대

한보호지침’이 시행(1999.12.1)되기 전까지는 세부적인 운용·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개별 기업에게 운영의 책임이 전가되었다(하갑래 2002,	 97).	 그리

고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는 주무부처의 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가운데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용요령과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산업기

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정도에 머물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의 요구에 따른 산업연수생의 도입은 지속,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지속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산업연수생의 도입 및 관

리에 관한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정부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이유

로 일부 조정이 있었던 점을 제외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들을 위원들로 한 협의회의 구성 방식은 동일했다.	 그 결과 산업연수

생제도와 관련한 공식적 정책결정과정은 여전히 행정영역에 한정된 폐쇄성을 보

였다.	 공익단체,	 노조단체,	 학자·전문가,	 연수생 대표는 협의회의 (참여)위원으로 참

여하지도 못했고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69)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가 전

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참여위원의 자격은 연수추천업체인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의 산업기술연수협력단장에게만 주어졌고,	 이마저도 1~3대 단장이 

모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출신의 퇴역관리들이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의 의사 결정은 처음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를 위시한 연수추천단체와 업계의 이익에 편향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

후했다.	 실제로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은 도입 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꾸준

히 증원되었고(<표6>,	 <표7>	 참고),	 송출국가도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었다.	 도
입 업종은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 복제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제조업종,	 그

리고 건설부문과 어선부문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수업체의 기준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또한 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최장 2년 체류에서 특수직종에 한해 1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규정은 이후 전직종 연수기간 최장 3년으

로 더욱 완화되었다.	 이에 더해 연수생 배정비율도 10%	 이내에서 10~20%로 상

69) 다만, 협의회의 의견 청취와 관련한 규정이 그 대상이 “관계 공무원 등”에서 “관계 공무
원과 연수추천 단체의 장”으로 바뀌면서 협의회의 연수업체 이익 대변 기능이 보다 확실
하게 명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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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조정되었고,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는 산업체 규모도 최소 10인 이상에서 최소 5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표6>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도입 정원 추이 (1993년~2000년)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0년

증원

20,000명(제조업) 10,000명(제조업) 20,000명(제조업) 30,000명(제조업,
연근해
어선)

2,800명(제조업,
내항선,
건설업)

1,000명(제조업,
조선족 

사기피해자)
1,700명(연근해
어선)

누계 20,000명 30,000명 50,000명 80,000명 82,800명 83,800명 84,500명

	 	 *	 출처:	 하갑래(2002,	 102).
<표7>	 송출국가별 산업연수생 도입 현황 (1994년~2000년)

년도
국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네팔 793 195 281 333 194 584 814
미얀마 1,000 38 68 214 236 306 20

방글라데시 1,535 3,066 2,984 957 546 1,577 1,137
베트남 2,550 4,584 4,358 3,247 1,525 3,638 5,780

스리랑카 811 202 1,436 905 163 299 666
인도네시아 927 4,463 7,152 5,704 3,424 8,381 5,418

중국 1,924 1,392 2,050 1,391 704 2,449 2,716
중국(조선족) 5,669 2,195 2,903 1,928 1,053 6,591 4,585

필리핀 2,744 3,249 1,699 2,167 1,272 3,322 3,815
파키스탄 617 436 544 649 106 768 1,058

이란 249 28 235 73 3 0 0
우즈베키스탄 0 878 1,046 1,279 436 875 1,847

태국 0 356 826 1,009 388 818 1,418
몽골 0 0 0 0 247 233 209

카자흐스탄 0 0 337 236 250 513 877
계 18,819 21,082 25,919 20,092 10,547 30,354 30,360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2012,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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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과정에서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체계에는 한 차례 큰 제도

적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청 신설(1996년 2월)이라

는 외생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사태 등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 외청 조직으로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노동자신문』 1996/03/01,	 3).	 이렇게 탄생한 중소기업청은 자연스럽게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

도의 주무 관리부처가 되었고,	 이에 1996년 10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운영에

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11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중소

기업청 내에 설치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국장(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의 위원이기도 함)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부처 관

료들과70)	 산업기술연수협력단 단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71)	 송출국가의 

선정·취소,	 송출국가별 인원배정,	 송출기관과 연수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편 과정을 통해 그간 민간단

체에 위임된 산업연수생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의 귀책성(accountability)이 제도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청로부터 세부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운용요령을 새롭게 제정하고 업무조직을 재정비했다.72)	 중소기업청 지침 제24조에 

의거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 설치된 ‘사후관리심의회’는 송출기관과 사후

관리업체의 지정과 취소,	 송출수수료,	 연수관리비,	 계약이행보증금,	 사후관리비 등

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었다.	 사후관리심의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국인산업기술연수운영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그대로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위촉하

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런데 이처럼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한 두 주요 심의·의
70) 재경경제원 인력개발과장, 외무부 영사과장, 법무부 입국심사과장, 통상산업부 정책총괄

담당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71) 이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전면 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1997-16호, 

1997.11.18 시행)에 의해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이 위원으로 추가되었다.
72) 중소기업청의 지침과 이 지침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체 운용요령에 

기반한 제도운용체계는 이후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가 어선부문과 건설부문으로 확대되
면서 각 부문과 관련한 행정부처와 연수추천업체의 제도운영체계의 모델이 되었다. 1996
년에는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어선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관리지침’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을 시행했고, 1997년에는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
회가 각각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생에관한지침’과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운용요령’을 
마련했다(하갑래 20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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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구의 행정관료 위원 구성이 중복된 사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에 대한 중

소기업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한

편 사후관리심의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지침의 전면 개정에 따라 폐

지되었고,	 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 ‘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와 ‘외
국인연수중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심의회와 마

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공무

원,	 산업기술연수협력단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위촉 인사 등으로 구성되

었고,	 송출기관의 계약 해지와 기타 연수사업수행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권

한을 가졌다.	 외국인연수중재위원회는 산업기술연수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소기업청 인력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사후관리업체협의회장 및 중앙회 회장

이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중재위원회가 연수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편향된 구성

이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제도적 변화가 제도 정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산업연수

생제도의 제도적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그간 고수해 오던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국내취업을 금지하는 정책 원칙을 부분적으로 파기한 ‘연수취업제’의 도입이었다.	 정부는 1997년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한 비리 사

건이73)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9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와 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해온 고용허가제를 절충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도 연수생에게 일정기간 뒤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합격한 자에게 취업비자(E-8)를 

내주기로 했다(『경향신문』 1997/09/10,	 9).	 이후 11월 18일에 산업연수생의 도입

과 산업연수생의 체류자격 변경(D-3에서 E-8)	 허가 근거를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1998년 3월 14일에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연수취업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의

결했다(4월 1일 시행).	 이렇게 시행된 연수취업제도는 1998년 4월부터 2001년 12
월까지는 2년 연수 후 1년 취업의 방식으로 운용되다가 2002년 1월부터는 1년 연

수 후 2년 취업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설동훈 2002,	 158).	 	 	 연수취업제의 도입을 계기로 마침내 국내 노동시장에서 단순기능직 이주노동

자의 취업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비로소 

73) 송출업체 선정과 관련해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간부들이 30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1,5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고, 통산부 행정관리담당관과 
산업기술연수연수협력단 차장 등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한국일보』 
1997/07/09, 35) 



- 109 -

정식으로 법률에 기반을 둔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설동훈 1999,	 416).74)	 물론 

산업연수생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고용허가제 성격을 갖는 연수취

업제도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노동부와 이주노동운동세력의 외국인근로자 관련법 

제정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설동훈 1999,	 460).	 그렇지만 

연수취업제의 도입은 고용(노동)허가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원칙(단순

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 금지)에 균열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성취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연수취업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정책의 운용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이주노동정책 관련 주요 지침인 ‘외국

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384호)은 그 내용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반영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로써 그간 산업연수생제도와 관

련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였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가 폐지되고,	
대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4조의3에 의거해 국무조정실 내에 ‘외국인산업인력정

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75),	 관계 부처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대내외적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설동훈 1999,	463~64).	 또한 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	 연수취업제도,	 취업관리제도의 도입 분야

와 규모,	 관리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

정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중앙 정책조정기구의 위상을 갖게 되었

다.		 	 	 그러나 연수취업제도의 운용체계는 일원화되지 못했고,	 정원관리와 출국절차는 

연수추천단체의 지도를 받고,	 근로조건이나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의 관

리감독을 받게 되는 등	 노동부와76)	 연수추천단체가 함께 관리하는 “이원적인 체

제”의 모습을 보였다(하갑래 2002,	 115~16).	 더욱이 이러한 이원적 운용체계 하에

서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노동부의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상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수취업제도가 산업연

수생제도를 모태로 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

74) 물론 연수취업제도가 이주노동자에게 유입 단계에서부터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
니었으며, 이주노동행정에서 사업장 이동의 금지 원칙과 가족재결합과 정주화 금지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75) 위원들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중소기업
청장이다.

76) 노동부는 ‘외국인연수취업자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2002.12.18)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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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처들의 이견을 조정한 결과이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00년 9월에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휴

면상태에 있다가 2001년 12월 20일에 2차 회의를 갖고 그간 “한국판 노예제”로 

비난받아 온 산업연수생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내용을 반영한 개

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2년 7월 15일에 발표한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에
서 이같은 정책 방향은 후퇴했다.	 정부는 자진신고한 26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

동자를 2003년 3월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산업인력난을 고려해 총 정원을 85,500명(산업연수생)에서 145,500명(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행정편의적인 조정 방식을 통해 그간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한해 실시되

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농업·축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국회사무처 2002a,	 7;	 설동훈 2002,	 165;	 이윤주 2002,	 211).	 		 	 	 	 	 	
1.1.2.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

1.1.2.1.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이 지속되면서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및 고용(노동)허가제 

입법을 지향하는 현상타파세력과 산업연수생제도의 온존을 추구하는 현상유지세

력 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해졌다.	 그런 가운데 양 세력들은 서론의 연구 분석틀에

서 제시한 ‘운동-대항운동’	 동학에 대한 메이어와 스타겐보르그(Meyer	 and	Staggenborg)의 설명처럼 갈등과 충돌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존재와 활동을 자신의 

세력 구축 및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이주노동정치는 

보다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두 세력들에 대해서 간

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상타파세력은 크게 비-국가 행위자와 국가 

행위자로 구분된다.	 비-국가 행위자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행위자는 외국인노동

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였다.	 1995년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출범한 외노협은 이후 이주노동운동의 

중심축이 되어 연수생제도 폐지 및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반면에 또 다른 비-국가 행위자들인 노조(단체)와 정당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노동계는 대체로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며 제한적으로 

참여했을 뿐 기업별 노조 관행의 제약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조의 틀 내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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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거나 제도개선운동을 선도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정

당의 경우 원내에서 일부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추진 활동이 있었을 뿐 당

론 수준의 의견집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77)	 이는 권위주의 시기 하에서 형

성되고 민주화 이후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최장집 2009)와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운동의 역사와 사민주의 정당의 역사가 정치시스템

에 뿌리 내린 유럽 국가들의 이주노동정치와 뚜렷하게 대별되는 모습이었다.		 	 	 한편 국가 행위자들 가운데 현상타파를 지향했던 행위자는 노동부였다.	 노동부

는 산업연수생제도의 주무부처가 되지도 못한 채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이주노동자인 연수생에 대

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그 비난과 책임이 노동부로 집중되면

서 노동부는 그간 법무부가 총괄해온 외국인력 관리 중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

을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이
혜경 2008,	 123).	 그러면서 노동부는 일본의 기능실습제와 유사한 성격의 직업훈

련생제도와 연쉬취업제도,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타 부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외노협을 위시한 이주노동운동의 대정부 압

박 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해 정부 내에서 경체부처와 법무부에 비해 열등한 위치

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변경을 추구했다(심보선 2007,	 57).	 한편 

또 다른 국가 행위자인 법원은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법적 근로자성

을 인정한 판결들을 통해 이주노동운동세력이나 노동부에게 현상 타파를 위한 담

론적 자원을 제공해주었다.78)	 물론 법원 판결이 일선 노동행정에 미치는 구속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의 기초한 법원의 판결이 제도나 정책 변화

를 견인하는데 미친 영향력,	 즉 크리스챤 조프케의 표현을 빌면 ‘헌정 정

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측면을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

77)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전반적인 무관심은 ‘사회경제적 문제의식’의 
결핍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수는 부문운동(노동, 농민, 빈
민)의 발전이 사회경제적 정책 차원으로 연결되면서 구체적 수준의 대안 모색으로 귀착한
다는 점에서 정당과 의회 내에 부문운동을 대표한 이력을 가진 운동가나 대중 지도자들이 
드물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진수 2016, 31).

78) 1994년 9월 1일 서울고법은 산업연수생 포티아 피티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
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1995년 9월 15일 대법원은 포
티아 피트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
은 연수생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확산시
키는 효과를 가졌다(허승원 2003, 49). 이외에도 산업연수생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
법원 판결들로는 대법원 1995.7.11. 선고 94도1814호, 대법원 1996.12.22. 선고 95누
2050호, 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694호,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52호, 대
법원 2000.9.29. 선고 2000도305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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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현상유지세력 역시 비-국가 행위자와 국가 행위자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비-국가 행위자의 경우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른바 ‘부패의 

카르텔’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이권을 누리고 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

도개선운동을 극력 반대했다.	 그런데 단체추천 연수생제도와 관련한 이권은 이후 

연수추천단체로 추가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

앙회로 늘어갔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한 경제적 이득 구조가 확대되면

서 일종의 경로의존성의 효과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현상유지세력은 더욱 강화되

었다.	 국가 행위자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주무 관리부처인 중소기업청과 통상산업

부(이후 산업자원부로 명칭 변경),	 그리고 법무부가 산업연수생제도 온존 및 고용

허가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 부처들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유착관계는 뇌물 커

넥션과 부조리한 인사 시스템에 의해 유지,	 강화되고 있었다(Seol	 and	 Skrentny	2004,	 498~99;	 Lee	 2009,	 779).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시 발

생할 조직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른 부처 영향력 감소를 우려했다(이혜경 2008,	123).	 한편 정부적 수준에서의 통치 방향이 여전히 ‘생산성―치안’을 중심으로 설

정된 것은 현상유지세력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

해주었다.	
1.1.2.2.	 두 번의 충돌과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본격적인 충돌의 서막을 여는 계기는 1996
년 4월 총선이었다.	 외노협 등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를 현

상타파를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로 이해하고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

동에 돌입했다(박석운 2002,	 182).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본부가 출범했고,	
범국민서명운동과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생산성―치안’	 중심 통치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곧바로 정부 당국

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안전기획부는 범국민서명운동

을 막고자 했고,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간사는 안기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다(『인권하루소식』 제657호,	 1996/06/05).	 6월 3일 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 직원들은 성남 주민교회 건물 내에 있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에 의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네팔인 로잔 구릉 씨 부부를 강제 연행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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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외노협 상임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로 구속했다(『노동자신문』 1996/06/14,	 9).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오

히려 이주노동운동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엠네스티,	 재외 

교민단체들,	 세계교회협의회 등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신 

활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했고,	 대내적으로는 법제정 촉구와 탄압 저지를 위한 비

상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6월 10일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7
월 16일까지 40여일 지속됨).	 또한 이러한 상황은 그간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

던 정당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만들었다.	 농성 중인 7월 1일 야당

인 새천년국민회의가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

했고,	 여당인 신한국당도 고용허가제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79)	 이

어서 7월 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박석운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80)	 또한 환경노동

특별위원회 소속의 3당 간사들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인권하루소식』 제687호,	 1996/07/19).		 	 	 그러나 현상유지세력은 상징조작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다.	 7월 18일,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 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
국노동자협회’	 적발”이라는 제목의 사건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농성이 한창 진행 

중인 7월 7일에 이미 중국노동자협회 회장 조영구와 간부 30인을 불시에 검거했

다(이광규 1996,	 29).	 법무부는 이 단체에 반정부적 이적 및 용공단체의 성격을 지

닌 불법조직을 결성해 재야세력(당시 법외노조였던 민주노총,	 외노협 등)과 연대해 

시위한 혐의를 붙였다.	 이 사건은 이튿날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

다.	 일례로 이 사건은 『경향신문』(1996/07/19)에 “中교포 비밀조직 적발”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재현된 이미지와는 달리 중국

노동자협회는 1995년 2월에 국내 중국동포들이 자구책으로 결성한 상조회 성격의 

조직이었다(『한겨레』 1996/08/04,	 18).	 그러나 이후 외노협과 민주노총 등과 연대

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탄압의 빌미가 되었

다(이정환 2003,	 370).	 설상가상으로 8월에는 페스카마(Pesca	 Mar)호 사건이 언론

79)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당 차원의 관심이 당론으로 집약되지는 않았지만 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과 새천년국민회의의 방용석 의원은 각각 9월과 12월에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
다.

80) 시안의 제3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도입, 관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외
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대
표 5인, 사용자 단체 대표5인,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인, 노동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다(박석운 199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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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알려졌다.	 원양 참지연승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원 25명 중 한국인 선

원 7명을 비롯해 11명이 동승한 중국동포 선원 등에 의해 살해된 이 사건은 언론

을 통해서 선상 폭력의 맥락이 간과된 채 중국동포 선원들의 잔혹한 살인사건으

로 보도되었다(『인권오름』 제87호,	 2008/01/15).	 이처럼 행정권력은 언론매체를 

통한 상직조작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바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청 고시 

제정(1996.9.19)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수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연수생제도 온존을 위한 항변 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

소기업청 고시가 시행된 10월을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함으로써 당시 

고조되고 있던 이주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때를 즈음하여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생결단을 하는 듯한 입법반대활동”(박석운 1997,	 158)
으로 비춰질 정도로 적극적인 입법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이처럼 극렬한 반대의 기

저에는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회 조직 자체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중소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업주의 자살 소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의 입법저지 활동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81)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취업과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법률제정운동은 좌절되

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1996년 12월 12일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

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한국민의 영광”으로 치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세

계화 시책과 개방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996/12/13,	 3).	 그러나 “한국민”의 범주로 포섭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권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OECD가입은 또 다른 위협을 의미했다.	 재벌중심체

제에 대한 제도개혁이 선결되지 않은 OECD	 가입에 따라 중소기업이 준비부족과 

경쟁격화로 안게 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노동자 중에서

도 노조의 틀 내로 조직화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처할 가

능성이 농후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OECD	 가입에 따른 노사개혁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도입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다(『노동자신문』 1996/08/06,	 12).	 이는 곧 1996년 12월 26일 새벽 국회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처

리로 현실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6년 12월 말부터 1997년 초까지 민

주노총 주도로 대규모 연대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노동자 투쟁의 정점으로 “한
국 전쟁 이후 최초의 전국적 총파업”으로 평가되었다(구해근 2013,	 280).82)	 그럼

81) 당시 하루 평균 37개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언론에 보도된 중소기업사장의 자살만도 
1996년 들어 18건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96/12/30, 10).

82) 노중기에 의하면 1987~1997년에 걸친 이른바 “19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조직
적 이념적으로 크게 성장” 하면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적 구심점을 건설할 수 있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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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서 이미 그 수가 20만 명을 넘어선83)	 이주노동자의 권익

을 위한 목소리는 침묵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이기

에 앞서 인권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고,	 노조단체가 노동계급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이들을 포용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미약했다.	 그런 가운데 이주노동자의(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조조직화의 열망이 강하게 표출될수록 노조단체의 이

념적 대표성에 난 균열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7년 5~7월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

에 대한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다.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의 진념 노동부 장관은 연초에 개정 노동법 문제가 종결되면 상반기 중

에 외국인근로자 관리대책 문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고용허가제 도

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서울신문』 1997/01/25,	 6).	 또 다른	 경제기획원 

출신의 관료인 강경식 재정경제원 장관 겸 경제 부총리 역시 산업연수생제도 폐

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2일 강경식 부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외국인근로자고용

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정경제원과 노동

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의료보

험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3년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었다(『매일경제』 1997/05/23,	 2).	 또한 이주노동자 도입창구를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공청

회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짓기로 했다(『한겨레』 1997/05/23,	2)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비용 부담 증대84),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노무관리의 어려움,	 노조 설립에 따른 분쟁 가능성,	 국내 고용사정 악화 시 발생할 

실업 문제,	 범죄 가능성,	 남북경협의 지연85)	 등을 논거로 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투적 조합주의라는 급진적이고 사회운동적인 노조운동의 운동 양식을 제도하였다. 1997년 
겨울 총파업은 이와 같은 계급의식과 계급역량 변화가 외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노중
기 2010, 45)

83) 노동부 추산으로 1996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는 합법취업자 13,420명, 
산업연수생 68,020명, 미등록 이주노동자 129,054명 등 총 210,494명이었다(『경향신문』 
1997/03/05, 23). 

84) 김종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도운영과장은 비용 부담과 관련해 산업연수생 1인당 
연간 492만원씩 들던 것에서 임금격차 372만원과 고용분담금 120만원을 포함해 연간 500
만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 액수에 8만 명을 곱하면 3,900억이, 10만 명을 곱
하면 4,900억, 그리고 20만 명을 상정하면 1조원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1997/06/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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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히 신설되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
로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심의·의결 기능을  흡수한다는 법안 내용에 크게 반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치인과 정부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5단
체의 틀을 활용해 경제5단체 명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공동건의문 제출해 고용허가제가 경제에 끼칠 혼란과 손실을 강조하

며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동아일보』 1997/06/01,	 7).	 또한 6월 5일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정부 청사로 몰려가 법제정 반대 시위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날 시위 참가 독려를 위해 사전에 전국 8,000여 중소기업인

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다(『동아일보』 1997/06/02,	 2).	 당일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자신들의 요구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존을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했

다(박상희 1998,	 285).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시 20만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노동조합이 출현하게 될 수 있다는 왜곡 선전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97/06/02,	 2).	 이러한 시도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부

수적 효과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사실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청과 통상산업부 역시 이러한 반대운동을 지렛대 삼아 부처 간 

논의에서 반대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고(이병하 2011,	 91;	 심보선 2007,	 56~57;	
최선화 2003,	 58),	 주요 국책사업 건설현장에 연수생 도입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

와 농축산분야에 연수생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림부 역시 고용허가제 도입에 난색

을 표했다(『노동자신문』	 1997/05/20,	 7).	 	 	 하지만 현상유지세력의 이같은 반대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 시도와 함께 이주노동운동 측에게는 현상타파를 위한 기회 구조를 마

련해주는 효과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안에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유지세

력의 반대를 지렛대로 삼아 이주노동운동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78개 시민,	 노동,	 종교 단체들은 6월 5일에 예정된 반대시위에 앞서 6월 2
일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이권

8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불
법취업자가 급증하고 고용 자체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남북한 경협을 지연시킬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1997/06/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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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주노동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재계를 비판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인권하루소식』 
제896호,	 1997/06/03;	 『조선일보』 1997/06/03,	 29).	 농성단은 산업연수생제도 폐

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의 3항을 요구했고,	 양
대 노총은 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중소업계 내에서도 법제정을 찬성하는 집단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소기

업연합’은 연수업체 신청 기준 상의 제약으로 인해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기업에 

사실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시 단속과 처벌의 부담

을 안게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소기업연합은 중소업계의 이익과 관련한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표성이 갖는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소기업을 상대로 한 여

론조사 결과(67%가 고용허가제를 찬성)를 발표하기도 했다(최선화 2003,	 61).86)	
이처럼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는 사회 세력은 크게 외

노협 중심의 이주노동운동 진영,	 양대 노총,	 그리고 소기업연합을 위시한 연수생제

도로부터 소외된 중소업계의 세 부류로 존재했다.	 이에 더해 노동부 역시 고용허

가제 도입을 통해 투-트랙 구조의 타파를 지향했다.	 하지만 현상 타파를 바라는 

이 네 축을 상이한 가치지향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합시

켜 대항 정치세력을 창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과

의 정책 연결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활동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결국 고용허가제 도입 시도는 좌초되었고,	 그 결과 이주노동운동세

력이 바랐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도 역시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산

업연수생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

다.87)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 시스템이 온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상타파세력의 연이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양 

세력 간 공박의 과정,	 즉 이주노동정치는 결과적으로 연수취업제의 도입을 통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균열을 발생시켰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86) 이전에 실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기업주들 가운데 약 70%가 고용
허가제 찬성입장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노동자신문』 1996/02/27, 면수). 또한 
1999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총 64,780개였는
데, 이 가운데 50.3%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전체 중소제조업체(5~299인)의 34.1%가 
가입하고 있었다(정상호 2002, 196).

87) 이를테면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조직 구성의 참여 범위를 노동
자단체나 공익단체로 확장시키는 안을 전략적 관점에서 최후의 협상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세심한 접근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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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한 형태의 연수취업제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997년 9월 경제장관간담

회에서 이 안이 개선 방안으로 확정되었다.	 물론 정부의 연수취업제안은 그것의 

모델인 일본의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기보

다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국내외 비판과 고용(노동)허가제 도입 요구를 무력화

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변용”(전윤구 2014,	 410)으로 도출된 정책안이었다.	
이에 대해 외노협은 연수취업제가 국가의 자본 편향성을 반영한 변형된 산업연수

생 제도에 불과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며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제965호,	 1997/09/11).	 반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는 연수취업제가 고용허가제로 가는 전단계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산업연

수생제도가 유지되었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자신들의 이

해관계가 관철된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 1997/09/10,	 9;	
심보선 2007,	 57).	 이후 1997년 11월 18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산

업연수생 도입과 연수취업자의 체류 자격(E-8)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
서 설명했듯이 연수취업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을 통한 이주노동레짐 

형성에 큰 걸림돌이었던 정책 원칙인 이주노동자 국내 취업 금지 원칙에 큰 균열

을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여전

히 온존한 점에서 제한적인 성취였다.	 	 	 그렇다면 현상유지세력과 현상타파세력 간의 두 차례의 충돌이 현상타파 시도

의 연이은 좌절로 귀결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에 대한 정

치엘리트(특히 정당과 의회)와 관료엘리트 집단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과 유관 부처들을 위시한 투-트랙 구조의 온존을 바라는 기득 

세력이 현상타파 시도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를 위시한 기업단체들의 집요한 반대와 이에 추동된 중소기업청과 

통상산업부,	 그리고 법무부의 반대로 고용허가제 도입이 좌절된 것이다.	 현상타파

세력의 한 축인 노동부의 수장인 진념 장관은 7월 4일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공식철회하면서 중소기업(집단)의 반발이 거셌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힘의 관계에서의 열세를 인정한 발

언이었다(『노동자신문』 1997/07/08,	 1).88)	 그런데 이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바라보

88) 참고로 법무부는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발표 시점은 고
용허가제 도입 좌초 이후로 미루어졌다. 만일 양 세력 간 공박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사
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더라면 이주노동운동 진영에는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 문제로 고용허가제의 법제화 의지가 약
화되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부처들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측면도 있었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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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료집단의 인식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노자의 지적처럼 

한국의 관료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별반 중요하지 않은 ‘이차적인 것’으
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경향을 보였다.	 즉,	 고용허가제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 출신국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뿐 ‘선진국’에서

의 인지도에는 치명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한국 관료사회의 상층부에 자리 잡

고 있었다는 것이다(박노자 2002,	 147,	 153).89)		 	 	 물론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에 대한 관료 집단과 정치엘리트 집단의 낮은 인식 

수준과 유관 기업집단과 행정부처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대가 현상타파의 시도

를 좌절시킨 중요한 원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이주노

동정치의 역사에서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수에 가까운 것으로 보며,	 보다 중요

한 변수를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의지를 가진 제 주체

들 간의 대항-헤게모니 구성의 실패에서 찾았다.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정부의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 기조 하에서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네 가지 집단들 간에는 대항 헤게모니 구축을 위

한 시도,	 즉 대항 정치세력 접합 전략이 부재했다.	 외노협이 중심이 된 이주노동운

동세력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이

주노동자 지원단체들 간의 연대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지원단체 현황

파악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박석운 2001,	 82).	 물론 책임을 외노협을 중심

으로 한 이주노동운동 진영에만 묻는 것은 과도한 평가일 수 있다.	 노조단체 또한 

이주노동 문제와 관련해 주도성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이나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노동부와 이주노동운동세력은 각자

의 가치나 이해와 관련해 중첩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와 운동 간의 전략적 협조,	 그리고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운동 간의 적

자신문』 1997/07/08, 1). 
89) 박경태(2005, 99)에 의하면 “열등한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서구를 중심·표준·이상으로 

보고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를 주변·비정상·이탈로 봄으로써 우리와 그들을 문명-야만의 
구도로 보는 우리의 ‘역전된 오리엔탈리즘’(김원, 2005: 8)에서 나오며, 아시아를 서구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비하하고 타자화하는 우리 안의 ‘복제 오리엔탈리즘’(이옥순, 2002)
에서 나온다. 그들을 비하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서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며, 그들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이방인을 제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순수한 혈통의 신화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한국 사회는 아
주 사소한 정도의 차이를 갖는 사람들의 존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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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연대 창출의 실패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동원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배경 요인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 가운데 다수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행

을 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웠

고,	 이주노동자 공동체 역시 대체로 자조나 상조 중심의 활동을 수행할 뿐 공동체

들 간의 연결망 구축과 연대 형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박경태 2005,	108~10;	 송종호 2006,	 51~2;	 심보선 2007,	 64).	 즉,	 추방의 위협(deportability)	 속
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사적 혹은 시민적 결사 활동의 수준을 넘어 혹은 그러

한 활동과 병행하여 정치적 결사 활동인 공론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

려웠다.	 결국 대항-헤게모니 구성의 실패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현상 타파 운동에 적극 가세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매커니즘 창출의 실

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항-헤게모니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시 이주노동자 관

련 법제정에 우호적인 공중(a	 public)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설득 기제로 작동했을 

수도 있었다.	 당시에는 이주노동자 수가 20만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한

국사회의 접촉면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그런 가운데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재

현된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범죄와 위생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곤 했다.	 대항-헤게

모니 창출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실련 농성과 명동성당 농성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온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는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져 갔다.
1.1.2.3.	 정치적 제약·기회 구조와 투-트랙 구조의 온존

	 	 	 1997년 말에는 이주노동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발

생했다.	 첫 번째 변화는 이후 한국사회,	 특히 노동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IMF	
경제위기의 발생이었다.	 이주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경제위기는 커다란 

정치적 제약 구조를 의미했다.	 노동부는 경제위기가 실업 문제 등 노동시장에 미

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고,	 그런 가운데 

경제위기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 감소 국면에 들어가면서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이병하 2011,	 92).	 한편 경제위기로 

이주노동자 관련법 추진을 공론화하기도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운동은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주노동운동은 점차 상담지원단체 활동으로 바뀌면서 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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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화되었고 단속 규탄,	 벌금 철폐,	 자율귀환보장 등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수세

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운동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는 의제설정과정

에서 더욱 주변화되었고 노조조직화에 대한 계획이 도출되지도 못했다.90)	 경제위

기 국면에서 노조의 최대 관심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 문제였고,	 이주노동자들은 

자구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계와 권익을 지키려 노력해야만 했다.	 중소기업청

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도입 중단을 결정하고 법무부와 함께 이주노

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대체

고용 지원사업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실상 내국인 노동

자의 고용 문제가 국제연대의 원칙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최선화 2003,	 70,	 72).	 결국 IMF	 경제위기로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

자 문제에 대한 “외면의 시기”(최선화 2003,	 70)로 접어들었다.		 	 	 IMF	 경제위기가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제약 구조의 성격을 강하게 가졌다면,	 두 

번째 변화인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국민의 정부’의 출범은 투-트랙 이주노

동행정 구조의 타파와 권리 친화적 이주노동레짐 형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 구조

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앞에서 설명했던 1997년도 5~7월의 공박은 대선 

국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으로 부상시

켰고,	 당시 김대중 후보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약속했다(최선화 2003,	 58;	 이혜경 2008,	 126).	 또한 김대중 정부 출범은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를 보였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인권에 기초한 국가 정당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그렇기에 국민의 정부 출범은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해 현상타파

세력에게는 연수취업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관련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에서 연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기회 구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1997년 말에 나타난 제약/기회 구조 하에서 연수취업제도의 도입

으로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 금지의 정책 원칙에 균열이 나타났을 

뿐,	 기존의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고용(노동)허가

제 입법 추진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정부는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고용

허가제 도입을 포함해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에 설치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

해 연수취업제 시행을 전격 결정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 

90) 1999년 6월 8일 외노협 회의록에 나타난 민주노총 조직부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민
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 특히 외국인노동
자의 독자노조는 정서적 충돌을 일으킬 우려를 갖고 있다. 실제 추진과정에서 한국 노동자 
반응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박경태 205, 1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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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시행(1999년 12월 1일)되어 최저임금을 비롯해 강

제근로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 조항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지침에 명시된 “해
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단

서조항은 연수업체가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지침을 무용지물

로 만들었다(노동부 1999;	 이주·여성인권연대 2002,	 34~35).	 이후 2000년 여름에

는 이주노동정책 개선의 객관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했음에도91)	 불구하고 이주노

동자 관련 법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했고 여당의 입법 추진

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박석운 2002,	 184).	 오히려 정부는 2002년 7월 15일 개선

방안에서 산업연수제도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특히 이는 관료들의 밀실 합의에 

의해 관련 부처와 산하 단체들이 모두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관할권을 나눠 가

지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한 이권 단체가 늘어나

면서 경제적 기득 구조가 확대,	 강화되었기에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는 더욱 어렵

게 되었다(설동훈 2002,	 172;	 한준성 2015,	 347).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1997년 말에 나타난 제약·기회 구조 하에서 이주노동

자 관련법 제정을 통한 기존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타파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선 국가적 수준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

는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듯이 “헤게모니 부재”(최장집 2009,	 158)라는 제약적 상

황에 있었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과 치안은 여전히 지배적인 국가의 기능적 책무였던 것이다.	 또한

정권 출범 이후 자민련과의 공조 붕괴와 2001년 10·25	 재보선 및 2002년 6월 지

방선거에서의 참패까지 겹쳐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 추진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또
한 김대중 정부는 중소기업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기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는 중소기업집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

었다(이혜경 2008,	 127).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위시한 업계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도에 대

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다양한 방식의 반대 운동을 이어가면서 공동 대

응했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산업연수생제도 온존

91)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2000년 5월 1일에 당내에 구성한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기획단’
은 5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현장방문,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수렴 등 14차례의 회의 및
조사활동을 하고, 7월 26일에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종합의견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 (…)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는 페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었다(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15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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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정책적 논거와 담론적 자원을 확보하기도 했다(중소기업연구원 2001).	 이
처럼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노력은 집요했는데,	
심지어 2000년 3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박상희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

표들이 집단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기까지 했다(한준성 2015,	 347).
   반면에 현상타파세력은 대항-헤게모니 창출은 고사하고 내부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한동안 이주노동운동은 노동계와의 공

동 대응을 결여한 채 내부적인 혼선과 갈등을 보였다.	 이주노동운동 내 일각에서

는 경제위기라는 제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의 출범에 따른 기회 구조

의 의미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입법운동의 동력이 약화되

었다.	 초창기부터 이주노동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박석운의 평가에 따르면(박석운 2002,	 184~85),	
운동 진영 일각에서,	 청와대에서 추진하는데,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마당인데 하면

서,	 정부의 고용 허가제 입법 추진 의지와 입법 성사 가능성을 과도하게 확대 해

석한 채 투쟁 대오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등의 조직 분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런 가운데 정부의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은 이주노동운동 내 갈등과 분

화를 촉진시켰다.	 이주노동운동 내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고용허가제 안이 사업

장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1년마다 재계약 여부를 고용주가 결정하도록 하

고,	 해고 시 14일 이내 출국 조항으로 권리 구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용적 문제 제기는 생략한 채,	 ‘연수 제도 폐

지,	 고용 또는 노동 허가제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 사회 단체의 논리는 사회적 힘

을 가지고 고용 허가제와 노동 허가제의 엄연한 차이를 불식시켜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이윤주 2002,	 213~14).	 이러한 내부 비판은 이주노동정책 관

련 노선과 전략에 관한 견해 차이와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후 이주노동운동은 차

츰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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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포 이주노동정치 

1.2.1.	 이중적 동포정책

	 	 	 중국동포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

했다.	 이들은 중국의 공민인 동시에 한인(韓人)	 정체성을 가졌고,	 그렇기에 한국사

회로부터 동포로서 대우받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동포 업무는 1990년
대 초까지 체계적인 동포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

는 동포 지원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전형권 2008,	177).	 그런 가운데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 외무부에 ‘북방외교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내에 친족이 있는 중

국동포에 한해 초청의 형식으로 방문을 허용하고 이산가족들 간의 상호방문을 주

선했다(전달수 2010,	 24~25).	 이어서 정부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 친족이 

있는 중국동포에게 한국 방문을 허용하고,	 친족범위 확대나 초청연령 인하 등을 

통해 입국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적인 동포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이
진영 2011,	 287).	 김영삼 대통령은 “500만이나 되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문제를 앞

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라면서 내각 차원에

서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총무처 1995,	 7).	 당시 정부는 주로 재미동포들을 중심

으로 제기된 이중국적 허용과 교민청 신설 등의 요구에 직면해 재외동포의 거주

국 내에서의 적응 지원과 재외동포와 모국의 유대강화를 목표로 재외동포정책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전형권 2008,	 178).	 특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995년 12월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추진 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외동포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이정은 2013,	 314).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 관련 교류행사와 

지원업무를 신설되는 재외동포재단에 맡기고,	 국무총리실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심의관을 두어 관련 부처들의 재외동포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

다(『매일경제』 1995/12/19,	 2).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될 무렵 재외동포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 것이 중국동포에 대한 사기피해 문제였다.	 특히 당시 

중국 동북 3성 내 한국어 매체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면서 조선족 사회 내 불

만과 ‘반한’감정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12월 4일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당시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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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는 동포사회 내 반한감정의 고조에 따른 국가의 위신 추락,	 중국 정

부와의 외교 문제로의 비화,	 북한의 대남 선전전 활용 등을 우려했다(『경향신문』 1996/12/05,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초청연령 인하 등으로 중국동포의 국내 방

문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연수생 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경

향신문』 1996/12/05,	 1;	 임계순 2003,	 339).	 	 	 한편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화된 동포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채택된 가장 대표적인 동포정책은 “동포포용정책

의 중요한 시발점”(곽재석 2012,	 36)으로 평가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제정이었다(1999년 12월 3일 시행).	 재외동포

법의 시행으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외국적 동포는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출

입국 및 취업의 혜택,	 즉 5년 체류 기한의 복수비자(F-4)를 부여받게 되었다(곽재

석 2012,	 36~37).		 	 	 그러나 재외동포법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배제하는 제

도설계에 입각한 것이었다.	 첫째,	 재외동포법은 혈통주의 대신 과거국적주의를 채

택했다.	 재외동포법 2조에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은 사실상 법적용 대상

에서 제외되고 말았다(이진영 2011,	 288~89;	 이정은 2013,	 315).92)	 둘째,	 재외동

포법은 재외동포(F-4)의 단순노무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중국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곽재석 2012,	 37).	 결국 이러한 제도적 제약에 의

한 배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재외동포법 시행 이후 2000년~2003년 

사이에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은 91,062명 가운데 중국 동포는 16명,	 구소련 동

포는 22명뿐이었다.93)	 	 	 이처럼 중국 및 구소련 동포의 입장에서 볼 때 재외동포법은 ‘민족포용정책’과 

거리가 멀었다.	 재외동포법은 탈영토화된 한민족의 관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92)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배제시킨 효과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의
한 것이다(이철우·이호택 2009, 180). 시행령 제3조는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
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했다.

93) 같은 시기 미국 동포 74,216명, 캐나다 동포 7,342명, 호주 동포 4,750명이 재외동포 비
자(F-4)를 발급받아 입국했
다.<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Print.html?idxno=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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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계서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Seol	 and	 Skrentny	 2009)을 만들어 

내는 모순성을 드러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로 국내에서 취업하는 자들은 

대체로 ‘고급’인력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자격,	 활동,	 기간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편

의를 누릴 수 있었다.	 반면에 취업관리제를 통해 입국한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단

순기능 외국인력으로서 법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

시장에 배속되었다.	 결국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중국동포의 불만과 동포 간 차별

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차츰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동포사회와 동포 지원단체

들은 재외동포정책 개선을 요구하면서 재외동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

다.94)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우회한 일련의 행정적 대응책들을 실

시했다.	 2001년 12월 20일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외국인산

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을 통해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 더 많은 연수(취업)
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산업연수생 선발 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2002년 3월 25일~5월 29일)을 설정해 미

등록 체류자 가운데 자진신고자에 한해 1년 가까이 체류와 취업을 인정해 주었

다.95)	 이 외에도 정부는 2002년 7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 대해 모국 친척방문 

연령을 45세 이하로 인하하고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모국방문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96)	 	 	 정부가 시행한 보다 획기적인 조치는 동포 이주노동자의 단순노무업종에서의 

정식 취업을 허용한 ‘취업관리제’의 시행(2002년 12월)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로운 점은 취업관리제가 분명히 동포정책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

포정책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재외동포정책위

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에서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94) 2001년 11월 29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의하면 “정
부수립이후이주동포(주로 재미동포, 그 중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 1세)의 요망사
항은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해결된 반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주로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
입국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기회를 차단당하였고, 법무부가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
에서 마련한 보완대책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

95) 그 결과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265,848명 중 92.3%인 255,978명이 신고했고, 이 가
운데 중국동포는 91,736명으로 가장 많았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2002, 104; 『노동일보』 2002/06/03, 1).

96) 이후 2004년 6월부터는 만 25세 이상인 자도 친척 초청 범위에 포함되었다(곽재석 201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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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지 못했다(이진영 2011,	 289).	 재외동포정책 추진 구조는 지휘계통(외교

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과 집행기관(재외동포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와 기타 부서들로 분산되어 있었다.	 결국 동포 이주노동자와 관

련한 문제는 또 다시(혹은 여전히)	 ‘외국인력’의 범주로 다루어졌다.	 외국인산업인

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 11월 25일 관련 부처 간 합의에 따라	 중국과 구소련 

출신 동포에 대해서 제한된 서비스업 분야의 단순노무업종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

다(곽재석 2012,	 39;	 <표8>	 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취업관리제는 출입국관리법령의 ‘체류자격외활동허

가’를 활용함으로써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변형해 적용한 제도였다.	 즉,	 혈족 8촌이

나 인척 4촌 이내의 국내 친인척의 초청을 받아 방문동거(F-1-4)	 비자를 발급받은 40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이 적용 대상이었다(곽재석 2012,	 39).97)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에 방문동거 체류자격 

입국 동포의 국내 취업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동부는 2002년 12월 6일 ‘방
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설동훈 2002,	 168;	 곽재석 2012,	69).

<표8>	 취업관리제의 취업 분야,	 내용,	 도입 인원 

구분 취업분야 취업내용 취업허용인원1군 음식점업 음식서비스종사원(홀써빙원),	 주방보조원 등 17,500명

2군

건축물·산업설비 청소업 주거·상업·산업용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 2,500명사회복지사업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의 사회복지보조요원,	
보육사(보모)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공공장소 청소 등

3군
간병인 환자 및 노인에 대한 간병 5,000명

가사 서비스업 개인 가정의 요리사,	 가정부,	 보모(유모)	 등	 	 *	 출처:	 법무부·노동부(2002)98)
97) 이후 적용분야는 건설업(2004년 7월)으로 확대되었고, 연령 기준은 40세에서 30세(2003

년 5월)로, 다시 25세로(2004년 7월) 완화되었다.
98) 3군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고용주는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민간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보수체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동북아신문』 2003/01/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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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관리제의 특징을 보면 우선 취업관리제는 재외동포법의 결과 나타난 동포 

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방식은 비-동포 이주노동자에 비해 국내 

연고를 가진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 고용 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

만 취업관리제는 특별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하여 비-동포 

외국인에 비해 외국적 동포에게 고용상의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동포와 비-동포 

이주노동자 간 차별을 부각시켰다(설동훈 2002,	 156).99)	 또한 동포 간 차별 완화 

정책으로서의 취업관리제는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동포 간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즉,	 무연고 동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취업관리제는 무연고 

동포와 연고 동포 간에 제도적인 차별을 낳게 되었다.	 	 	 다음으로 취업관리제는 출입국관리법령의 연장에서 설계된 제도로서 정식 취

업을 허용하면서도 법적 ‘근로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발상

에 기초한 제도였다(설동훈 2002,	 166).	 우선 취업관리제 이주노동자는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채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받아 일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나 (다수가 여성인)	 가정부와 간병

인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법무부·노동부 2002).	 또한 법형식적으로 노

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더라도 실제 행정에서 근로감독 기능은 여전히 미비한 상

태였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리제의 운용 과정에서,	 특히 취업허용 업종 및 정원과 관련

해서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내국인 고용보호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예컨대 취업관

리제 하에서 도입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졌다(곽재석 2012,	 39).	 다시 말해 이는 국내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이들이 우선적인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재외동포법 시행 이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인정받을 수 없는 중국

동포들은 동포 간 차별 완화라는 미명 하에서 채택된 취업관리제 하에서 “본격적

으로 외국인력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곽재석 2012,	 39).	 차별의 완화가 차별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주노동정책으로서의 취업관리제는 중국동포

들을 여전히 ‘외국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동포

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일반 외국인에 타당한 것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단순기능외국인력 정책에 있어서 혈연 외국인과 일반 외국인이 

99) 유일한 합법적 취업의 길이 연수취업제였던 여타 이주노동자와 달리 국내 연고를 가진 
동포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정식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연수취업제와 취업관리제로 두 가
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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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이철우·이호택 2009,	 183).
1.2.2.	 동포 이주노동정치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지속

1.2.2.1.	 ‘동포 이주노동정책’의 추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을 포함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중 한국계 

중국인들은 가장 큰 인구 집단을 형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

주노동정책이 동포정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또한 중국동포 

중 절대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노동이주)을 택한다는 사실은 동포의 출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정책이 이주노동정책의 성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

처럼 동포정책과 이주노동정책은 정책적 효과의 측면에서 상호중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서 주목하는 것은 ‘동포 이주노동정책’
을 둘러싼 정치이다.	 초기 동포 이주노동정책은 대체로 앞선 장에서 논의한 투-트
랙 이주노동행정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에 대

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력으로 규정되고 관

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들어서 동포정책 추진체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동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에 들

어선 이후 ‘교포’라는 용어 대신 정서적 유대를 상징하는 ‘동포(同胞)’라는 용어가 

공공담론에 자주 등장했고,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도 정부의 인구통계 분석의 대상

이 되었다(이철우·이호택 2009,	 179).	 김영삼 정부 하에서 시작된 동포정책의 본격

적인 제도화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995년 12월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이는 곧 정부의 동포정책

으로 채택되었다.	 이 방안은 앞서 설명했듯이 크게 재외동포의 ‘한국에서의’	 체류 

및 경제활동의 편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문화

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두 축으로 한 것이었다.	 	 	 동포정책은 이같은 정책 방향 하에서 이루어졌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

화되었다.	 첫째,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다.	 애초에는 재외동포업무 종합 추진 전

담기구로 ‘교민청’	 설치에 대한 (주로 재미교포들의)	 요구가 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재외동포재단법(1997)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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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이 설치되었다.	 둘째,	 1996년 2월 29일 대통령 훈령 제63호에 근거

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동포문제와 관련한 정부 

내 최고 정책심의결정기구로 신설되었다(이진영 2002,	 153).	 동포정책이 이주노동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갖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이주노동정책에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1996년부터 사

회문제로 불거져 정책적 관심사가 된 중국동포 사기피해 문제는 재외동포정책위

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었다.
1.2.2.2.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형성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의 유형은 다양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돈

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였다.	 심지

어 한 중국동포는 한국행을 알선해주겠다는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내면서까지 모은 1,200만원을 잃은 뒤 그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취업해

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28~29).	 중국동포가 겪은 수많은 개별적 사기 피해들의 기저에는 서로 밀접

하게 관련된 세 가지 요인들이 깔려 있었다.		 	 	 첫째,	 공식적인 입국 및 취업의 경로가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중국동포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입국 경로는 친지초청에 의한 방문,	 산업연수,	 그리고 한국인과의 

결혼 정도였다.	 그리고 연수취업제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게다가 중국동포 연수생 도입 규모는 1994년(5,669명),	 1995년(2,195명),	1996년(2,903명),	 1997년(1,928명),	 1998년(1,05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중소

기업중앙회 2012,	 377).	 이처럼 제한적인 공식 유입 및 취업 경로는 조선족 사회 

내 한국행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한 열망과 간극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사기 피해

를 낳은 배경요인이 되었다.	 	 	 둘째는 민간위임의 방식으로 운용된 산업연수생제도이다.	 민간 위탁은 공공성

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특히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 정부에서 연수추천

단체로,	 연수추천단체에서 현지 송출기관으로,	 다시 송출기관에서 하청업체로 연수

생 모집 과정이 연쇄적으로 위탁되면서 고액의 송출 수수료와 온갖 비리가 발생

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중국 정부의 관리 부실이다.	 한국 정부가 정부 대 정부 간 방식의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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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 대신에 산업연수생제도를 택했던 것은 중국 정부와의 외교 문제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위임의 방식에 기초한 제도

운용에 의해 양국 모두에서 국가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국의 경우 정

부소속 회사나 성(省)에서 지정하는 회사가 오히려 정부나 성 자치주의 재정자립

도와 조세수입을 이유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을 바라는 조선족으로부터 고

액의 수수료를 취득했으며,	 송출업체의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국회사무처 1995,	 25~26,	 35).	 이에 더해 중국의 높은 사채이자 부담(연
리 5부에 이르기도 함)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바라는 중국동포의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한 상조회 성격의 결사체이자 일

종의 대표체인 중국노동자협회(1995년 3월 26일 결성)는 2~3년의 체류 기한을 보

장하는 정주여권제(定住旅券制)	 실시와 친인척 방문 합법화,	 매년 20,000여명의 한

국계 중국인 수용,	 내국인과 동등 대우 및 자유로운 직장이동 보장 등의 자유왕래 

및 노동허가를 골자로 하는 정책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설동훈 1998,	 269).	 또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
러나 이같은 요구는 행정권력이나 정책결정기구와의 연결망 부재 속에서 사실상 

묵살되었고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불만과 조선족 사회 내 반한 감정은 계속해서 

확산되었다.100)	 그런 가운데 발생한 중국노동자협회 탄압(1996년 7월)과 페스카마

호 사건(1996년 8월)은 중국동포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동북 3성 내 한국어 언론 매체들은 조선족 피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임계순(2003,	338)에 의하면,
1996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중국 동북 3성의 한국어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 

100) 중국동포의 반한 감정은 일본 사회에 대한 일본계 브라질인의 불만과 사뭇 대조된다. 일
본의 동포 이주노동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니케진(일본계 외국인) 정책의 경우 사실상 노동
허가제로서 적어도 법형식상으로 안정적인 체류와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해 주었다. 이처럼 
한국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이 낮은 상황에서 일본계 브라질인(2세, 3
세)이 겪는 어려움은 동포에 대한 ‘차별’에 앞서 일본인과 외모나 언어 구사 등에서 비슷
하다는 이유로 일본 주류 사회로부터 받는 ‘동화’의 압박이었고, 그 결과 이들의 브라질인 
정체성 내지는 인정(recognition) 요구는 일본 체류 중에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Tsuda 2002). 이에 비해 중국동포의 불만에는 차이를 무시한 동등한 취급에 대한 스트레
스가 아니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차별’에 대한 분노의 정서가 강하게 나
타났다. 물론 이는 일본사회에서의 니케진에 대한 차별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했다. 혈연을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과 모순되게도 이들은 
“진정한 일본인(true Japanese)”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곤 했다(Yamanaka 200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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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서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교류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었

다.	 『연변여성』,	 『청년생활』 등 대중 잡지와 『장백산』을 비롯한 문학 잡지들도 사

기를 소재로 하는 실화를 실어서 사회 쟁점화하였다.	 (…)	 어떤 이들은 일련의 사

기 사건을 중국 조선족 백년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한국전쟁’과 같이 또 한 

차례 동족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일본인이 1920년에 저지른 ‘경신년 대

토벌’과 같은 사건으로까지 취급했다.
	 	 	 또한 중국동포 3세인 김재국이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쓴 『한국은 없

다』가 발간되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김재국 1997).	 한편 그런 가운데 중국동포들은 ‘동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에 기반한 담

론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차별’과 ‘인정’을 본격적으로 요구

하기 시작했다.	 당시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창이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의 내용

은 이러한 두 가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한겨레21』 1996/10/31,	 48	 강조).	
조선족을 다른 해외동포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다른 해외동포는 자유롭게 방

문을 허용하면서 조선족에게만 친척방문의 조건을 55세 이상,	 그것도 90일 동안만

이라고 정한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조선족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보

다 우선 채용해야 한다.	 연수생의 취업제한을 없애고,	 이들을 우선해 취업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동포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조선족 문제는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이

기도 했다.	 동포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이들의 권익 문제를 사회운동의 관점에

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당사자인 중국동포들 역시 자신들의 불만을 조직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먼저 지원단체의 대응을 보면,	 외국인노동자피

난처가 1996년 10월~1998년 1월에 두 차례 중국의 연길·심양·북경·하얼빈·목단강·
장춘 지역에서 한국 초청 사기 피해자 실태 조사 및 피해자 등록 실시했고 이후 

한국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 구제 활동에 나섰다(임계순 2003,	 340;	
『한겨레21』 1996/10/31,	 41).	 조사 결과 연길에서 4,00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고

소장을 냈고,	 장춘·하얼빈·심양에서도 2,000여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규모는 1
인당 3만 위안으로 볼 때 1억8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180억 원에 달했다(『한겨레21』 1996/10/31,	 42).	 또한 1996년 10월 5일에는 25개 사회단체들이 재중동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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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벌여나갔다(임계순 2003,	 338~39).	 	 	 당사자인 사기 피해 동포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회구조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조직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6년 10월 11일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이례적으로101)	 조선족 피해자 200여명이 한국정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다(『한겨레21』 1996/10/31,	 42).	 이들은 자체 연락망을 통해 

참가자를 모으고 장소를 마련해 집회를 여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한 이들은 집회에 이어 10월 15일에 ‘한국초청사기 피해자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협회의 이영숙 회장과 피해자 대표인 최미화 씨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초청으로 1997년 5월 16일에 입국해 사기 피해 실상을 알리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외국인노동자보호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임계순 2003,	 341;	 『인권하루소식』 
제896호,	 1997/06/03).	 이들은 MBC,	 SBS	 등 주요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와의 간담

회를 통해 도움을 호소했다.	 또한 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은 6월 2일부터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에서 조선족 사기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노동

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13일부터는 무기한 단식을 결행했다.	 	 	 이처럼 동포 지원단체와 동포 조직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동포사기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해나갔고,	 이는 본격적인 동포 이주노동운

동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 정부가 민감해 하는 재외동포법 제정

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입법 등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개선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시민사회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은 ‘조선족 문제’에 대한 정치사회의 반응을 

견인했다.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당 내에 조선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했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1997년 1월 19일)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

쳐서 1997년 6월 23일 정부에게 조선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 쿼터를 할당하

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체류 기간을 조정할 것,	 산업연수생제도를 외국인노동자 관

련 입법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임계순 2003,	 339~40).	 특히 마지막 요구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사

회활성화지원방안의 한 축이었던 재외동포 관련 법제정의 시도가 야당의 요구에 

의해 다시금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대선 국면 속에서 여여 국회의

101) 박우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대혁명시기 연변을 포함하여 중국에는 거센 계급적·이념적 
대결이 일어났다. 이때 부분적으로 조선족들도 강력한 집합행동에 참여했지만 개혁개방 이
후, 특히 1989년 이후 이런 집합행동은 중국 정부에 의해 원천봉쇄되었다.”(박우 2011, 
248)



- 134 -

원들 간의 경쟁적인 재외동포기본법안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102)	 그러나 동포정

책에 관한 최고정책심의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 채 임기응변식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2.2.3.	 한중외교 관계와 행정 부처의 태도

	 	 	 조선족 문제의 공론화로 촉발된 시민사회의 동포 이주노동운동과 정치사회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체로 미온적이었다.	 정부는 조

선족 사회 내 ‘반한’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차 

회의(1996년 12월 4일)에서 동포 대상 사기범죄 처벌 강화,	 초청연령 인하 등 국

내 방문요건 완화,	 산업연수생 배정 규모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경향

신문』 1996/12/05,	 1;	 임계순 2003,	 339).	 이후 1997년 6월에는 고건 총리가 직접 

중국동포들의 농성장을 찾았고 사기피해자를 위한 대책 수립을 부처들에 지시했

다.	 그 결과 중국동포 피해자를 산업연수생으로 특별 입국시키는 방안이 확정되었

다(『동북아신문』 2001/11/24,	 3).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재외동포나 외국인노동자 관련 입법이 아니라 

기존의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시민

사회나 정치사회의 요구 내용과는 큰 괴리를 보였다.103)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어째서 과감한 동포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지 않았는가?	 다양한 원인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

인들로서 한중 외교관계의 정치적 제약 구조와 유관 주무 행정 부처들의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외부적 요인으로 한중 외교관계의 맥락이다.	 한국계 중국인인 중국동포

는 한인(韓人)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공민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

부의 동포정책에 상당히 민감했다.	 50개가 넘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통치해야 하

는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소수민족 집단의 동향과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예의주시

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한중수교에서 양국의 공동성명(1992년 8월 24일)의 

102) 한나라당 제정구 의원 대표발의(1997년 10월 15일)와 새천년국민회의 김원길 의원 대표
발의(1997년 11월 5일)가 있었으나, 이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03) 1997년 12월에 제정된 법무부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재중 한인을 중화인민공
화국(1949년 10월 1일)의 창건과 함께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
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이 날 전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을, 
이 날 이후 출생자는 ‘귀화’를 해야 했는데 정부는 2001년까지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허가를 얻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이철우·이호택 2009, 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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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항에 나타난 “상호 내정불간섭”은 조선족 사회를 포함한 소수민족 집단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04)	 또한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

과 조선족 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따른 조선족 사회 내 한국에 대한 동경의 분위

기나 한국 문화의 영향에 따른 중국에 대한 애국심과 공민으로서의 단결력 훼손 

등을 염려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티베트와 신강에 이어서 소수민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했다(임계순 2003,	 330~31).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동북 지역 진출을 견제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적극적인 동화 정책을 실시

하고 한족(漢族)을 조선족 자치주로 이주시키고 조선족 대신 한족 출신을 당서기

로 임명하는 등 연변 자치주의 실권을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실

시했다(임계순 2003,	 332~33).105)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인식과 반

응을 동포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내부적 요인으로 행정부처의 인식과 태도이다.	 보다 과감하고 포용적인 

동포정책이 제도화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동포정책의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

와 법무부의 인식과 태도였다.	 우선 관련 행정 부처들이 동포정책 논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공민’인 중국동포를 한족과 달리 특별 대우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경

계한다는 것을 정책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했다(『동북아신문』 2001/12/18,	 9).	 법
무부도 중국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이 중국 정부와의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철우·이호택 2009,	177).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중외교관계라는 외적 제약에 대한 부처들의 

우려를 과대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첫째,	 한중외교의 외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

실과 제약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며,	 제약의 정도는 일정 정도 그 제약을 바라

보는 주체의 관점과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관료조직은 자체의 이해,	
이념,	 가치관,	 실행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주체

들이다(강원택 2006,	 306~7).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행정 부처들이 단순히 

104) 두 번째 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
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
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한
겨레』 1992/08/25, 3)

105)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흑룡강성 하얼빈 시에서 개최가 예정된 ‘조선족 민족 축제’의 
중단,	 조선족 신문인 ‘흑룡강 신문’에 대한 지원금 삭감,	 조선족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 축
소,	 연변 자치주의 텔레비전 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30%로 제한 등이 있었다(임계순 2003,	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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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반응에 대한 우려에 함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혜경이 지적했듯이 유관 주무 행정 부처들은 오히려 국내 노동시장 통제력 

훼손이라든지 국가안보 문제와 같은 국내 사정에 대한 고려를 더욱 중요하게 고

려했다(Lee	 2010,	 577).	 특히 법무부와 노동부는 생산성과 치안 중심의 국가 통치

틀 내에서 중국동포의 자유왕래나 대거유입에 따른 치안 불안과 노동시장 교란 

등 여러 국내 사회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이러한 대내적 요인에 대한 강조는 한 

외교부 인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관 총영사는 중국

동포의 한국 입국을 개방하게 되면 이들이 일시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한겨레21』 1996/10/31,	 49).	 결국 

동포정책과 관련한 주무 행정 부처들이 보여준 이같은 회의적 태도를 보면 부처 

간 조정 기구의 성격을 가진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왜 중국동포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는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1.2.2.4.	 재외동포법령 제정:	 동포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동포정책

	 	 	 이상에서 보듯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된 동포정책

은 결국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감한 포용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동포 (지
원)단체들과 정부 간의 정책적 연결망이 미비한 가운데 추진된 문민정부의 동포 

이주노동정책은 여전히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틀에 갇힌 채 임기응변식 대응을 

넘어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변경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중국동포 사회 내에서 포용적인 동포정책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기대감의 이면에는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이 보여 왔던 생

산성―치안 중심의 통치와 달리 인권에 기초한 국가 정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이라는 또 다른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나 ‘통일대통령’보다도 ‘인권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오창익 2011,	 61).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그

러한 통치 지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현상 타파를 위한 정치적 기회 구

조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 측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공약했고,	 1998
년 6월	 방미 시에는 재외동포법 제정을 약속했다.	 1998년 정부의 ‘재외동포의 법

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재외동포재단법과의 법적 일관성을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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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주의의 관점에서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

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유왕래,	 참정권,	 공직취임

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제안했다(이철우·이호택 2009,	180;	 이정은 2013,	 315).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은 좌절되었고 재외

동포법령의 경우 제정은 되었지만 동포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

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외동포

법 제정 과정에 집중해 설명하도록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

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시켜 법을 제정했다(1999년 12월 시행).	 이로써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동포의 수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포함해 대략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106)	 이처럼	 재외동포법령은 “배제의 의도에서 부린 작문의 기교”(이철우·
이호택 2009,	 182)의 산물이었다.	 이에 대해 한 중국동포는 “부잣집에 시집간 딸

은 딸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딸이 아니냐”며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의 동

포 간 차별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필자 인터뷰,	 2013년 6월 9일).	 	 	 그렇다면 이처럼 재외동포법령이 동포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동포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두 가지 정치적 제약 구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 거주국과의 외교관계와 IMF	 경제위기이다.	 첫째,	 재외

동포 거주국 정부들의 반발이다.	 우려나 반대의 입장을 표한 국가들은 중국,	 미

국107),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 입

장을 표출한 것은 중국 정부였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혈통주의를 내세워 자

국의 공민인 조선족을 재외동포법상의 동포로 포함시키는 것은 주권침해 행위라

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노동일보』 1999/08/20,	 14).	 당시 한국을 방문한 양

원창 중국 외교부 아주담당 부부장은 외교통상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중국 내 조

선족 사회와 양국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사실상 재외동포법 제

106) 김해성(2006a, 160)에 의하면 약 700만 명의 재외동포 중 중국과 구소련 동포,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이 제외되었다. 또한 『노동일보』
(1999/08/20, 14)에 의하면 전체 재외동포 550만여 명 중 조선족 200만 명, 고려인 50만 
명, 무국적 재일동포 15만 명 등 265만 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동북아신
문』(2001/11/24, 14)에 의하면 650만 재외동포 중 중국의 200만, 러시아의 50만, 일본의 
40만(조선적 동포, 일본에 귀화한 동포 등), 미국의 초기이민자 1만여 명 등이 제외되었다.

107) 당시 미 국무부 재외국민과장인 케빈 허버트(Kevin F. Herbert) 명의의 서한 통보에는 
한미투자협정과 배치, 영사측면에서 차등 대우, 비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차등 대우 등이 
지적되었다(김봉섭 2002,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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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김봉섭 2002,	 87).	 둘째,	 IMF	 경제위기 하에서 불거진 국내 

실업문제는 동포 이주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나 권리 보호의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

나 정책적 의제 설정에서 더욱 주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포 이주노동자의 권

리운동을 위축시켰다.		 	 	 하지만 제약 구조의 영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은 동포 이주

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운동이 크

게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국가 행위자들이 ―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	 이해,	 능
력을 고려해 그러한 제약 구조를 해석하고 대처해 나간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루 행정 부처들의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외교통상부

는 국제적 관행이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혈통주의에 입각한 입법이 국제

법 원칙에 반한다는 점108),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규정을 과거국적주의에 맞도록 수정할 것

을 강하게 요구했다(국회사무처 1999,	 11,	 19).	 그러나 국제법과 한중외교관계라는 

대외적 요인 못지않게 부처 간 각축이라는 내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외

동포법의 주무 추진 부처는 법무부였는데 이는 외교통상부가 이전까지 주무부처

로서 담당해 오던 재외동포업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법무부로 이관되는 것을 

의미했다(김봉섭 2002,	 85).	 이에 외교통상부는 부처 간 각축에서 밀리는 것에 대

한 우려 속에서 재외동포법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

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당시에 동포정책과 관련한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재외동

포정책위원회는 아예 소집되지도 않았다(이진영 2002,	 153).		 	 	 다음으로 IMF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해석이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본격화된 동포정책은 정권교체 이후 IMF위기의 맥락에서 그 정책적 의미가 새롭

게 해석되었다.	 즉,	 민족포용정책의 측면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의 정책적 도구로서

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었다(이철우·이호택 2009,	 180;	 Kim	 2008,	 587~88;	 『동북아

신문』 2001/12/18,	 4).	 금융위기를 맞아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유치와 활성화가 절

실했던 김대중 정부에게 재외동포는 위기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그런 점에서 주로 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하는 중국동포의 ‘가치’는 

108) 한국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이 문제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의하면 “미국 국무성에서도 워싱턴 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가 물으니까 미국 국무성 정책과장의 답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국적을 
가진 자국민에 대해서 출입국과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더 보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국제법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과거국적주의로 
바꿨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주의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요.”(국회사무처 199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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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었고,	 오히려 국내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회정책적 부담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정권 

내에서 재외동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결집되지 못했다.	 공동정권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국무총리도 “정부가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지만 이들이 본국의 동향에 필요이상의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김봉섭 2002,	 86~87).	 	 	 결국 재외동포법령은 ‘탈영토화된 민족’을 전제로 하면서도 정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동포를 제외하는 모순성과 차별성의 특징을 보였다.	 즉,	 재외동포법은 단

순기능직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외’동포법이 되고 말았다.	 수많은	 중국동

포 이주노동자들은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기능 외국

인력으로 간주되어 불법과 편법을 활용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의 틀 속에서 관리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동포들의 이러한 불만은 동포 이주노동운동

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재외동포법 제정

이 법에서 배제된 동포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지원단체에게는 재외동포법 개정운

동과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를 위한 정치적 기회 구조를 제

공해 주었다.
1.2.2.5.	 ‘동포 이주노동정치’의 한계

	 	 	 동포 지원단체들은 재외동포법에 대해서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과 평등권 침해

를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	 중국동포의집(김해성 목사),	 조선족선교복지센터(임광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단체들,	 그리

고 지구촌동포청년연대(Korean	 International	 Network,	 KIN)의 역할이 중요했다(이
정은 2013,	 318).109)	 특히 동포 이주노동운동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교회 단체의 

주도성이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이자 “대규모 집

회와 회의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갖는 장소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이정은 2013,	 321).	 교회가 가진 이같은 자원들의 적극적인 활용,	 교회 단체 지도

자들의 리더십,	 그리고 동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담론 생산 활동 등이 동

109) 이 가운데 특히 서경석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재
외동포법 제정을 앞두고 1999년 6월 6일 서울 구로동에서 창립된 조선족교회는 2000년에 
중국동포의 합법적 체류를 주장하면서 ‘조선족동포 대변지’를 자처하는 『동북아신문』(월2
회 발행, 24면 타블로이드판)을 2001년 10월부터 발행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후 수많은 
중국동포들이 조선족교회에 등록하였다(이은정 2013, 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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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이주노동자들의 불만과 결합되면서 동포 이주노동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

었다.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법이 국회를 통과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40여명의 동포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때 일부 중국동포들과 

서경석 목사는 단식농성을 했다(『동북아신문』 2001/12/18,	 4).	 농성 기간 중에 ‘동
포차별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서명운동,	 헌법소원,	
법개정 운동을 과감하게 벌여나가기로 했다(『노동일보』 1999/08/20,	 14).	 또한 1999년 10월 1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선족상조협회,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등 11개 나라 동포들로 구성된 ‘재외동포지위향상추진협의회’가 창립되어	 재외동

포법 개정과 재외동포 지위향상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고 국내 체류 조선족과 중

앙아시아의 고려인,	 조선족 사기피해자,	 북한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기

로 결의했다(『경향신문』 1999/10/2,	 13).		 	 	 또한 동포 이주노동운동은 거리의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이라는 제도적 전장을 

활용한 투쟁을 병행했다.	 1999년 8월 23일 중국동포 3인(조연섭,	 전미라,	 문현숙)
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노동일보』 1999/08/24,	1).	 헌법소원 내용의 골자는 역사적 책임과 권리의 형평성이었다.	 첫째,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도 우리동포임이 분명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 일정동포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둘째,	 “재외동포

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셋째,	 “재외동포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

고”,	 넷째,	 “재외동포의 기준을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로 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이은정 2013,	 322).	 	 	 이후 2001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동북아신문,	 서울조선족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외노협,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집,	 조선족사기피해자협회,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이 ‘재외동포법개정 대책협의회’	 결성을 추진하면서 헌법재

판소가 재외동포법의 동포 차별을 인정하고 법의 형평에 맞추어 판결할 것을 요

구했다(『동북아신문』 2001/11/24,	 5).	 또한 중국동포들은 2001년 11월 26일 출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외동포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서울 중국동포의집에서 중국동포들이 단식농성에 돌

입했다(『노동일보』	 2001/11/27,	 3;	 인권하루소식 제1750호,	 2000/12/02).	 	 	 시민사회 내에서 동포와 지원단체의 저항운동이 확산되고 조직화되는 가운데 

정치사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재



- 141 -

판소 판결(2001년 11월 29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	 2001년 10
월 9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동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중국과 구소련 동포 문제의 근본 해소책이 자유왕래 허용임을 밝히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동북아신문』 2001/10/30,	 1,	 3).	 이에 한나라당 이

주영 의원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법

적용 대상자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한민족의 혈통을 확인받은 자”로 규정

함으로써 정부가 법무부 등의 유권 해석을 통해 중국동포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

다(『동북아신문』 2001/11/24,	 3).	 한나라당은 이처럼 동포정책을 이슈화하면서 법 

개정의 현실성이나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집권여당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

를 가질 수 있는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동시에 동포 포용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

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국회가 2003년 말까지 

법률 개정의 책무를 갖게 되면서 한나라당의 법률 개정 추진의 정당성은 보다 확

고해졌다.	 또한 이에 반응해 2002년 1월 4일에 국내외 사회단체로 구성된 재외동

포법개정대책위원회가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법 개정의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노동일보』 2002/01/05,	 1).	 그러나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실제 법 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한중국대사 리빈(李濱)은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대가정(大家庭)”의 일원,	 즉 중국 

공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속지·속인 관할권을 

갖지 않으며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동북

아신문』 2001/12/18,	 7;	 이진영 2002,	 143).	 또한 중국은 입법조사 활동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던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소속 여야 국회의원 4명(민주당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황우여,	 이주영,	 서상섭 의원)과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가 

신청한 입국비자 발급을 이례적으로 거부하고,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북아신문』 2002/01/14,	 2;	 『노동일보』 2001/01/08,	 2).	 	 	 하지만 동포 (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동포정책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가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한나라당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부의 동포정책을 적

극 비판하는 가운데 동포정책은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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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로 인해 동포 이주노동

자의 생활 안정과 귀국 보장 수준의 대통령 지시가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벌금 

면제기간을 설정했지만 이는 이후의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었

다.	 이어서 정부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산업연수

생제도의 개선대책’(2001년 12월 20일)에는 동포 이주노동운동 일각에서 주장한 

연수생 선발 시 한국어 시험 실시 외에는 별다른 동포 배려 정책을 찾을 수 없었

다.	 오히려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 방침을 통해 동포 이주노동자의 분노를 샀다.	 한
편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2002년 3월 25일~5
월 29일)는 연수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이 활발한 가운데 기대했던 전향적인 사면 조치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였다.	 즉,	1992년의 자진신고 조치와 유사한 또 한 번의 ‘시한부 합법화’(=일시적 추방유예)
였을 뿐이다(이윤주 2002,	 211~12).	 	 	 이후 2002년 7월 15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서

는 동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가 포함되었다.	 이는 40
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한해 총 2년간 제한된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이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취업 기회

를 확대시킨 정책으로서 연수취업제 도입으로 균열이 발생한 단순기능외국인력 

국내 취업 금지 원칙,	 더 나아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와해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취업관리제는 연고를 가진 동포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고 

취업의 영역도 일부 서비스 업종에 제한되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자격 외 활

동 허가’	 조항을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재

외동포(F-4)에 비해 권리와 처우 수준이 크게 낮았다(설동훈 2002,	 166).	 더욱이 

정부는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지침을 통해서 ‘불법체류다발고시국가’인 중국 출신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마저 더욱 강화했다(곽재석 2012,	 38).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응책들은 보다 포용적인 동포정책 혹은 동포 이주노동정

책의 도입과 이를 통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혁신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

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 정부의 반발과 주무 부처들의 회의적이

고 미온적 태도가 지속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위시한 관료집단의 행정권력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력 혹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의 참패와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은 사실상 포기

되었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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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동포 이주노동운동과 행정권력과의 안정적인 정책적 연결망이 구축되지 

못했기에 중국정부와 관료조직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동인을 확보하기 어려웠

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시행(2000년 4월)으로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비정부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이연호 2002,	 152~53).	 이주

노동자 지원조직들도 이러한 지원 사업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외국인이주

노동자대책협의회는 2001년 3월 31일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외노협에는 

중국동포의집과 조선족복지선교센터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작 동포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동포(지원)단체들의 정책적 요구

를 행정권력에 매개할 공식 창구의 제도화 수준은 낮았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

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휴면 상태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동포 이주노

동자 문제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즉,	 행정의 시선 안

에서 대다수 동포 이주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의 틀 속에서 ‘외국인력’의 범주로 다루어졌다.111)	

110) 한편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8.1%의 정당득표율을 보여 자민련
(6.5%)에 앞서 제3당으로 부상했으며, 노동계 후보 가운데 총 84명(한국노총 39명, 민주노
총 44명)이 당선되었다(『노동일보』 2002/06/17, 1).

111)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동포 이주노동운동 내에서도 동포 이주노동자 
문제를 일반 외국인노동자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
로 조선족교회의 서경석 목사는 동포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중소제조업 
분야의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와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취업허가제 실시를 주장했다(『동북
아신문』 2001/12/18, 9). 이러한 견해는 『동북아신문』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 동포사회에서 공연히 민족주의를 부추겨 중국정부가 
긴장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漢族에 대한 대우와 朝鮮族에 
대한 대우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조선족에 대한 처우문제는 일반외국인노동자제
도로 풀어야지 재외동포법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기본
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유왕래를 허용하되 다만 취업은 허가받은 사람에게 한정하는 방식으
로 되어야 한다.”(『동북아신문』 2002/02/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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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허가제 옹호연합’과 이주노동레짐의 형성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상타파의 시도들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일정한 균열을 발생시키면서 제도적 변화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변형된 형태인 연수취업제가 도입됨으로써 단순기능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 금

지의 정책 원칙에 균열이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포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취업관리제가 도입됨으로써 일부 서비스업종에 한해 동포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과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

자의 국내 취업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의 방식으로 인정되었

을 뿐,	 입국 단계에서부터 취업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권리 보호가 

아닌 통제와 관리 위주의 이주노동정책 기조가 유지되었으며,	 정주화 금지의 원칙

은 철저히 고수되었다.	 무엇보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산

업연수생제도의 골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는 크게 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는 권리 침해의 심각성,	 구조적 비리,	 그리고 

인력난 해소책으로서의 부적합성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속가능

한 행정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특히 압도적으로 높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규모와 비율은112)	 기존 이주노동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이주노동정책 도입의 불가

피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결국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난 균열이 새

로운 이주노동정책의 도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입법 추진이 결실을 거두어 2003년 여름 마침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이주노동정책이 도입되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획기

적 재편과 이주노동레짐의 형성을 의미했다.	 이하에서는 우선 고용허가제의 도입 

경위와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변화를 낳은 이주노

동정치를 분석한다.

112)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1년 12월에 25만 5000여명으로 전이주노동자의 77.4%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싱가로프(3.2%), 대만(7.4%), 독일(6.5%)보다 높은 것은 물
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다고 알려진 일본(32.7%)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
다(이규용 외 2007, 28; 『노동일보』 2002/06/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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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특징

	 	 	 1995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 책

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가 외국

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을 마련한 이후 8년이 지난 2003년에 마침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정당,	 국회의

원에 의해 이주노동자의 도입·관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들이 제기되었다.	 이
처럼 고용허가제 도입은 다양한 주체들이 만든 경쟁적 대안들의 입법 시도와 좌

절,	 그리고 학습의 지난한 전사(前史)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노동부가 제안한 법률안이 사용자 단체,	 경제부처,	 법무

부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번번이 좌절되자 개별 국회의원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에 의한 법률 제정 시도가 이어졌다.	 신한국당 이재오 의원과 새천년국민회의 방

용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1996년 9월)과 ‘외국인근로

자고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1996년 12월),	 외노협과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입법청원

한 ‘외국인근로자보호법안’,	 외노협이 입법청원한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

한법률안’(2000년 12월 13일)은 대표적인 사례들이었다.	 이 법안들은 이주노동자

의 도입·관리·보호 문제에 대한 심의·의결 전담기구의 설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철저한 사후관리,	 근로자로서의 국내 권리체계 편입 및 차

별금지,	 사업장 이동 허가 조건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두 의원이 제안

한 법안은 고용분담금(levy)	 부과 조항을 담고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입법청원 법

안의 경우 노동허가제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법률 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산업기술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내 소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일

반노동허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국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게 특별노동허가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정주화 금지의 정책 원칙을 파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마련한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

장에관한법률안’(2002년 7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입법 추진 시도들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논의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다양한 설계 실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누적된 입법 시도들에 대한 경험은 번번이 후퇴하는 모습

을 보였던 노동부로 하여금 입법 성공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부는 타 부처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안 발의 방식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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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안을 우회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는 2002년,	 전
태일 열사의 분신일 11월 13일에 이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

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을 활용했다.	 노동부는 이재정 의원에게 이 법

률안의	 수정·보완을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안은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의 대안으로 정리되어 2003년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도입이 국내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입법 추진 활동을 배

경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용허가제 도입이 순전히 국내의 독자적 정

책 개발의 산물이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을 추진한 행위자들은 해외의 

다양한 입법 사례들을 참고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그간 일본의 법령과 정

책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차용해 온 한국 정부의 정책 관행에 변화가 나타났다

는 사실이다.	 한국이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은 주된 입법모델

을 제공해 주었으며,	 한국 정부는 종종 일본식 입법모델을 따르고 그 해석도 차용

하였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부정적

인 영향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그러한 시

도의 대표적 사례들 가운데 하나였다(전윤구 2014,	 382~83).	 즉,	 2003년 고용허가

제 입법은 한국이 그간 일본의 이주노동정책 모델을 선별적으로 차용해 유지해 

온 투-트랙 구조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

지 한국 정부가 채택한 이주노동정책들은 대체로 일본의 정책을 차용한 것이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로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해 설계되고,	 운용되었다.	 이런 점

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이 대만과 싱가포르가 채택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 모델로113)	 수렴된 사실은 일본모델을 우선적으로 참고,	 차용해온 한국 관

료집단의 정책 관행에 균열을 발생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은 이주노동정치사에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와

해와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형성을 의미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의 도입,	 체류,	 취업과 관련한 이주노동정책 설계·운영의 

기본 원칙들이 정립되었고,	 이러한 원칙들에 기반한 일련의 절차들과 조직 체계가 

정비되었다.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특징을 주요 원칙과 정책 수단,	 운용체계,	 의사

결정구조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3) 애초에 대만과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정책의 모형은 독일의 노동허가제도였다. 그런데 독

일의 이주노동정책에 나타난 가족동반 허용과 특별노동허가 부여 등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정착을 초래했다는 점 때문에 대만과 싱가포르는 이러한 독일식 제도를 변형하여 
체류 일시성의 원칙하에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설동훈 2003b, 16; Ne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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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칙과 정책 수단.	 주요 원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성의 원칙이

다.	 이 원칙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주노

동자의 국내 취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학춘·고준기 2013,	 313).	
즉,	 이주노동자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기회 잠식으로 이어

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경제상황이 나쁠 때,	 특히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강조된다.	 또한 보완성의 원칙은 고용주들의 이주노동자 의

존성이 고착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 내국인근로자

의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 

규모 최소화라는 파생 원칙을 낳는다(이학춘·고준기 2013,	 308).		 	 	 보완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 수단들로는 일정 조건 하에 고용주의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는 노동시장테스트,	 이주노동자 도입 업종 및 규모 

조정,	 이주노동자 고용 상한제,	 고용분담금(levy)	 부과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근로 

개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데,	 이는 보완성 원칙의 또 다른 

파생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장 이동 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 이동을 방지하고 고용주의 채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

도 갖고 있기에(이학춘·고준기 2013,	 303)	 잠시 뒤에 설명할 시장수요 존중 원칙

의 파생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 금지의 원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의 원인이 되고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3권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문제점

을 갖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

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정정훈 2011a,	 39;	 표명환 2011,	 63).	 	 	 둘째,	 정주화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

노동자의 장기체류나 정주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문제나 주택,	 교육,	 의

료 등 각종 사회정책적 비용 발생 등을 예방한다는 취지에 따른 원칙으로 체류 

일시성(transiency)을 전제로 한다.	 일시성의 전제는 이주노동자가 이주사회에 삶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전제 위에 설계된 이주노동정책을 

비롯한 법제도는 이주국가의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이 포용과 통합의 대상으로

서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제도적 효과를 갖는다(Neo	 2015,	 151).	 단기순

환 원칙과 가족동반/가족재결합 금지의 원칙은 정주화 금지 원칙의 파생 원칙들

이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로는 국적 및 영주권 신청 

요건에 대한 제한,	 3년 혹은 5년 이내의 제한적 취업기간 설정,	 단속·추방 정책,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연차유급휴가제도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수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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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곧이어 설명할 투

명성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관철되지 못해 송출비용이 과다할 경우 부채를 갚기 

위해 장기체류하려는 경향이 나타게 되는데,	 이 경우 단기순환 원칙에 따른 정책

들은 오히려 미등록 장기 체류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정주화를 부추기는 요인

이 된다.	 	 	 셋째,	 투명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핵심은 이주노동자의 선발 및 도입 절차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책임성이다.	 정부를 위시한 공공부문은 이주노동자의 입국 및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브로커 개입,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정책

의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투명성의 원칙은 보완성 

원칙과 정주화 금지 원칙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전제 조건이

기도 하다.	 	 	 넷째,	 시장수요 존중의 원칙이다(이학춘·고준기 2013,	 292).	 이 원칙은 한국 이

주노동레짐의 원칙들 가운데 기업의 이해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원칙으

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정책을 설

계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핵심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제

정 이유에서도 이 원칙은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

소”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반영되었다.	 한편 시장수요 존중 원칙은 이주노동자의 

저임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또 다른 원칙인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

칙을 훼손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도 하다(이학춘·고준기 2013,	 308).	 	 	 다섯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 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고용허

가제 도입의 핵심 논거(policy	 rationale)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의 감소 효과였

던 만큼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은 단속·추방 정책,	 고용주 처벌 강화,	 귀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 외의 

다양한 제도적 연계 방안들이 있다(하갑래 2011,	 366~68).	 제도적 연계 방안들은 

다시 합법적 체류 유인 대책과 불법적 체류 요인 제거 대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는 일시 귀국 후 재취업 보장,	 일시 귀국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성실

근로 이주노동자 재입국시 우대 정책,	 지속적인 합법적 체류를 조건으로 한 정주 

자격 부여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내지는 폐지,	 ‘불법’
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쿼터 축소,	 사면·합법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섯째,	 권리 보호의 원칙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단순노무인력으로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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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서 헌법상,	 법률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하

는 것을 말한다.114)	 차별금지의 원칙과 균등대우의 원칙은 이 원칙의 파생 원칙들

이다.	 그러나 권리 보호의 원칙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허가제 법률의 일차적 목적이 이주노동자의 ‘관리’로 설

정된 사실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에 더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

호를 위한 또 다른 파생 원칙인 방화벽의 원칙은 이주노동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

정에서 거의 무시되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화벽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

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설령 미등록 상태에 있더라도 이주국가의 관할권 내에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련의 광범위한 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을 갖는 것이 

합당하며,	 이러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이

주국가의 권리 보호 집행과 이민법 집행 사이에 방화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은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이다.	 지속해서 저임의 외국인력에 의

존하게 될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그 결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한 원칙이다(이학춘·고준기 2013,	 308).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

는 업체들 가운데 영세업체들이 많아 이러한 원칙의 실제 구속력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없다.

114)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헌재 1994.12.29 93헌마120). 또한 헌법재판소는 외국
인에게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
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
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헌재 2001.11.29 99헌마494). 그
러나 소라미의 지적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 명문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에서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며 위헌 판결로까지 나가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라미 201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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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원칙들

보완성 원칙

권리 보호 원칙

정주화 금지 원칙

투명성 원칙

시장수요 존중 
원칙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취업 금지 원칙

산업 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그림5>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원칙들

	 	 	 위에서 설명한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원칙들은 상위 원칙과 하위 원칙,	 핵심 원

칙과 파생 원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원칙은 다른 원칙들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예컨대 보완성의 원칙과 단기순환의 원칙은 시장수요 존중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또한 실업난 속에서는 보완성의 원칙에 대한 강조가 이주

노동자의 우선 해고,	 실업,	 그리고 빈곤을 확대함으로써 균등 대우와 차별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균등 대우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허

용하게 되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기회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 보완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레짐 구성 원칙들은 지배적 원칙들을 

중심으로 우선성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이주노동정치의 과정을 반영한다.
운용 체계.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되면서 이주노동정책의 운용 체계가 보여 준 특징

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특징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 시스

템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기점으로 불법성의 관리와 편법성의 활용에 기반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은 차츰 편법성과 합법성의 동시적 활용에 기반한 이주노동

행정으로 변화해 나갔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중요한 도입 명분이 미등록 이주노동

자 규모의 감소였던 만큼 이주노동자의 불법성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대상이기에 

앞서 소거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와 해외투자기업 산업

연수생제도 가운데 전자가 2007년에 폐지가 되면서 편법성에 기반한 이주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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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써 2007년 이후로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법률에 기반한 고용허가제가 주된 이주노동정책으

로 제도적 뿌리를 내렸다.	 		 	 	 두 번째 특징은 고용허가제의 이원적 운용체계이다.	 이는 일반고용과 특례고용

의 이원적 운용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운용 체계가 나타난 이유는 동포 이주노동

정책인 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간 노동부 고시로 

시행되어 취업관리제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라는 법적 범주 하에 고용허가

제로 흡수된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이원적 운용체계에서 우선 일반고용을 살펴보

자.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가(송출국가)에서 한국에서의 취업을 신청한 이주

노동자는 한국어 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 고

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들은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최저임금법,	 4대 사회보험의 적

용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의 사업장 

이동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표9>	 고용허가제의 허용업종

구분 도입업종 비고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전업종

건설업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 주택건설공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
건설공사
도급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고용특례자에 한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개인간병인, 가사버시스업,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사회복지사업·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고용특례자에 한함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	 출처:	 노동부(2004,	 27).	
	 	 	 다음으로 특례고용을 살펴보자.	 이는 연고를 가진 동포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

되었다.	 국내 호적이나 친척이 없어 방문동거 자격을 받기 어려운 무연고 동포의 

경우 고용허가 특례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취업관리제의 무연고 동포 배제가 

특례 고용허가제에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다.	 연고 동포 이주노동자는 방문동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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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F-1-4)으로 외국인등록과 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 일반고용 이주노동자와 마

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E-9)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표9>에서 보듯이 일반고용 

이주노동자에 비해서 일부 서비스업종과 도급 급액 300억 원 이하 건설공사 분야

에서 추가 구직의 기회를 보장받았다.	 특히 건설업 취업허가인정서를 받아 일하는 

동포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설업 분야 일용근로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이동 금

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노동허가제적인 요소를 보였다(하갑래·최태호 2005,	185~86).	 이들에 대한 이주노동행정은 정주화 방지 원칙,	 보완성 원칙,	 투명성 원

칙,	 균등 대우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등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원

칙들의 적용을 받았다(설동훈 2003b,	 158~59;	 홍원표 2006,	 104;	 홍주형 2007,	24~25).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일반 특례 단체추천 해외투자기업

※ 취업관리제 흡수, 
이후 방문취업제로 

진화 (2007.3)

※ 2007년에 폐지

노동부

주
무
부
처

관련 분야
소관 부처

법무부

재외동포법

※ 하위법령에 의해 
단순노무활동 금지

법무부

병행 시스템

<그림6>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이주노동정책

	 	 	 한편 재외동포법은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잠재적 이주노동정책이다.	 실증적인 

법적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외동포법을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이주노동정책

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재외동포법령은 중국과 

구소련 동포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둘째,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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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의 단순노무활동은 법적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취업에 대한 이

러한 제한은 모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재외동포법 제10조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에서의 취

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취업에 대한 제한은 재외동포법

과 출입국관리법의 하위법령,	 즉 행정입법의 차원에서 부과된 것이었다.	 달리 말해 

이러한 제약은 굳이 법 개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새로운 행정입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렇기에 재외동포법령은 새로운 이주노동자 충

원 방식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법령은 그 제도 변화의 방식에 따라 고용허가제의 이원적 운용 체계의 

재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 결정 구조.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전까지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

정기구였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행정부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동일했다.	 그러나 전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것과

는 달리 후자는 고용허가제 법령에 기반해 구성되었다.	 이는 그간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독립된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령의 연장선 위에서 각종 

행정지침의 제·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이주노동행정이 비로소 고용허가제라

는 법령에 근거한 정식 노동력 수급 제도로 이행했음을 의미했다(홍원표 2006,	100).		 	 	 특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법령에 기초한 조직이었지만 사실상 

이주노동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의사결정기구였다.	 동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뿐

만 아니라 산업연수생제도에 관한 주요사항까지도 심의·의결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사전 심의 기구로 ‘외국인

력고용위원회’와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두었다.	 우선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고

용허가제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로 노동부 내에 설치되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여전히 행정

영역에 한정된 폐쇄성을 보였다면115)	 하위 심의기구인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구

성은 이러한 폐쇄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가졌다.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
11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들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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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노동부 차관)에는 근로자 대표 위원,	 사용자 대표 위원,	 공익 대표 위원,	 정

부 대표 위원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공익 대표 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

되었다(고용허가제 시행령 제7조).	 이는 그간 사용자 단체와 안정적 연결망과 긴

밀한 업무관계를 가진 행정관료 집단에 한정된 논의의 폐쇄성과 관주도성에 균열

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단체나 지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	 발전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간접적으로

나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노조단체와 지원단체

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얼마나 잘 대표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했지

만 말이다.116)		 	 	 다음으로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연

수취업제와 관련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

부 장관 소속 하에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는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와 모집 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수취업자의 관리 및 연수취

업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은 고용허가제 관련 정책 심의는 노동부가,	
연수취업제 관련 정책 심의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원적 정책 심의 구조를 기반

으로 했다.	 	 	 한편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는 재외동포(F-4)의 취업 및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기초해 

설치된 동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 행정 부처들의 국장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재외동포의 취업 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법무부 주도성이 두드러졌던 반면에,	 정작 동포정책에 관한 최고심

의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116)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제24조)의 의
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하
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주노
동운동 세력과 행정권력 간의 접촉면을 늘이고 긴밀한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 구조의 의미를 갖는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주노동운동 세력의 비판과 저항을 ‘흡
수’(cooptation)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협력자로 포섭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민단체의 관계를 ‘흡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논의에 관해서는 윤인진(2008, 
93~94)의 설명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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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주노동운동의 분화와 ‘고용허가제 옹호연합’	

	 	 	 김대중 정부 말기에는 지방선거 패배와 레임덕의 발생으로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

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참여정부의  포용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재외동포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개정이나 폐지의 

방향을 정하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되 국내적인 문제에 따른 동포차별은 과감히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동북아신문』 2003/01/11,	 5).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

부 출범 이후 현상타파세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노동허가제의 도입과 배제된 동포를 포용하는 방식의 재외동포법 개정일 것이고,	
현상유지세력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편법적으로 운용

되는 연수생제도의 존속과 차별적 재외동포법령의 유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둘을 양단으로 한 변화의 스펙트럼에서 현상파타세력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 것은 결국 양 세력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각각의 내적 갈등과 

변모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	 즉 이주노동정치였다.	 	 	 당시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시민사회

의 역할을 강조했다(Yamanaka	 2010,	 642;	 Kim	 2012;	 Chung	 2014;	 이혜진 2009;	
佐野孝治 2010).	 이는 한일 비교 시각에서 특히 두드러진 설명이다.	 즉,	 일본의 경

우 시민단체의 활동 및 재정에 대한 국가(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민당 일당우위체

제)의 통제력이 강력한 상황에서117)	 이주노동운동이 “느슨한 네트워크적 성격을 

지닌 낮은 연대 활동”(이혜진 2009,	 1304)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노동·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관여한 경험을 가진 노조,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등 다양

한 시민사회의 주체들과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농성,	 단식 등 투쟁적인 방식들

을 동원해 가며 다양한 이주노동자 권리 주창 활동을 전개했고,	 이러한 “시민사회

의 힘(市民力)”(佐野孝治 2010,	 51)이 고용허가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

117) 일본의 경우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집권 자민
당이었다. 관련 성청이 관할하는 법률안이나 성령 변경에 있어서도 자민당의 승인이 필요
했고, 정책 조정 과정에서 다른 정당과 국회의 영향력은 자민당에 비해서 미약한 수준이었
다(이혜진 2009, 1296). 실제로 기능실습제도의 도입(1993년)과 연수·기능실습생제도를 존
치시킨 입관법 개정(2008년)은 연수생 당사자나 이주노동운동을 배제하고 ― 이주노동운동
과 자민당의 네트워크가 부재했다 ― 자민당(정치엘리트 집단)과 관련 부처(관료엘리트 집
단) 간의 폐쇄적 논의와 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이혜진 2009, 1299, 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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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일본과의 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볼 때는 타

당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고용허가제가 입법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서

는 불충분한 설명이다.	 	 	 한편 이병하(2011,	 88~90)는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이 정책으로 인한 비용과 

이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될 때 나타나는 이익집단정치의 정치양식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혜택 증가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세력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와 연수생제도의 독점적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들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익집단정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는 고용허가제 도입까

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이라는 

차선택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들며 이익집단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설명한다.	
이같은 이익집단정치의 관점은 이주노동정책 문제를 둘러싼 사회 세력들 간의 첨

예한 갈등 구도를 포착하는데 유용한 반면에,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측면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고혜원과 이철순(2004)은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당시 이주노동정

치를 분석한다.	 이들은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전 차원에서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해 각각 현상유지와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행위자들 간의 정책 공조의 지형도

를 파악하고,	 시기별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를 통해 이주노동정책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의 시각만으로는 각 세력 내부의 

다양한 입장들과 이견,	 갈등,	 그리고 변모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한편 이혜경(2008)의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정치경제학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보

다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그녀는 이주노동정책 과정의 분석을 위해 국가제도

들 간의 각축,	 행정 부처들 간의 각축,	 정부의 역할,	 고객정치의 네 차원들을 두루 

살펴본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국가의 역할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두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한다

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혜경의 연구는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 지

체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떻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이주노동레

짐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같은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

서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관련하여 기회 구조와 제약 구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구조 속에서 국가의 관여 방식과 역할은 무엇이었지,	 이주노동운동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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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와 그것이 이주노동정치 지형 변화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상유

지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이주노동운동세력과 노동운동세력 간의 연대나 대항헤게

모니 구축의 시도는 어떠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2.2.1.	 이주노동운동의 분화

	 	 	 외노협은 1995년에 출범한 이후 이주노동운동의 대표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

었다.	 외노협은 줄곧 이주노동정책 개선운동을 선도했으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

의 국제적 협력·연대 활동 과정에서도 한국 측의 주된 대표 창구가 되었다(고유미 2004,	 57~61).	 또한 외노협은 1990년대 말부터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 창구로 부각되었다.	 그런 가운데 외노협에 가입한 단

체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정귀순 2003a;	 <표10>	 참고).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은 동시에 이주노동운동의 지향과 방법에 대한 합의

와 실천력이 낮아질 위험성을 동반한 것이었다.	 실제로 내부 이견과 불만이 차츰 

커져갔다.	 무엇보다도 외노협이 상담소와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다보니 

이주노동자의 실상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서 제기되었다.118)	 외노협 사무국장이었던 이윤주의 회고에 의하면 “초기의 자발

적이고 자생적이던 이주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이 없었던 1998년,	1999년을 거치면서 상담지원단체의 운동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94,	 95,	 96년으

로 이어진 투쟁의 동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윤주 2013,	 17~18).	 케

빈 그레이(Kevin	 Gray)의 보다 분석적인 평가에 의하면 첫째,	 외노협 내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하위 구성원이 되어 감에 따라 대표성과 대표능력의 문제가 나타났고,	
둘째,	 상당수 소속 단체들이 보이는 종교성으로 인해 운동의 투쟁성이 약화되었고,	
셋째,	 이주노동자와의 진정한 연대보다는 토착적 오리엔탈리즘 내지는 온정주의를 

보였다(그레이 2004,	 115~17).	

118) 운동 지향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계급운동과 인권운동의 두 측면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해 
볼 것인가에 따라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계급적 비판의식의 형성과 민
주적 조직의 측면이 부각되는데 비해(그레이 2004), 후자의 경우 계급 등 동일한 정체성으
로 환원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양혜우 
2011). 운동 방식에 대한 접근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
택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란주 2002a)과 개인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노조와 같은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는 입장(그레이 2004, 117~18)으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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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원 단체 (2001년 11월 현재)

단체명 대표자 지역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최의팔

서울시(7)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이왕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최의팔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이문숙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박석운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평화의 집 김명환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성 성남시(1)

경기도(12)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타 손광운 의정부시(1)
갈릴레아 데니스

안산시(3)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타 조정현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고태훈 부천시(1)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박희영

수원시(2)
엠마우스 지오반니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상훈 고양시(1)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이정호

남양주시(1)
여성교회 이주노동자여성센터 곽경량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정영도 김포시(1)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인천시(2)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석창원

광주시(2)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이철우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경태 대구시(1)
부산 가톨릭노동상담소 박주미 부산시(1)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장효강 양산시(1)

경남(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창원시(1)
경산 외국인노동자교회 조규천 경산시(1) 경북(1)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관 아산시(1) 충남(1)
진천 외국인 형제의 집 고은영 진천군(1) 충북(1)	 	 	 *	 출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1,	 194).

	 	 	 외노협 내부에서 형성된 불만은 결국 소속 단체들의 이탈 및 이주노동운동의 

분화로 이어졌다.	 1998년에는 정부의 합동단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10여개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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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의하고 이름을 ‘한국이주노동자기구(International	 Migrants’	 Organization	 in	Korea,	 IMOK)’로 정했다.	 한 달 뒤 열린 두 번째 모임에는 보다 다양한 국적의 이

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과 간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모임에 대해서 외노협 

소속 지원단체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임 결성의 배후에 외노

협 사무국장이 있다고 보고 반감을 가졌다.119)	 당시 외노협 운영위원회에서는 사

무국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일부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은 IMOK에 불참할 것을 요구받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원단체들과 활동 지역 기

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은 세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이윤주 2013,	 17~18;	 박경태 2005,	 93).	 이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전국 조직화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외노협 소속 지원단체들에 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

들의 의문과 회의를 낳았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외노협 내부에서는 외노협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1999년 총회에서 외노협의 영문 명칭인 Joint	Committee	 of	 Migrant	 in	 Korea에서 of를 for로 개칭하는 등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들의 협의체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정리했다(이윤주 2013,	 18).	 그런 가운데 2000
년 겨울에는 외노협의 전임 회장과 당시 현직 부회장 등이 소속된 세 개의 단체

가 외노협을 탈퇴하여 이듬해 3월 이주·여성인권연대를 결성했다.	 대표들 모두 비-
성직자 여성이었고 구미와 부산에 소재한 단체를 포함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이들의 탈퇴는 외노협 내 남성 성직자 대표 중심주의와 지방단체들의 소외감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경태 2005,	 95).120)	 	 	 이주노동운동의 분화 과정에서 보다 결정적인 국면은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의 결성이었다.	 2000년 10월 3일 외노협 사무국과 일부 회원단체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은 사표를 낸 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틀 속에서 이주노동자 노조를 결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이노투본을 창립했다.	 이노투본은 그간 외노협의 투쟁에 ‘동원’되
119) 당시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가장 선도적으로 관여했던 윤우현의 설명에 따르

면 대부분 성직자들이었던 외노협 소속 상담소 대표들은 이 당시에 이미 이주노동자의 노
조 조직화라든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윤우현 인터뷰 
2016/06/03).     

120)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이후 이주노동자인권연대로 확대 조직화되었고, 대체로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권리 개념의 개발 및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
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2004년 6월에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해, 2004년 11월
에는 ‘세계화, 이주노동,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정정훈 2011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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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주노총이 ‘방조’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투쟁에 나섰던 95년 네팔노동자의 투쟁이 우리의 선배”(이노투본 결성 선언문 내용)라고 강조하

면서 약화된 투쟁성의 복원과 이주노동자 주체성에 대한 결의를 보였다(이윤주 2013,	 19~20;	 박경태 2005,	 95;	 정정훈 2011a,	 45;	 한도현 2010,	 144).	 그러면서 

이노투본은 노동부와 민주당의 입법 추진안인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3권을 보

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했다.	 	 	 이후 이노투본은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출현한 여성노동운동의 흐름과 만나

면서 발전적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된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상

급 노조단체들의 ‘선도적 대표’(anticipatory	 representation)121)	 기능이 작동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받은 타격은 매우 컸다.	 1998년 당시 여성 임금노

동자의 68%는 임시적이거나 일용직이서 고용 불안정성이 컸다.	 특히 실직한 여성 

중 여성가장이 많아 이들의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여성은 재생산 노동122)을 책임진다는 가부장적 담론 내지

는 전통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해고와 실직을 압박하고 어느 정도 정당화

하기까지 했다(김경희 1999,	 136~37).	 그러나 한국의 노조운동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찾지 못한 채 “대기업·정규직·남성노동자의 집합체”에
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노조 내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여

성 노동자 스스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김경희 1999,	 138~39).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서울지역여성노조)은 이런 맥락에서 1999년 1월 10일에 

결성된 여성노조였다.	 서울지역여성노조는 이후 노동계급성을 강조하며 민주노총

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활동 평가를 통해 서울지역여성노

조의 조직과 활동이 여성노동자 문제만이 아니라 “소외 받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도 경인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121) 마이클 메지(Michael Mezey)의 의하면 ‘선도적 대표’는 유권자의 이익과 의견에 대한 
대표자의 반응성보다 교육적 기능을 통해서 투표자들의 선호 형성과 투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갈망에 초점을 둔 정치적 대표의 관념이다(Mezey 2008, 40~41). 이를테면 선도
적 대표의 관념은 대표자가 사회적 정의를 위한 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그 의미를 유권자
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이를 노동의 민주화라는 문제와 
관련시켜 보면, 대표자로서의 노조단체는 (잠재적) 유권자인 노동자들에게 소외된 노동계
층과 관련한 문제를 알리고 연대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할 책
무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22)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Rhacel Salazar Parreñas)에 의하면 재생산 노동은 “생산 노
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가사일, 노인이
나 어른 그리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아이들을 사회화하는 것, 가족 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일 들”이 포함된다(파레냐스 1998, 105).



- 161 -

내리고 2001년 3월 28일 규약개정으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평등노조)를 결성

했다(임미령 2001,	 65).	 평등노조는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이주노동자 노

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주노동자지부(이주지부)를 두어 이주노동자

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임미령 2001,	 71).	 이 과정에서 그간 노동조합으로의 전

환을 모색해 온 이노투본은 2001년 3월 평등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주지부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이었던 평등노조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

다.	 	 	 이주지부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통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며 서울분회,	
마석분회,	 안양분회를 두었다.	 그리고 각 분회는 해당 지역에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들은 이주지부의 조력자이면서 조합원 

및 이주노동자 활동가 배출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이윤주 2013,	 27~28).	 초대 지

부장은 이윤주가 맡았고 2기 지부장은 최초의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안양분회 

분회장 출신의 네팔인 사마르 타파(Samar	 Thapa)가 맡았다.	 이주지부의 활동은 상

급 조직과의 실질적인 연대의 어려움,	 활동가들의 이탈,	 미등록 상태에 따른 단속

과 추방의 상시적 위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주지부는 외노협 주도의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흐름과는 다른 방식의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 나갔다.	 이주지부는 인권 담론과 대리 해결 방식보다는 노동계급 

담론과 주체적 투쟁 방식을 강조하며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반대 및 

노동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했다.	 또한 이주지부는 IMF	 경
제위기를 기점으로 불안정한 고용시장 영역이 확대·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운

동의 외연을 이주노동운동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개방적인 노동연대를 강조했

다.	 이주지부 창립선언문에 의하면(방현석 2005,	 273	 재인용),
이주노동자 지부는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 하나의 분수령으로 설 것이다.	 이주노동

자만의 결속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연대가 아닌,	 한국 노동운동만의 발전이 

아닌 전 세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전진을 향해서,	 작지만 강력한 메아리가 되

고자 한다.	 이제 시작이다.	 어쩌면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수갑을 차고 연행되어 추방되어질 수도 있다.	 노동기본

권을 찾고자하는 우리의 투쟁은 한국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노동자성 불인정

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겐 현재 아무 것

도 없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법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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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기에 우리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많은 것이 있다.	 우
리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부심이 있다.	 피부색과 국적은 달라도 이주노동자로서 연

대를 실천하는 우리 자신이 있다.
	 	 	 이주지부는	 이러한	 관점과 결의를 바탕으로 소모임 활동,	 공단 중심의 현장 조

직화,	 각국 공동체와의 연대,	 교육 및 토론,	 대중 집회,	 노사분쟁에서의 제3자 개

입123)	 등 다양한 조직 강화·확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지부의 입장과 활동은 지원단체 중심의 현실주의적 이주노동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것이었으며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했다.	 예컨대 이주지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대적으로 현실

주의적인 노선을 견지한 외노협과 갈등했다.	 또한 이주지부의 활동은 이주노동자

의 집단화와 조직화를 경계하는 공안 당국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정리하면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세력 내 이주노동운동의 

분화 과정에서 급진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갈등이 조직 이탈과 분화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을 주장하는 급진주의 세력이 이탈하면서 외노협은 이전에 비해 보다 

현실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노동부와 외노협 간에 정책적 협력 관계의 형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2.2.2.	 현상타파의 제약·기회 구조와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의 성취와 한계

	 	 	 현상타파세력에게 제약 구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째,	 막강한 물적 

자원과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단체들의 우호적 협조 속

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위시한 사용자 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히 집요하고 

강력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 당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회장(16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및 임원들,	 그리고 업체 대표들은 당

내 현상타파의 움직임에 대한 내부 제약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산업자

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산업연수생제도 관리감독 부처들과 법무부 역시 연수생제

123) 2003년 7월, 마석 근처 평내에서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
이 발생한 후 38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이주지부와 접촉한 후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이주지부는 노사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고, 회사는 의료비 전액 지불과 질병 수당 제
공, 그리고 폭행한 관리자 해고를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이후 같은 공장의 필리핀인 노동
자들의 노조 가입을 촉진시켰다(그레이 200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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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셋째,	 원내 여소야대의 

상황은124)	 고용허가제의 입법에 대한 구조적 장애 요인이었다.	 넷째,	 재외동포법령

과 관련해서는 한중 외교 관계의 맥락에서 중국 정부의 민감한 태도와 이를 의식

한 외교부 등 주무 행정 부처들의 반대가 포용적 동포 이주노동정책의 도입을 크

게 제약했다.	 특히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행위자로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을 추구하면서도 중국동포의 자유왕래를 허용할 경우 대거 유입에 따른 국내 노

동시장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에 대

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하갑래 2005,	 120).	 	 	 이처럼 현상타파 시도에 대한 제약 구조가 온존했지만,	 그러한 제약 구조에는 

차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새로운 기회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물론 현상타파를 위한 목소리가 동일하지 않았기에 기회 구조의 성격 역시 현상

타파의 상이한 주체들에 따라 그 의미가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으로 볼 때 제약 구조의 균열과 기회 구조의 형성은 한국 이주노동정책사에서 획

기적인 전환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이는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커져 버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기존의 이

주노동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객관적 조건이었다.	 특히 이전 

정부의 결정에 의해 2003년 3월에 예정된 대규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출국 조치

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신정부가 출범 이후 

맞닥뜨리게 될 주요 과제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

책의 일환으로라도 고용허가제 입법의 필요성은 높아졌다.	 둘째,	 고용허가제 도입

과 산업연수생제도 대폭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

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참여정부는 보스웰의 표현을 빌면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의 국가 책무를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6
대 차별 관행 해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셋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

원 판결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결은 편법적 산업연수생제도와 동포 이주노동자 배제적

인 재외동포법령에 대한 현상타파 시도를 위한 담론적 자원을 제공해주었다.	 넷째,	
현상유지세력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균열이 발생했다.	 우선 업계를 보면 한편으

로는 주요 회원기업이 재벌 대기업인 경총 등 대기업 집단이 중소제조업체를 주

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125),	 다른 한

124) 2000년 4월 13일 총선 결과는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
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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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이 아니거나126)	 산업연수생제도의 적용 대

상이 되지 못하는 업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입장을 피

력했다.127)	 또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주영,	 조웅규)의 법안 발의로 재외동포 

관련법 제·개정의 시도가 나타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제약·기회 구조 속에서 현상타파의 시도가 또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마침내 고용허가제 입법의 결실을 맺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

엇보다도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통 이익으로 하여 청와대,	 여당,	 노동부,	 지원단체(외노협 중심)	 간에 형성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의 시행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

회와의 갈등적 관계 구도를 탈피해 공조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Kim	2005,	 405~8).	 그런 가운데 이희호 여사가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을 방문하고128)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성 목사를 청와대에 초청해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와 이주노동운동 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

작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주노동운동의 내적 분화도 결과적으로는 고용

허가제 옹호연합 형성에 기여했다.	 현실주의에 입각한 접근으로 선회한 외노협은 

125) 김정태 경총 조사본부장은 “경총의 주요 회원기업은 대기업이라 사실 고용허가제에 대
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나 제도개혁 필요성을 동의한다”면서 “개혁의 속도나 완급조절등과 
관련해 다른 이견을 갖을 뿐”이라고 밝혔다(『동북아신문』 2003/02/25, 4).

12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가입한 업체 수는 63,000여개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385
만개의 1.6%에 불과했다(『동북아신문』 2003/02/25, 4).

127) 일례로 2003년 4월 15일에 57명의 소기업주들이 ‘고용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
견문’을 발표했다(『노동일보』 2003/04/16, 1). 발표문에 의하면, “현 외국인력제도 하에서
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데 그러한 벌금을 감수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써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중기협에서 운용하는 연수제도인데, 그 연수
제도로는 저희와 같은 소기업들에게 외국인력을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기협은 
마치 모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전체 300
인 미만 업체의 6%정도만이 연수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연수생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권을 위해 ‘연수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중기협’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붙잡히거나 도망치는 불안에 떨지 않으
면서 마음놓고 외국인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소기업주들을 한결
같은 바램으로 정부에 요구합니다.”(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http://withmigrants.org/xe/data_02/28819/page/8>)

128) 2000년 4월 22일 이희호 여사가 명예총재인 ‘사랑의 친구들’ 주최로 성남외국인노동자
의집 쉼터 건립을 후원하는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건립(2001.1) 과정에도 이희호 여사가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동포교회 홈페이
지; http://www.g4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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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주노동자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명백히 

개선된 제도라는 점에서 고용허가제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전술적 결정을 내렸

다(그레이 2004,	 114~15).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외노협을 위시한 지원단체들과 노

동부는 차츰 이전의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산업연수생제

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이라는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정책적 공조 관계를 형

성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4월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에게 내린 김대중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법제정 지시는 고용허가제 옹호연합 

형성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이혜경 2008,	 127).	 대통령 지시 이후 민주당은 5
월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기획단’(기획단)을 구성했고,	 노사정위원회는 6월 의제검

토 실무회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책’을 경제사회소위원회의 우선 의제로 논의

하기로 했다(노사정위원회 2003,	 31).	 이후 기획단은 14차례의 회의 및 조사활동

을 거쳐 7월에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

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고용허가제 

논의 재개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

고 의견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고용허가제 방안을 더욱 다듬었다(김성중 2004,	 218;	 이혜경 2008,	 116;	 노사정위원회 2003,	 31).129)	 또한 노동부는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법무부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고용허

가제안의 국회상정을 위한 우회로로 의원입법 방식을 활용하기로 하고130)	 민주당

과 실무협의를 하고 2000년 9월 당정회의를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 공

표했다(김성중 2004,	 218).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어 레임덕을 겪

게 되면서 고용허가제 입법 동력이 약화되었고 법안 추진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에 형성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2002년 대선기간 중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

129) 학술 용역을 맡게 된 인사는 설동훈 교수였는데 그는 당시 외노협의 추천으로 여당의 
이주노동정책 관련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결국 노동부 연구용역을 맡은 그의 정
책적 관여로 노동부와 집권당의 법안은 유사한 방향으로 작성될 수 있었다(이혜경 2008, 
127; 임현진·설동훈 2000b).

130) 이진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하청’ 입법에 해당되는 경우로,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안
임에도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업무 관할권을 둘러싼 타 부처와의 치열한 각
축 과정과 행정부 내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청 입법을 요청받
은 의원은 정부에서 성안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의 완성도가 높을 것이고, 입법 실적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락할 수 있다(이진수 201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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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부터의 입법 요구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었고 노무현 후보 측은 고용허

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런 가운데 외노협 소속 단체인 ‘샬롬의 

집’의 창립자이자 성공회 신부로서 직접 이주노동사목의 경험을 가진 민주당 이재

정 의원은 국회 사회보건복지연구회 활동과 노동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02년 11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31)	 	 	 노동부는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면서 이를 숙원사업인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의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거론의 결과 2002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외국인력 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되었다(김성중 2004,	 219~20).	 기획단은 최경수 사회문화조정관(단장),	 박철곤 복지노동심의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서경석 목사,	 이정호 신부,	 이윤보,	
이상윤 교수,	 국민일보 김상은 논설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김성중 2004,	219).	 조선족교회의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재외동포법 등 주로 중국동포 문제와 

관련된 정책 건의와 운동을 벌여 왔고,	 이정호 신부가 대표인 샬롬의 집은 외노협 

소속 종교 단체였다.	 또한 노동부는 2003년 1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터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2월에는 고용정책실 내에 외국인고

용대책단을 설치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최
선화 2003,	 80;	 김성중 2004,	 219).	 특히 노동부는 입법 제약 요인을 고려해 내국

인 고용 우선의 원칙,	 정주화 금지의 원칙,	 관리의 공공성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외의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김성중 2004,	 219).		 	 	 그러나 고용허가제 입법의 제약 구조는 여전히 강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를 위시한 경제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심했고,	 특히 부처 간 논의에서 노

동부는 여전히 힘의 열세에 직면했다.	 노동부 사무관으로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

한 C씨는 필자와의 면접에서 당시를 기억하며 “마치 1대 10으로 싸우는”	 것 같았

다고 말해주었다(면접일 2016/06/16).	 이러한 열세의 이면에는 그간 연수추천단체

131) 이재정 의원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제가 국회 사회보건복지연구회
에 있으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희 연구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
들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서 지난 약 2년간에 걸쳐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를 관계하는 여
러 기관들, 특히 외국 공관에서 노무관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여러 단체들, 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고 약 1년 반이
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법안을 합의해서 오늘 입법발의를 하게 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국회사무처 2003, 2) 한편 이 당시만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이재정 의원 대
표발의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된 고용허가제의 모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당시 노동부 사무관 C씨 면접,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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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현상유지세력의 일부가 되어간 측면이 있었

는데,	 C씨에 의하면 특히 고용허가제 입법 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

처로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 법무부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력 제도개선기획단은 사실상 고용허가제 입법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에 관한 공개 발표를 보류했다.		 	 	 이처럼 연수추천단체를 위시한 시장 세력과 정책적 유착관계를 맺은 행정영역 

내에서의 폐쇄적 협의는 여전히 고용허가제 입법을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노동부

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택한 전략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시민

사회 세력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영역에 갇힌 고용허가제 입법 관련 논의를 

보다 개방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입법의 

시급성에 공감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특히 외노협 소속 단체들)과 노조단체들

의 지지를 행정영역 내 부처 간 역학관계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심보선 2007,	 57).	 또한 입법 자료를 작성해 거의 모든 의원실을 찾아 

설득 작업을 했다(C씨 면접).	 이외에도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주장의 윤리적,	
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언론’을 활용한 공론 형성 작업에 적극

적이었다.	 당시 노동부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방송 제작진과 접촉해 주제 선정에 관해 요청하기도 했다(C씨 면접).	 	 	 물론 노동부와 시민사회의 공조만으로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상유지세력의 벽은 여전히 높고 공고했고,	 이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력한 주체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했다.	 이에 관해 C씨는 매우 중요한 대목을 필자

와의 면접에서 알려주었다.	 2003년 봄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식 

안건에는 없었던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에 관해서 도입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진

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를 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이같은 적극적 의

사 표명은 부처 간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주었다.	 실제로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련 경제단체들을 만나 설득을 시도하면서 현상유지세력 내

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청와대,	 여당,	 노동부,	 지원단체 간의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 활기를 찾

으면서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해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제 입법의 결

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입법 방식에 관한 ‘조율’이었다.	 우선 노동부는 정

부안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국회 상정된 이재정 의원 법안에 대해 입법의 시급성

에 대해 공감한 이 의원의 양해를 얻어132)	 수정의견을 제시해(<표11>	 내용 참고)	
132) 당시 김성중 고용정책실장이 이재정 의원을 직접 만나 대표 발의 법안의 내용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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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내용을 반영시켰다(노동부 2003,	 17).	 다음으로 현상유지세력의 집요한 

반대를 고려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를 중재

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노 대통령의 질타 발언 이후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노동부는 이 중재안에 실망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동부 측

은 병행실시를 해도 결국 고용허가제가 연수생제도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

하고 이를 받아들였다(C씨 면접).	 마지막으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의 적극적 설득 노력과 이주노동자 출국유예 만료기한(8월)의 도래라는 

시기적 압박 요인이 결합되면서 제1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환노위 소속 의원

들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결정되어 마침내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표11>	 이재정 의원의 고용허가제 법안 수정·보완 주요내용

구분 내용

법률안의 
명칭 및 

목적

고용허가제 도입 목적이 원활한 인력수급과 외국인 고용관리체계 구축
에도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법률안의 명칭과 목적에 나타날 수 있도
록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의 명칭과 목적을 수
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예시: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

외국인력 
관련 

위원회

법안에서는 외국인력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심의
위원회를 노동부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
이 필요한 바 국무총리실에 이를 설치하고,	 노동부에는 외국인력제도 운
영,	 권익보호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 실무위원회(노·사·정·공으
로 구성)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근
로자 

선정·도입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절차,	 방법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으나 제도설계의 핵심적 내용임을 감안해 주요사항에 관한 법
적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간 또는 공공단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 
등은 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함.

취업기간

법안에서는 최장 5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년+불
가피한 사유 2년 추가).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	 장기체류
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근
로자 

고용관리 
체계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관
련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외국인상담소 등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함.	 *	 출처:	 노동부(2003,	 19~20).

의 안으로 수정·보완하여 통과시키자고 제의하여 양해를 얻었다(김성중 200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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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김대중 정부 하반기에 형성되어 참여정부 초기에 활기를 보인 고용허

가제 옹호연합은 현상유지세력의 반대의 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고용허가제 입법

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시켜 이주

노동레짐을 형성시켰다.	 즉,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이주노동정책 설계 및 운영

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원칙들 

간의 위계나 그 제도적 표현의 문제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주노

동정책은 대체적으로 합법적 틀 내에서 안착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 고용허가제 입법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

대로 한 최소주의 요구에 입각한 세력 연합이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레짐에는 일

정한 한계가 나타났던 것 역시 사실이다.	 우선,	 체류 일시성을 전제로 한 기능주의

적 관점에 치중한 제도로서 전반적인 권리 친화성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주노동레

짐은 단기순환,	 사업장 이동 금지,	 1년 단위 계약 갱신,	 그리고 실질적인 노동 기

본권의 보장 미비 등 시장 친화적인 요소가 다분했다.	 급진적 이주노동운동세력이 

요구한,	 노동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허가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정책은 애초부터 정책적 관심사에서 주변화되거

나 배제되었다.	 다음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제도적 

축인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물론 이후 2007년에 

단체추천 연수생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아직까지도 유

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의 이원적 운용에 따른 동포와 비-동포 이주

노동자 간의 제도적 차별과 재외동포법 전면 적용 불가로 인한 출신지에 따른 동

포 간 차별이 나타났다.	 동포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동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관리제도가 특례 고

용의 형태로 고용허가제 내로 흡수되는 등의 정책 조정 수준을 넘어선 획기적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이같은 특징은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에서 이주노동

운동과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연대 결핍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지원)단
체들이 볼 때 양대 노총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방관해 왔으며,	 이주노동자를 

경계나 시혜의 대상을 넘어서 동등한 노동자로 받아들이는데 미온적이었다(이란주 2002b;	 정귀순 2002;	 정영섭 2012,	 65~66).	 그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역시 양 측의 

성공적 연대를 위한 매개자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민주노총은 이

주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주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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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으나 언명 수준을 넘어 현실에

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002).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

동시장 재편과 비정규직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첨예해진 국내 노조단체의 이념

적 대표성 문제가 이 당시 이주노동자 문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다.	 결국 이주노동운동의 분화에 더해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운동의 연대 구축의 실

패는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에서 권리 보호 원칙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 구체

적인 조항들로 반영되게 만드는 견인 세력이 창출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2.2.3.	 추방의 위협과 두 갈래의 이주노동운동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전의 이주노동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정책이었지만 선

별적 합법화 조치를 담은 부칙 제2조는133)	 사실상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였다.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인 이주노

동자는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었고,	 2003년 11월 15일까지 신고 대상자 가운데 신

고하지 않은 38,000여명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4년 이상 체류자 및 밀입국자 

등 86,000여명을 합쳐 총 12만여 명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었다(『조선일보』 2003/11/17,	 10).	 특히 당시 정부의 단속 방침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재외동포법 

개정 시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나왔기에 동

포 이주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배가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3년 11월 17일부

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

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인권하루소식』 제2473호,	 2003/12/10).	 	 	 그러나 12만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를 출국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일이었다.	 행정권력은 이를 잘 알면서도 이들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고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강제 ‘추방’	 방침을 택했다.	 아래 

133)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지 3년 미만인 사람(162,000여명 추산)은 노
동부의 취업확인과 법무부의 체류자격부여 절차를 거친 뒤 최장 2년간 취업허용을 받게 
되었고,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65,000여명 추산)는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하는 조건으
로 5년에서 체류 기간을 제한 기간만큼 고용허가를 받게 되었다(『조선일보』 2003/11/14, 
10). 신청 마감일인 2003년 10월 31일 현재 구제 대상자 가운데 83.4%인 189,261명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 체류기간 3년 미만자 가운데 90.8%인 
147,015명이 체류확인 등록을 마쳤고,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가운데 42,246명
(64.9%)이 등록을 마쳤다(『동아일보』 2003/11/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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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관료들의 발언은 당시 단속·추방 정책에 대한 정부 

측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료:	 “검거의 의도는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는 것

이 아니라,	 나머지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직 일부인 10,000명의 미등

록 외국 노동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나머지 110,000명에

게 경고를 주게 될 것이다”(그레이 2004,	 105	 재인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출국 시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00명 단속하면 1,000명이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12만 명을 전체를 잡아다 구

속시켜가지고 (…)	 그건 불가능하구요.”(MBC	 PD수첩 569회 2003/11/25,	 “강제추

방 12만,	 떠난 자와 쫓기는 자”)
	 	 	 그러나 이같은 행정 조치는 의도하지 않은(그러나 예견할 수는 있었던)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미등록 장기체류자로 심적 

고통을 겪어 오다가 지하철역에 투신해 자살한 스리랑카인 치란 다르카 씨,	 정부

의 단속 방침 이후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된 후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다가 공장

에서 목을 매 숨진 방글라데시인 비꾸 씨,	 단속 방침 이후 해고되고 나서 단속을 

피해 마석 공단의 컨테이너 박스에 숨어 지내다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이주지부 

조합원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씨 등 연이어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인권하루소식 

제2475호,	 2003/12/12;	 박경태 2005,	 90;	 이선옥 2005,	 77).	 	 	 정부의 치안 행정이 초래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은 차츰 자

신이 서 있는 경계로부터 퇴각하기보다는 지원단체와 연대해서 그 경계를 권리운

동의 전선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이들의 권리운동은 전면 합법화와 산업

연수생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를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중국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인정투쟁과 비-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권리쟁취운동의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2.2.3.1.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균열,	 그리고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한계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이주노동행정에서 동포 이주노동자와 비-동포 이주

노동자는 모두 ‘외국인근로자’로 간주되었고,	 다만 문화적으로 혹은 민간 차원에서 

중국동포 등에 대한 ‘동포애’가 확인되는 수준이었다(박우 2011,	 252~53).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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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의 국회통과를 기점으

로 중국동포들의 인정투쟁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동포 이주노동자의 인정투쟁은 

한국인 목사의 지도하에 중국동포 교인들이 동원된 ‘종교단체’	 투쟁의 모습을 보였

다(박우 2011,	 243,	 253).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	 중국동포의집(김해성 목

사),	 조선족복지선교센터(임광빈 목사)는 중국동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대

표적인 종교단체들이었다.134)		 	 	 이 가운데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서울조선족교회는 동포 문제에 관여하면서 “강한 민족주의 색채를 띤 투쟁”을 주도했다(박우 2011,	 252~53).	 서울조선족교회 

측은 정부의 단속·추방 방침에 대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주장

하며 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했다.	 서경석 목사는 중국 정부의 반발 등으

로 재외동포법 개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법 개정이 조선족 사회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선족의 한족(漢族)화 추세 속에서 “소
멸 위기에 처한 동포사회를 유지시키는 처방”으로서 국적회복운동을 주장했다(『동

북아신문』 제3권 제38호 2003/11/20,	 6).	 국적회복운동은 단기적으로 국내 중국동

포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무려 5,725명의 국적회복 신청자가 모

집되었다(이기혁 2004,	 18).	 그러나 ‘불법’	 신분으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신청을 거

부당하자 계획했던 대로 곧장 헌법소원을 청구했고135),	 2,400여명의 동포들은 서

울조선족교회(248명)을 비롯해 서울,	 인천지역 8개 교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동북아신문』 제3권 제38호 2003/11/20,	 10~11).136)	 반면에 성공회 서울대성당,	
134) 한편 조선족복지선교센터를 모태로 하여 2000년 4월 23일에 출범한 중국동포들의 ‘조선

족연합회’는 재외동포법개정, 연수생제도폐지, 노동허가제실시, 강제추방항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족연합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대체로 서울조선족교회와 중국동포
의집의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우 2011, 253~4).

135) 헌법소원 청구(동포 5,553명이 신청자 명단에 올랐다)의 취지는 첫째, 대한민국 국적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이중 국적자인 재중 동포에 대하여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국
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
임을 확인받기 위함이고, 둘째,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국적업무처리지침이 위헌임을 확인
받기 위함이었다(『동북아신문』 제3권 제38호 2003/11/20, 7). 이후 2006년 3월 헌법재판
소는 “중국동포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국적 상태가 아니고, 설사 
이중국적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소할 입법이나 조약체결의 의무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없지 않으며,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
은 법무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 이 지침이 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바뀌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시했다.”(이철우·이호택 
2009, 178; 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3헌마806)

136)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동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은 동포 차별에 대한 저항의 측면
도 있지만 경제적인 목적이 컸다. 즉, 대다수 중국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의 ‘취득’은 — 조
선족교회측은 국적 ‘회복’을 강조했으나 정작 신청자들은 국적 ‘취득’으로 이해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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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연합회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감리교단 등에서는 2003년 11월 중순부터 

중국동포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국적회복운동이 아닌 재외동포법의 개정,	 그리고 미

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당시 농성은 중국동포의집과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의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한편 국적회복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누그러졌던137)	 조선족 국

적 문제가 다시금 한중외교 마찰의 대상으로 부상했다(Park	 2004,	 17).	 중국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국적회복운동과 관련해 조선족은 중국 공민이기 때

문에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이들의 한국국적 취득 등을 돕기 위

해 한국정부가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주간동아』 413호,	2003/12/11,	 64~65).	 그런 가운데 중국동포의집과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 재외동

포법 개정 운동을 주된 목표로 삼은 단체들은 서울조선족교회 주도의 국적회복운

동이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대오를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중

국 내 조선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국적회복운

동이 중국 정부를 자극해서 이 운동에 참여해서 신분이 공개된 중국동포를 포함

해 연변 자치주의 중국동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비판했고(이기혁 2004,	18;	 『주간동아』 413호,	 2003/12/11,	 64~65),	 국적회복운동이 조선족교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으로 인해 교인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인을 유

지하기 위해 택한 편의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Park	 2004,	 19).138)	 한편 

박현옥(Park	 Hyun	 Ok)은 국적회복운동이 보여주는 민족성에 대한 호소가 실제로

는 동포 이주노동정책의 낮은 포용성을 설명해주는 구조적 원인인 자본주의 문제

를 비껴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Park	 2004,	 25~27).	 	 	 이처럼 동포 이주노동운동 내에 균열이 커져가는 가운데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조선족교회 주도의 단식농성은 2003년 11월 

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의 의미를 가졌다(Park 2004, 
19). 신청자들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중국 국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
했고, 대부분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중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Park 2004, 19).     

137) 재외동포법 제정에 따른 법개정 운동은 기본적으로 중국동포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법
적 기준의 변경을 추진한 것이었으나 중국 정부는 한동안 이를 국적변경안으로 혼동했다
(Park 2004, 17).

138) 한 중국동포 기업인은 서경석 목사에게 편지에서 “한국국적 회복운동이 정치문제로 비
화해 중국에 사는 80% 이상의 주류 조선족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면서 “100년 이상 현지
화돼 중국 내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재등장할 준비를 마친 조선족 전체의 뿌리를 뽑아버리
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국적회복운동이 시작된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
에 귀국한 중국동포들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주간동아』 
413호, 2003/12/1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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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조선족교회 방문을 계기로 철회되었다.139)	 그리고 합법화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목표로 한 농성단에 참여한 동포들은 정부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자진출국자들의 재입국을 배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4년 2월 6일 농성을 해제했다.	 곧이어 2004년 2월 9일,	 1948년 이전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

과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에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명

시적으로 포함하면서 동포 지위의 대물림을 과거국적자의 손자녀까지로 제한했다.	
그렇지만 “법규에 의한 포섭”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한 배제”로 동포 이주노동

자의 실질적인 자유왕래 및 합법 취업의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다(이철우·이호택 2009,	 182).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소지자에 대한 단순노무활동 금지,	 불법체류

다발국가 출신 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등으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의 ‘재외동

포’	 비자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2.2.3.2.	 380일 농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의 창립  	 	 	 비-동포 이주노동자들 역시 추방의 위협에 대해서 지원단체나 종교시설을 찾아 

모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003년 11월 12일부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스

리랑카,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60여 명이 무기한 농성을 벌였고,	 11월 16일
부터 마석에서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노동자 100여 명이 ‘샬롬의 집’에 자리

를 잡았으며,	 11월 17일부터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는 버마,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50여 명이 모여 철야농성에 돌입했다(『인권하루소식』 제2457호,	2003/11/19).	 이외에도 창원,	 대구 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러 농성단이 

꾸려져 1,000여명 이상 농성에 참여했다(이선옥 2005,	 76).	 이 가운데 최장기 농성

은 명동성당에서의 이주노동자 농성이었다.	 2004년 1월에 나온 정부의 제안에140)	
139)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포정책 개선을 위한 정부 측의 노력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했다.	 “제 마음으로는 금방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법과 질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서로 존중
해 주어야 할 주권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금방 큰 도움을 드리지
는 못할 것입니다. (…) 이것이 단지 우리 국내 정책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
는 국가의 주권과 중국의 국민정책, 민족정책을 존중해야 되는 국제간의 문제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중국동포타운신문』 2009/05/25, 1)

140) 2004년 1월 17일 국무조정실과 농성지원단 간의 면담이 있었고, 정부는 4년 이상 이주
노동자들이 일시 귀국한 후에 고용허가제로 우선 재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 
체결 대상국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 과정을 추후에 논의하며, 출국 유예기간
을 2004년 2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10년사 발간위원회 
2008,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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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거의 모든 농성단들은 해산을 결정했지만 명동성단 농성단은 이를 거부하고 

고용허가제 철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및 합법화를 요구하며 무려 380일 간 농성을 이어갔다.	 명동성당 농성단의 요구는 급진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

고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농성 참가자들이 상

황을 이해하는 방식은 달랐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성공 

가능성”은 농성 참가자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임월산 2011,	 103~4).	 	 	 명동성당 농성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농성은 고용허가제가 도

입된 2003년 7월부터 준비되었다.	 외노협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협의회 공동대책위’를 만들었고,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민주노총과 함

께 ‘이주노동자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양측은 민주노총의 공동대응 제안으로 

결합되어 2003년 11월 15일 명동성당에서 공동농성단을 발족했다(이선옥 2005,	77).	 그러나 공동목표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허가제 문제와 농성

단 운영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공동농성은 하루 만에 깨지고 말았다(서선영 2013,	 34;	 이선옥 2005,	 77).		 	 	 외노협 공대위를 중심으로 한 농성단이 이탈하고 난 뒤 농성단은 공식 명칭을 ‘민주노총 농성투쟁단’으로 하고 이주지부의 사마르 타파 지부장과 민주노총 부위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상시적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는 이주노동

자와 이들의 지원단체가 함께 참여했는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10명당 1인의 대표

가 선출되었고 상근인력 파견 지원단체141)도 단체 별로 1인씩 대표 자격을 부여

받았다.	 또한 농성단의 상황실은 교육팀,	 연대팀,	 총무팀,	 투쟁조직팀,	 선전팀으로 

구성되었고,	 각 팀은 이주지부의 한국인 활동가 1인과 이주노동자 1인으로 구성되

었다(이선옥 2005,	 111).	 농성 초기에는 다른 농성장 순회 방문과 공동 집회 등을 

통해 타 지역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시도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갔다(서
선영 2013).	 그러나 이들의 농성은 주류 미디어에서는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았고,	
관심을 받더라도 농성의 의미가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마붑 알엄(2010,	 99~100)에 따르면,
처음에는 농성장에서 매일매일 신문을 사서 봤다.	 하루에 대여섯종의 신문을 샀다.	
우리가 농성한다는 걸 잘 평가해주는 신문도 더러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141)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미래를여는노동자연대(준) 
등이 참여했다(이선옥 200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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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원하는 내용은 없었다.	 몇몇 진보 언론을 빼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우리 

모습은 오갈 데 없어서 숨어 지내는 불쌍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 농성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 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서도 다루지 않았다.	 우리 마음에는 당당함이 있는데 그걸 보여 주지 않았다.	 고용

허가제 반대나 노동3권 쟁취 같은 이주민의 목소리도 뉴스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	 한라나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테러리스

트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언론이든 국회의원이든 둘 다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런 가운데 명동성당 농성단은 타 농성단들과는 달리 2004년 1월 정부의 자

진출국안을 거부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농성단의 대표인 사마르 타파는 “산업연수

생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싸워왔다”면서 “사업장 이동

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은 지금의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인권하루소식』 제2496호,	 2004/01/20).	 이후 

명동성당 농성단은 타 농성단의 해산에 따른 고립을 막기 위해 지역 조직화 활동

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다.	 명동성당 농성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농성

단 대표로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마스코트처럼 생각하는 친구”(알엄 2010,	 89)였
던 사마르 타파를 비롯해 농성 참가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표적 연행하는 등 압

박의 수위를 높였고,	 이에 대해 화성과 여수 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노동자들과 농

성단에 남은 이주노동자들은 연대 단식 투쟁으로 맞섰다.	 그러나 운동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4월 1일 사마르 타파가 급작스럽게 네팔로 강제 추

방되고,	 농성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와 불안이 누적되면서 사기가 저하된 농성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농성단은 차츰 농성 이후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농성단은 민주노총 내 

조직 및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의 논의를 해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 이주

노동자 독자노조 건설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자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우선 서울과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독자 지

역노조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서선영 2013)	 이후 명동성당 농성이 종결(2004년 11월 28일)된 지 근 5개월 만인 2005년 4월 24일 마침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

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이 창립되었다.	 이주노조의 창립은 우선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농성을 통해서 노동조합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 관한 훈련을 받으면서142)	
142) 명동성당 농성이 노동조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주지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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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에 대한 오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키

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함께 상이한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장기간 농성 참여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발전시켰고(『인권오름』 제99호,	 2008/04/15),	 이는 이주노조 건립의 또 다른 토대

가 되었다.	 한편	 그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이주노동자를 대등한 관계로 바라

보기보다는 지원이나 동원의 대상으로 고착화시켜 본다는 불만,	 이주지부와 상급

조직인 평등노조 간 불화의 경험과 기억,	 이주노동자를 노조의 틀 안으로 조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가 보여 온 미온적인 태도143),	 그리고 명

동성당 농성투쟁 당시 경험 많은 한국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영향력과 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주체성과 지도력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은 이

주노조 건설을 낳은 배경 요인들이었다(이윤주 2013;	 임월산 2011,	 102~3;	 한준성 2015,	 348).	 이렇게 탄생된 이주노조는 한국인 조합원과 함께 한 지부 형태의 평

등노조 이주지부와 달리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포괄한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가입했다(『인권오름』 제99호,	 2008/04/15).	 이주노

조는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정책 개선운동보다는 

우선 이주노조의 내부 역량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노조 조직화 사업에 집중하고자 

했다(정영섭 2013).	

농성이 진행되면서 교육은 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이선
옥 2005, 96).

143) 이주지부가 민주노총 평등노조의 지부였고 농성단의 공식 명칭이 ‘민주노총 농성투쟁단’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지부와 평등노조, 그리고 이주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실질적 유대
관계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선옥 2005, 101~3). 이와 관련하여 농성 300
일째인 2004년 9월 5일 기념집회에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박천응 목사는 날선 비판을 
했다. “민주노총에 쓴 소리를 좀 하겠다. (…) 민주노총에게 ‘이주노동자 문제에 앞장서라’
고 10년 동안 외쳐왔지만, 변한 것이 없다. (…) 지금 민주노총에서조차 비정규직과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찬밥 신세 (…)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은 반성하라. (…) 민주노총 지도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
아들여야 한다. (…)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민주노총은 어용노조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이다.”(이선옥 2005, 1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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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입 과정의 지속과 변화 

	 	 	 1995년 이후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가치정향과 힘의 충돌과 타협으로서의 이주노동정치가 본격화되었다.	 현상타

파세력은 주체에 따라 상이한 지향과 목적을 가졌지만 대체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그리고 이주노동자 관련법 제정,	 재외동포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물론 현상유지세력의 기득권이 강했기에 이러한 요구들이 충분

히 관철되기는 어려웠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변형되면서 계속 유지되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화적 조치는 ‘시한부 합법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동포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령은 법률 

개정(2004년 2월)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배제에 의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은 시장 친화적 요소가 강한 고용허가제 형태

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2004년에 걸친 이주노동정치의 결과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독립적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를 결정적인 기점으로 하여 마침내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

조의 전반적인 틀은 온존했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편입 양식은 여

전히 ‘종속적 편입’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민주

적 정당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기존의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을 크

게 변화시킬 정도로 강한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물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

노동자 취업 금지 원칙이 파기되었지만,	 정주화 금지 원칙은 일관되게 가장 핵심

적인 정책 원칙으로 유지되었다.	 행정적 시선에서 이주노동자는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인구일 뿐 거주하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도 일시적 체류자일 뿐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대상,	 이를테면 토머스 해머(Thomas	 Hammar)가 말한 ‘데니즌(denizen)’	 — 이는 

합법적 영주 외국인을 지칭한다 — 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은 정책적 상상 밖에 있

었다(Hammar	 1990).144)	 이는 인종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144) “데니즌은 이민자들이 노동을 하며 열심히 납세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그 동안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탈-국가적(post-national) 시민권론자
들에게 이 개념은 “국적 없이도 거주와 경제활동에서 일반 외국인에 비해 안정된 권리를 
누리는 정주 외국인,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하승우 2010, 89~90 
재인용). 한편, 데니즌의 아이디어가 갖는 함의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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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여전히 불충분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145)	 	 	 한편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분절성과 모순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른바 2차 노동시장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속한 법적·행정적 범주들은 보

다 분절되었으며,	 단지 분절된 것이 아니라 매우 모순적인 방식으로 분절되었다.	
이는 투-트랙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 시도의 연이은 좌절들과 그 가운데 거둔 제한

적 성취들,	 그리고 현상유지세력의 전략적이거나 임기응변적인 일련의 대응들이 

제도적으로 투영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 편

입을 어렵게 만든 것은 법적·행정적 요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젠더나 인종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들도 종속적 편입이 지속,	 강화된 또 다른 요인들로 작동했다.146)	
이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의 편입 전략은 기존의 방식들을 활용하면서도 보다 

과감한 시도들로 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에 걸친 이

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의 특징은 2장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크게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권리체계의 측면에서 보자.	 <표12>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

정책의 제도적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법적,	 행정적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소속된 범주에 따라 공식적인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의 순응과 제도화를 지향”하는 시민권이 “국경 없는 시민권이라는 보편적인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국민국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 어
렵다는 평가, 그리고 한국의 데니즌이 남성, 전문직 중심으로 제한되기에 자칫 “이주노동
자의 열악한 현실을 회피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하
승우 2010, 89~91)

145)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수준이 낮은 사회
적 인식에 의해 더욱 왜곡되고 굴절되었다. 문화인류학자인 한건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 아닌 노동자”, “기아를 피해 온 난민 또는 노예”, “부정한 
존재 또는 오염의 근원” 등으로 재현되는데, 이는 일종의 “타자 만들기”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편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한건수 2003). 또한 다양성 수용도가 낮은 한국 
주류문화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와 역량에 대한 포용 매커니즘이 발달하기도 
어려웠다(홍미진 2003, 11). 

146)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편입과 관련하여 젠더나 인종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에 충분
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계로 밝혀둔다.	 젠더와 인종의 변수가 이주노동자의 편입과 
관련해 갖는 함의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 수용국의 노동시장 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젠더와 인종에 따른 범주화 내지는 ‘구별짓기’로 인해 노동 간 분열 현
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노동이주에 따른 자연발생적 과정이 아니다.	 그
것은 이주노동의 젠더화나 인종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이주사회에서 ‘타자’로 구성되는 
정치사회적인 과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이주노동시장’의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확증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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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2>	 이주노동자 범주에 따른 사회권보장체계 편입147)	
구분 근거 노동관계법 등 적용 사회보장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에대한
보호지침(근기 68201-696,	 ‘99.11.23)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적용*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O
건강보험 X
국민연금 X
고용보험 X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 및
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 예규 369호)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적용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O
건강보험 O
국민연금 X
고용보험 X

연수취업자(E-8) 출입국관리법 제19조 3항에 
의거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노동3권
산업재해 O
건강보험 O
국민연금 X
고용보험 X

외국인
근로자(E-9)

일반

특례(동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노동3권
산업재해 O
건강보험 O
국민연금 X
고용보험 O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민원처리지침(근기 68201-691,	 2000.3.23.)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O
건강보험 X
국민연금 X
고용보험 X*	 폭행·강제근로 금지,	 연수수당의 지급 및 금품청산,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특히 이러한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패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모순성

이었다.	 예컨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서도 정작 ‘합법’	 체류자인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었다.	
또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에게는 적용되는 의료보험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긴급의료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설동훈 2001b,	 71)	 더욱이 사회권보장체계 편입은 이러한 모순성

에 더해 근로감독 미비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148)	 이 외에도 ‘탈영토화된 민족’의 관념을 전제로 한 재외동포법령의 시행

147) <표12>은 다음 노동부 자료를 보강한 것이다. 노동부, “외국인의 고용 및 관리 효율화 
방안”; <http://www.kdi.re.kr/infor/ep_view_source.jsp?num=48724&menu=1>. 참고
로 근로기준법은 2000년 1월부터, 산재보험법은 2001년 7월부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
용되었다.

148) 예컨대 한국노동연구원이 2001년 7월~8월에 걸쳐 684개 업체와 이주노동자 1,003명 대
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겨우 5.7%에 불과했다(이주·여성인권연대 2002, 55). 안
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집에서 2001년에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집은 산업
재해와 관련한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체계로의 편입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잘 보여준

http://www.kdi.re.kr/infor/ep_view_source.jsp?num=48724&men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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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유 왕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

고 중국과 구소련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어 ‘외국인 근로자’	 자격(E-9)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편입되었다.	 이철우와 이호택의 설명처럼 분절된 노동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두 종류의 제도화된 혈연 외국인의 지위가 형성된 것이다(이철우·이호택 2009,	 168).	 즉,	 국내 체류 동포 간 지위와 권리가 차별적으로 부

여되는 이른바 “계서적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의 현상이 제도적으로 승인

된 셈이다(Seol	 and	 Skrentny	 2009).	 이처럼 한국의 동포정책은 ‘탈영토화된 민족’
으로서 동포에 대한 포용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가장 규모가 큰 동포 집단인 중국

동포를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성을 보였다.		 	 	 권리체계 편입과 관련하여 젠더,	 인종,	 계급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중요한 

변수들이다.	 예컨대 여성 이주노동자149)의 경우 젠더가 인종,	 종족,	 계급 등 여타 

변수들과 결합되면서 편입의 종속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즉,	 이들은 ‘여성-
외국인-노동자’로서 “삼중의 억압구조”(김영란 2006,	 161)에 놓였다.	 특히 저임의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식당 종업원,	 숙박시설 청소,	 가사노동 등 전형적인 여성 

종사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그러나 동시에 국내 여성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서비스 

업종에 배속되어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다수가 중국동포들임)의 열악한 처우

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Shin	 2009;	 2016).	 이들에게는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

한 사회적 차별과 함께 이른바 3C(caring,	 catering,	 cleaning)	 서비스 부문에서 종

사하는 노동자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부과되었다.	 이에 더해 가

정부와 간병인과 같은 돌봄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대다수가 ‘조선

족’	 여성)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여성 

보호 조항들(68조의 야업금지조항,	 69조의 시간외근로조항,	 71조의 생리휴가조항)
과 성희롱방지법 등 일련의 보호 법령들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사업장 환경

과 근로감독 등으로 현실적 구속력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법령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150)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로 남

다(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집 2001).
149) 2002년 10월 현재 여성이주노동자 비율은 35%였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중국동포는 서

비스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동남아시아 출신자들은 제조업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 출신자들은 대부분 예술흥행 사증(E-6)나 관광사증으로 
입국한 후 미군기지촌이나 유흥업소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한건수 2003, 164~65). 
한국특수관광협회를 통해 연예인 자격(E-6)으로 입국하는 이주여성은 1997년 이후, 특히 
송출에이전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늘었으며, 이들의 입
국과 취업은 매춘과 인신매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정귀순 2003b, 191). 

150) 2002년 12월 17일 ‘여성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에서 한국염 여성이주노동자의
집 소장은 서울 등 전국 3개 지역 357명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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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대표자로 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응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대했고 모국의 

가족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초청하거나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늘어났

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출국유예 조치인 

유사 합법화가 아닌)	 정부의 합법화 정책을 통해 공식 제도권으로의 인입이 불가

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의 ‘불법성’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	 이주노동자 자녀 역시 부모

와 마찬가지로 ‘불법성’의 영역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교육,	 의료 등 사회권보장영

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국적법 개정(1997/12/13)으로 양계혈통주의가 채

택됨으로써 부모 가운데 일방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

능하게 되어 의료와 교육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151)	 이주노

동자 부부의 자녀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담당 부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

교의 소극적 지침 해석으로 인해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152)	 	 		 	 	 다음으로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보자.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기회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다.	 무엇보다 행정 영역에서 조세프 캐런스(Joseph	 H.	 Carens)가 

말한 ‘방화벽(firewall)’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캐런스에 의하면 이주

민은 비록 그가 미등록 상태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 국가의 관할권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련의 광범위한 법적 권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혔다. 국내 여성이주노동자 중 42.5%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이
들 가운데 38.9%는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일보 
2002/12/18, 11) 또한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도 심각했다(정귀순 
2003b, 190~91).

151) 이전까지는 부계혈통주의에 근간해 설계된 국적법의 제약으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주노동자일 경우 그 자녀는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동
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되었고, 그 결과 의료와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152)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자녀의교육권보장지침’을 통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
써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초등 교육의 기회를 열었고, 이는 2002년 3월부터 중학교
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의 지침 해석은 달랐고, 일부 학교들은 부모의 합법
체류 내용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레이 2004, 111; 노동일보 2003/03/19, 9) 이후 교육
인적자원부는 제출 자료를 해당 지역 거주사실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
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후에 시행령에도 반영되었다(조혜영 외 2007, 52). 
그러나 지침과 시행령 모두 법률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기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
다(김소연 200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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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ns	 2008,	 165).153)	 이런 관점에서 그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거주국 정부의 ‘보호 집행’과 ‘이민법 집행’	 사이에 방화벽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등

록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닌 공무원이 권리 보호를 원하는 미

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획득한 정보가 단속 기관으로 넘어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물론 방화벽 원칙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부

는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근기 68201-691,	 2000.3.10)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

동자의 ‘선 구제,	 후 통보’	 원칙에 의거한 행정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지침이었을 뿐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 통보의무규정(제84조 제1항)에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한국의 이주노동행정에는 방화벽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이
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과 추방을 두려워 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식 행정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노조(단체)의 보호막을 기대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취약성과 노동 

착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방식의 측면에서 평가하면,	 이주노동정책의 제도적 진화 

과정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미비했다.	 물론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정부는 갈등 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협조 관계를 모

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이주노동행정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기존의 생산성―치안 중

심의 행정을 크게 바꿀 정도로 강한 호소력을 갖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의사결정과

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참여는 부재했고 이들의 대표는 결핍되었다.	 	 	 이주노동자 결사체(이주노동자 공동체,	 이주지부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

원이나 공식적 소통 채널의 확보 시도는 찾기 어려웠고,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표나 지원단체 내지는 공익단체의 대표에게 참여의 공

간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들

153) 황필규에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외국인이 그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하에서 국제법 및 국내법
제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그 외국인에게 부여한다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외국영토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그 체류의 기간이나 정규성과 무관하게 그 국가의 영토 혹은 관할권 하의 모든 이
의 권리를 차별 없이 증진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황필규 20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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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사용자 단체와 안정적 연결망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가진 행정영역에 

한정된 폐쇄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하위 심

의기구로 설치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와 공익 대표가 위원으로 공

식 참여하게 되어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단체나 지원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발전

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확보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가졌을 뿐 이주노동정책의 관주도성과 자본편향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

했다.	 또한 동포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는 재

외동포정책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서 이주노동자나 지원단체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표13>	 송출국가별 송금 성장률 및 GDP	 대비 송금 규모

송금 성장률(2001년~2008년) 2007년도  GDP	 대비 송금 규모(%)
네팔 47.7 15.50

필리핀 17.2 11.60
방글라데시 22.9 9.50
스리랑카 12.6 8.10
베트남 15.5 7.90

파키스탄 25.3 4.20	 	 	 	 	 	 	 	 	 	 *	 출처:	 Abella	 and	 Ducanes(2009,	 151).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편입은 차등적이었고 권리 구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이주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대변될 수 있

는 참여의 기회 역시 협소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송금경제 구조로 인해(<표13>)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 있는 모국 정부나 주한 대사관으로부터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154)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

154) 이주노동자 출신으로 제5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아웅틴툰에 의하면, 
“공동체 중 활발하게 하는 단체가 몇 단체가 안됩니다. 네팔 공동체, 미얀마 공동체, 방글
라데시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
[의 이주노동자 공동체]이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라[한국]에 대사관이 있지만 대사관이 여기에 계시는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한테 
도와주지 않거나 문제가 일어나도 부탁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그런 거 대신 공동체가 여러 가지 활동 하는 거죠.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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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은 비-국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조직화 활동’과 ‘공론장 활동’에 참

여해야만 했다.	 이를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출

신국 별로 형성된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통한 정보교류나 상호부조 등을 통해 한

국사회에서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하승우 2010,	 81).	 그러나 출신국가별 

자조·상조 중심의 활동을 넘어선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간의 연결망 구축과 연대 

형성은 쉽지 않았다.	 또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자국 정체성을 유지,	 강화시킴으로

써 한국을 정착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이주노동레짐의 단기

순환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부수적 효과를 갖기도 했

다(김홍진 2007,	 198;	 하승우 2010,	 83~84).		 	 	 둘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다른 비-국가 행위자들의 지원을 활용

하거나 이들과  연대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이들의 연대체(외노협 등)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부문에서 이주노동자 편입의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 역

할을 수행했다.	 지원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활동가 다수가 종교인이었고 예

수교장로회와 기독교장로회를 필두로 하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설동훈 2000b,	 16~17).155)	 하지만 지원조직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종교단체로서는 예배와 선교 활동을 펼쳤고,	 복지기관으로서는 국가가 제대로 제

공하지 않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한국어,	 한국문화,	 노동법 등 교육,	 의료 서비스,	
쉼터 및 문와 친교의 공간 제공,	 고충 상담 등)를 제공했다.	 지원단체들의 공동 참

여로 만들어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의료공제조합’은 이주노동자 조합원을 대

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고 장기체류에 따른 사실상의 정주화가 시작되면서 지원

조직들은 이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경 없는 마을’	
프로젝트156)나 이주노동자 밴드 음반 발매157)	 등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를 

<https://www.youtube.com/watch?v=-Gco8LKGAlY>.
155) 주로 남성을 대표자로 둔 지원단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

도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해 여성 목사인 한국염이 대표를 맡았던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집’ 등 사회 내 여성이주노동자 문제 전담 지원조직이 출현하기도 했으나 10만을 넘어서
고 있었던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금연 
2001, 3).

156) ‘국경없는 마을’은 1999년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박천응 목사)가 반월과 시화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안산시의 원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다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오경석·정건화(2006)의 내용을 참고하시오. 

157) 일례로 2002년 12월 15일,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 7명이 결성한 밴드 유레카가 프로젝
트 음반 발매를 기념한 콘서트를 쌈지스페이스 바람에서 열었다. 이들은 모두 4~7년째 염
색공장, 가구공장, 기계부품 제조공장, 박스공장에서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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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편입 기획들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단체는 사회운동단체로서는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운동과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처럼 비-국가 영역에

서 사적,	 시민적,	 정치적 결사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원단체들을 매개로 보다 안

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추구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보다 주체적인 방식의 편입 기획이 나타났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조단체의 전반적인 방관이 노-노 연대의 결핍에 대한 아쉬움을 낳았다

면,	 지원단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차츰 이주노동자가 온정과 시혜,	 혹은 동원의 대

상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만은 한 이주노동자 활동가의 증

언에도 잘 드러난다(알엄 2010,	 69).
교회 혹은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회 

쪽에서 이것저것 이벤트를 추진하면 우리는 단지 참여만 하는 존재,	 혹은 자리만 

채워주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숨기를 거부하고 불만을 참여의 욕구로 전환시킨 이주노동자들은 그

간 한국사회에서 침묵된 자들이었던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

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생산하는 조건들에 저항하면서 대항담론을 만들어 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이같은 

정치적 활동은 ‘이노투본’의 결성에서 ‘이주지부’를 거쳐 ‘이주노조’의 창립으로 이

어졌다.

드결성 취지에 대한 물임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도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만들어 즐
길 줄 아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홍미진 2003, 11) 앨범 제작을 추
진한 박경주에 의하면, “우리들은 은연중에 이주노동자를 한국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욕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나에겐 이주노동자 뮤직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 그
들은 돈을 벌겠다는 욕구와 함께 다른 세계에 대한 문화적 욕구도 가지고 왔다고 본다. 이
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언더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중 대부분이 불법 체류
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다원화되
지 못해 그들의 문화를 주류문화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한국
인에게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박경주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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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	

세 정책 영역,	 중층적 계서화,	 그리고 새로운 편입 기획들

	 	 	 앞선 두 장에서는 이주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형성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와해되면서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전 장에서 설명했듯이 이주노동레짐은 이주노동정책 설계·운영의 

기본 원칙들과 이 원칙들에 기반한 일련의 절차들과 조직 체계를 포괄한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레짐의 구성 원칙들의 위

계 설정과 그것의 제도화 내지는 집행 매커니즘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의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세력들 혹은 행위자들이 이주노동

레짐 구성 원칙들의 최적의 조합에 대한 각자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이

주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제도 설계와 집행 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 상호 경합하게 되는 것이다.	 비교해서 보면 이전의 이주노동정치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온존과 혁파를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의 특징을 보였

다면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내지는 

시장 친화성 수준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보다 포괄적인 세력 간 경합 과정이 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노동레짐의 권리(내지는 시장)	 친화

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들로서 합법화,	 고용허가제,	 다문

화 정책에 주목하고 이 세 정책 영역에 나타는 이주노동정치를 살펴본다.	 우선 합

법화 정책은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보호 원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합
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한,	 더 나아가 누가 ‘데모스(demos)’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주국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보장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합법화 정책은 바로 이 경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즉,	 합법화 정

책은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이 되며,	 그렇기에 이주

노동정치의 주요 정책 영역이 된다.	 다음으로	 이주노동레짐의 기초가 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제도설계나 운용체계의 시장/권리 친화성 수준은 이주노동자의 권

리 보장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고용주의 이해관계에 

경사된 제도 설계에 입각해 제정,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후 시장 친화적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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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레짐을 추구하는 세력과 권리 친화적 이주노동레짐을 지향하는 세력이 자신들

의 이해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경합하는 제도적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 도입된 일련의 다문화 정책들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이주노동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은 그 설계 방식이나 적용 범주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

정적인 기회 구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다문화 정책 역시 이주노동레

짐의 성격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

지 세 정책 영역의 이주노동정치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 장의 핵심 내용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면 합법화 정책은 아래로부터의 힘의 분산과 위로부터의 동력 상실로 인

해 실패했다.	 전면 합법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정치가(대통령)와 행정가(출입국관리국장)의 등장이라는 행위자적 요인과 여

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라는 정치적 기회 구조의 출현은 전면 합법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운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전면 합법화 

운동의 응집력이 손상되었고,	 그런 가운데 출입국관리국장의 사임과 보수 정부 출

범에 따른 위로부터의 지지 철회로 인해 전면 합법화 시도가 결정적으로 좌절되

었다.	 	 	 이어서 고용허가제의 경우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편으로는 연수

추천단체의 전면 반대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허가제 운용체계에 참여시켰

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고용허가제의 시장 

친화성을 강화했다.	 이에 권리 결핍도가 높은 이주노동레짐에 대한 현상타파세력,	
특히 이주노조를 위시한 이주노동운동세력은 독소 조항 철폐와 노동허가제 시행

을 적극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시행의 제도적 효과로 인해 

이주노동운동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동포와 비-동포가 분리되었으며,	 이후 보수 정

부 하에서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이 복원,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고용허

가제의 개정은 이주노동레짐의 시장 친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주노동정치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을 분석했다.	 본 장

은 핵심적인 다문화 법령의 설계 과정을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고객정치’와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보다는 부처 동학의 시각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법무부 주도성 

하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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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고,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더욱이 보수 정

부 출범 이후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새로운 통제 수단

이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운동의 내부 

결집과 외연 확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찰스 헤일(Charles	 Hale)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neoliberal	 multiculturalism)’	 개념을 활

용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 장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편입의 

지배적인 양식은 여전히 ‘종속적 편입’이었으나,	 ‘중층적 계서화’의 특징을 보였다

고 설명하고,	 이어서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편입의 기획들을 소개한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1.1.	 합법화 정책:	 유형,	 논쟁,	 단계

	 	 	 이주사회에서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는 이주국가의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Mass	 2006,	 8).	 이는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가 이주국가의 이민정책 변동에 

따라 모호하고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주민에게 

합법과 불법,	 등록과 미등록의 경계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정책 설계 및 운용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158)	 정책은 바로 이러한 경계를 조정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아만다 레빈손(Amanda	 Levinson)에 따르면 합법화 정책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Levinson	 2005a,	 4).	 하나는 일정 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자동적

으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permanent)	 합법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영국

은 14년 간 지속적으로 자국에서 거주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영주 자격을 인정했

다.	 다른 하나는 보다 일반적인 합법화 방식인 단발적(one-shot)	 합법화 프로그램

이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신청한 미등록 이주민들 가운데 

거주 및 취업 등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자들을 합법화하는 방식이다.	 <표14>에
서 보듯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과 8개 유럽 국가들은 총 22차례의 단발

적 합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합법화 조치에 신중한 편인 북유럽 국가들

158) 미등록 이주민이 체류 국가의 정부로부터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영
어 표현은 regularization, legalization, amnesty, normalization 등으로 다양하지만 여
기에서는 ‘합법화’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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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뒤늦게 이민 유입국이 된 남유럽 국가들은 단발적 합법화 프로그램을 

몇 년 단위로 비교적 자주 시행했다.	
<표14>	 해외 이민국가들의 단발적 합법화 프로그램 (1981~2005)

국가 적용시기 신청 
(건수)

합법화 
(건수)

합법화
비율 합법화 혜택

프랑스
1981-82 150,000 130,000 87% 영주1997-98 150,000 87,000 - 영주

벨기에 2000 50,000 파악안됨 - 장기 거주

그리스
1998 370,000 370,000 100% 6개월 거주1998 228,000 220,000 96% 1~5년 취업/거주2001 368,000 228,000 62% 2년 취업/거주

이탈리아

1986 파악안됨 118,700 - 일시 취업1990 파악안됨 235,000 - 2년 거주1995 256,000 238,000 93% 1~2년 거주1998 308,323 193,200 63% 일시 취업2002 700,000 634,728 91% 1년 거주

룩셈부르그 2001 2,894 1,839 64% 6개월 거주 (단,	취업할 경우
장기 거주 가능)

포르투갈

1992~93 80,000 38,364 48% 일시 거주1996 35,000 31,000 89% 일시 거주

2001 파악안됨 170,000 - 1년 거주(4번 갱신 가능,5년 이후 자동적으로 
영주 자격 부여)

스페인

1985 44,000 23,000 52% 1년 거주/취업(갱신 가능)1991 135,393 109,135 81% 3년 거주1996 25,000 21,300 85% 5년 거주2000 247,598 153,463 62% 1년 일시 거주/취업2001 350,000 221,083 63% 1년 일시 거주2005 691,655 572,961 83% 1년 거주(갱신 가능함)
영국 1998 파악안됨 200 - 1년 일시 취업

미국
1986(일반 합법화) 170만 160만 94% 영주

특별 농업근로자 130만 110만 85% 영주	 *	 출처:	 Levinson(2005b);	 Mass(20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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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합법화 정책은 미등록 이주민 감소를 목표로 한 여러 정책 수단들 가

운데 가장 논쟁적인 정책이다.	 합법화 정책은 노동시장,	 국가안보,	 국경 통제,	 사회

서비스,	 미래 이민자 유입,	 시민권,	 민족 정체성 등 다양한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는 정치적 사안인 것이다.	 우선 합법화 정책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합법화 정책은 오히려 미등록 이주

민을 양산한다(Levinson	 2005a,	 5;	 Sunderhaus	 2007,	 71).	 합법화 정책의 시행은 

저임의 미등록 이주노동에 대한 신규 시장 수요를 낳게 되며,	 특히 가족 재결합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더 많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게 된다.	 둘째,	 신청 요건

의 제약으로 모든 미등록 이주민이 합법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당

수 미등록 이주민이 제외될 수 있다(Levinson	 2005a,	 5).	 셋째,	 합법화 정책의 시

행 자체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타의 이민 통제 정책들이 실효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Levinson	 2005a,	 5;	 Castles	 and	 Miller	 2009,	 186).	 즉,	 합
법화 정책은 정부가 자신의 이민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

기에 정책결정자들은 단속추방이나 고용주 처벌과 같은 강력한 이민통제정책 수

단들을 합법화 조치와 병행하면서 정책적 무능의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다(Baker	1997,	 7).	 넷째,	 합법화 정책의 시행은 거센 반대 여론을 낳는다(Levinson	 2005a,	5,	 9).	 합법화를 위법(違法)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태도,	 그리고 합법화된 이주민

과 이들이 초청한 가족이 이주사회의 노동시장과 권리체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국인의 공포와 피해의식은 반-이주 담론이나 운동의 형성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적대나 

혐오의 태도가 강하게 표출되는 사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합

법화 정책은 시행이 용이한 정책 수단이 아니며,	 시행되더라도 종종 강력한 단속·
추방 정책과 병행되었다.	 	 	 그렇다면 합법화 정책에 대한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측의 

논거는 무엇인가.	 첫째,	 합법화 정책은 향후 실효적인 미등록 이주민 관리정책의 

설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의 의미를 갖는다(Levinson	 2005a,	 5;	 Meissner,	 North	and	 Papademetriou	 1986,	 426).	 즉,	 합법화 정책의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인

구학적 정보와 노동시장 참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합법화 정책은 미

등록 이주민을 사회적 주변화와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체계 편입 

수준을 높인다(Levinson	 2005a,	 5;	 Sunderhaus	 2007,	 70).	 물론 합법화 정책이 이

러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하여 입안,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합법화 정책

은 대규모 시위와 이주민 단체의 지속적인 대 정부 압박,	 그리고 열악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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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처우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반응이다.	 셋
째,	 합법화 정책은 지하경제를 규제하고 노동시장 투명성을 높이며 그 결과 세수 

확보,	 사회복지 재원 확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기여한다(Levinson	 2005a,	5~6;	 Sunderhaus	 2007,	 69).	 넷째,	 합법화 정책은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기도 한다(Levinson	 2005a,	 6).	 예컨대 포르투갈은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합법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인

구를 관리하는데 동의했다.	 다섯째,	 합법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

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합법화 프로그램은 적체된 망명 신

청 미결 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우회적 방안이기도 하다(Sunderhaus	 2007,	 69).	 	 	 이처럼 합법화 정책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합법화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설계,	 시행,	 사후 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레빈손은 합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단계적 접

근을 강조했다.	 우선 준비 단계에서는 합법화 정책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이해당

사자들(이주민 권익 보호 단체,	 고용주 단체,	 노조 단체,	 정치정당,	 이주민 단체 

등)	 간의 합의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합법화로 얻은 합법적 체류 기간이 종

료되고 나서 미등록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비자 갱신이나 장기거

주 및 영주의 기회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법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Levinson	 2005a,	 11;	 Sunderhaus	 2007,	 72).	 실제로 그리스의 2001년도 합법화 정

책은 미등록 회귀 현상을 막기 위해 2년 거주 허가를 지속 갱신한 이주민에게는 10년이 지나서 영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르투갈도 1년 체류 허

가를 4회 갱신한 자에게 영주 자격을 인정했다(Levinson	 2005b).	 또한 신청 과정

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과 미디어,	 정부 기관,	 이주민 단체 등을 활용한 

효율적,	 적극적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Levinson	 2005a,	 11).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미디어와 이주민 조직 간의 협조 체계는 프랑스의 1981~82년 합법화 정책의 높

은 참여율의 원동력이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합법화 조치의 경우 이

주민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한 결과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Meissner,	 North	 and	 Papademetriou	 1986,	 425~26;	 Levinson	 2005b).	 다음

으로 시행 단계에서는 사전에 훈련받은 공무원들이 이주민 (지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합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Levinson	 2005a,	 11).	 특히 미등록 이주민

들이 정부 기관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이주민 지원단체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Sunderhaus	 2007,	 71).	 또한 미등록 이주민 고용주에 대한 정부

의 단속과 처벌은 합법화 정책과 병행 실시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이는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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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고용과 착취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행정 역량

이 중요하다(Levinson	 2005a,	 7).	 마지막 단계에서는 합법화 정책 시행을 통해 수

집된 자료들을 취합,	 분석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의 인구 구성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미등록 이주민 관리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Levinson	2005a,	 11).
1.2.	 세 유형의 행정적 대응:	 단속·추방,	 자진출국유도,	 부분 합법화

	 	 	 고용허가제 도입의 핵심 명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의 감소 효

과였다.	 그렇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는 고용허가제의 안착을 위한 최우선적 

정책 과제였다.	 즉,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이주노동레짐의 핵심 원칙들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 금지의 원칙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정
부는 2005년을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미등록 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가 시행한 정책 수단들은 크게 세 가지였

다.	 	 	 첫째,	 단속·추방 정책이다.	 법무부는 추가 합법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잠적이나 추가 양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체류 외

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나 사면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밝히고 지속적이고 일관

되고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의 기조를 세웠다(법무부 2004).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의 치안 불안,	 그리고 내국인근로자들의 

일자리 잠식을 논거로 들면서 지속 단속 방침을 정당화했다(법무부 2005b).	 그렇

지만 연말까지 국내 미등록 외국인 수를 16만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단속-보호-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를 제대

로 받지 못했고 그 결과 권리 보호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방화벽 원칙

이 부재한 가운데 체불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로 관할 노동청 등에 권리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법무부에 신고되었다(『인권하루소

식』 제2803호,	 2005/05/02;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5b).159)	 또한 정부는 

단속 정책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목표로 내건160)	 이주노조의 

159) 한국 출입국관리법령의 ‘입법모델국가’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신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행정 당국에 통고를 하
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160) 이주노조가 창립선언문(2005년 5월 3일)에서 밝힌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기본
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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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안와르 후세인(Anwar	 Hossain)을 표적 단속하는 등 이주노동운동을 무

력화하고자 했다.	 	 	 둘째,	 자진출국유도 정책이다.	 정부는 2005년 1월 5일~2월 10일,	 그리고 동년 10월 20일~11월 19일에 재난 피해국가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국해 가족 생

사를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자진출국유도 정책을 

시행했다(『인권하루소식』 제2732호,	 2005/01/13;	 법무부 2005c).	 이 조치로 재난 

피해국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출국 시 범칙금과 1년 이상 입국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재입국을 보장받지는 못했다.	 실제로 두 차례 특별조치로 

출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재입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의 이주노동정

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8b).	 결국 두 차례

의 한시적 특별조치는 외견상 인도주의적 조치였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이주노동

자 감소를 위한 정책이었다.		 	 	 셋째,	 동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법무부

는 합법화 불가 방침을 세웠지만 미등록 동포 체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한

시적 “특혜 부여”	 조치(2005년 3월 21일~8월 31일)를 실시했다(법무부 2005a).	 이 

조치로 미등록 체류 동포는 자진귀국 시 정부로부터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일로부터 1년이 지나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신청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지 않는 미등록 동포에 대해서는 차후 강력 단속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전체 대상자 106,000여명 가운데 60%인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8만여 명이 자진 출국했다(법무부 2005a;	 오마이뉴스 2008/01/14).161)		 	 	 이처럼 합법화 조치 불허의 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미등록 동포 체

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는 상호 유관한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시행될 수 있었

다.	 우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등록 인구 집단

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동포에 대한 출국-재입국을 통한 양성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4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

의 전면 적용에 대한 동포 사회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동

포포용정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부담 등

으로 인해 재외동포법령의 전면 적용이 계속해서 보류되는 가운데 한시적 특혜 

조치의 형태로 동포 대상 합법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마지막은 정부와 동포 지원

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주노조 홈페이지; 
<http://migrant.nodong.net/index.php?mid=about>.

161)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2006년 4월 24일~8월 31일에 동포 대상 합법화 조치가 한 차
례 더 이루어졌다(법무부 2006a).



- 195 -

단체 간의 정책적 교류이다.	 자진귀국 및 재입국 형식의 동포 대상 합법화 프로그

램은 동포 이주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김해성 목사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제안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이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08/01/14).	 	 		 	
1.3.	 전면 합법화 운동

	 	 	 미등록 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의 의도

와 결과의 커다란 간극 발생으로 인해 2005년 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80,792명
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52.3%를 차지했다(이규용 외 2007,	 28).	 이는 감소 목표

치인 16만을 상회한 결과였을 뿐 아니라 2004년 말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42.7%)보다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처럼 정책 목표와 정책 결과의 간극이 벌어져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주노조,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와 연대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이전부터 요구해온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이들의 전면 합법화 주

장은 단순히 반정부적 태도의 발로나 비현실적 요구가 아니었다.	 전면 합법화 요

구는 단속·추방 정책과 선별적 합법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와 정책적 판단 오류

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였고,	 보다 권리 친화적인 이주노동레짐을 지향하는 운

동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우선 전면 합법화 운동은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였

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속·추방의 집행자가 아닌 당사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단속과 추방의 공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하지 않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요구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년간 한국에 체류한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 샤킬(Shakel	Ahmed	 Shakil)의 증언에 의하면(『인권오름』 제11호,	 2006/07/04),	
큰 문제는 단속이 워낙 심한 것입니다.	 단속과정에서 연행되고 강제 추방되고 그 

과정에서 단속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한 몸

으로 돈 벌러 왔지만 단속을 피하다가 단속반원에게 맞아 장애를 안거나 시신으로 

돌아가거나….	 단속으로 모든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서 인간

이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필요하고,	 토요일 일요일 외출 나가서 

이들도 봐야하고 그런데 토,	 일요일도 단속이 심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

권침해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수 있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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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작은 병들도 키우다가 돌아가신 이주노동자들도 많습

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을,	 사람인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면서 자기 몸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단속정책 때문에 업주들도 그걸 이용하면서 열 몇 시간 

일을 시키면서 이주노동자들 피로가 많이 쌓이면서 과로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

다.	 (…)	 이주노동자들이 4만 명 정도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 아이

들이 아직까지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부분 많아요.	 부모들이 미등록이라 불안

감도 있고 (…)	 신분 때문에 고향에 잘 못 가잖아요.	 신분불안 때문에 1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	 저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그런 문제 갖고 있고 합

법화를 해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고 싶을 때 가고 가족이랑 부모님 보고 인사하

고 와서 일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쉽죠.	
	 	 	 위 증언은 권리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간과한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이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얼마나 깊고도 넓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필자가 면접한 필리핀 출신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P씨에 따르면(면
접일:	 2013/05/19	 필자 번역),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릴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까 두려웠어요.	 낮에는 집

에만 있었어요.	 일터에 나가지 못했죠.	 대대적인 단속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전 침대 밑에 들어가 숨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1~2주 정도 지

나고 나서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고,	 일터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공포가 저를 죽일 

것만 같았거든요.	 맞아요,	 공포로 죽을 것만 같았어요.	 (…)	 그건 아주 심리적인 것

이었어요.
	 	 	 한 방글라데시인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단속과 추방의 공포로 인한 불안감 때

문에 비로소 자신이 ‘이주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인권오름』 
제64호,	 2007/07/25).	 이처럼 단속·추방 정책(=폭력 매커니즘)에 대한 경험을 토대

로 한 이주노동자의 증언들은 단속·추방 정책의 윤리적 맹점을 폭로하면서 권리 

보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전면 합법화 운동의 담론적 자원과 정당화 논거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단속·추방 정책은 이주노동자에게 범법자 내지는 우범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상징 조작(미등록=불법=범죄학과 위생학의 대상)을 통해서 차

별적 인종주의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합법화 운동은 이를 예방

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반차별 운동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전면 합법화 운동은 동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 합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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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였다.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혜’	 조치는 타민족 이주노

동자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차별이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

라 신청 기간 이후 더욱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그 대상이 되는 타민

족 이주노동자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조치”(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6)가 

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분 합법화는 운동의 분열 요인

이 되었다.	 당시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인 이정원에 의하면(『인권오름』 제99호,	2008/04/15),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집단을 다르게 대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이에요.	 이주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객관적인 요인들

이 너무 강해요.	 (…)	 ‘중국 동포’와 이주노동자 사이도 마찬가지에요.	 그들 사이의 

차이들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요.	 문제는 정부가 이 두 집단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

다는 거예요.	 정부에 공동으로 저항하면 ‘중국 동포’에게만 양보하는 식으로 말이죠.	
실제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보니 특히 ‘중국동포’	
집단과 이주노동자 집단 사이의 이질성이 큰 것처럼 비춰지고 여기에 민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그 격차는 더 두드러져 보이죠.	 ‘중국 동포’들의 경우,	 실질적인 문제인 

한국 국적의 회복이라든가,	 소위 선진국 동포들과는 다른 차별대우,	 그에 대한 억울

함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두드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들 입장에

서는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는데다가 자신들은 한국 민족의 일부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외노협 등 이주노동 지원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전면 합법화 

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선 동포에 대한 한시적 특혜 조치를 타민

족 이주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과 2004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전면 시행

을 요구했다(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5a;	 2005c).	 	 	 이처럼 전면 합법화 운동은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 정책이 갖는 윤리

성과 실효성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필수 선행 

조치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면 합법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밀입국에 의한 미등록 체류

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제도가 불법체류를 생산,	 재생산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전면 합법화 조치의 또 다른 정당화 논거들이었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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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2008,	 130).	 이에 더해 전면 합법화를 통해 ‘불법’	 고용에 기반한 지하경제를 

규제하고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스페인에서 2005년에 실시한 대대적

인 합법화 프로그램이 본보기로 부각되었다.162)	 	 	 한편 한국의 경우 합법화 조치는 정주화 금지의 정책 원칙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이주노동운동 측의 반응은 정주화 금지 원칙에 매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정주화 금지의 원칙을 완화하여 장기체류 

숙련공에게는 체류 연장 및 영주 기회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기에 정주화 금

지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도 했다.	
1.4.	 정부의 전면 합법화 정책 검토

	 	 	 위에서 설명했듯이 전면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

되었지만 이주노동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노동부는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단속·추방 정책에 따른 인권침해와 권리 구제의 문제

가 불거지자 이에 대해 ‘외국인 고충처리 지원협의회’	 설치 추친 방침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프랑스의 “이민자 폭동 사건”을 

논거로 들면서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포용 태세가 전제되지 않은 합법화 정책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오히려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한국

일보』 2005/11/21,	 30).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가와의 외교적 문제 

등으로 전면 합법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다.163)	 결국 단속·추방 정책은 지속되었고 

162) 2005년 2월~5월에 걸쳐 스페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등록 이주민 사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그해 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신청자 총 691,655명 가운데 무려 572,961명이 
합법화되었고, 이들 가운데 548,720명의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었다. 당시 합
법화 프로그램은 2004년 마드리드 테러 폭발 사고 이후 안보 이슈가 불거졌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정책에 스페인 정부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였다. 사회주의 정당 출신의 자파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스페인 내국인과 북아프리카 등 출신 이민자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재빨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사면 조치를 단
행했다(Maas 2006).

163)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 정부는 합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출
국 정부의 논리는 해외 노동을 원하는 자국민들에게 이주노동의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보
장하게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송출 비용 징수의 목적도 깔려 있었다
(김해성 2006b). 실제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송출비용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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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164)		 	 	 동포에 한정된 부분 합법화 조치를 넘어선 전면 합법화 조치의 시행을 위해서

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다.	 밑으로부터의 전면 합법화 요구는 오래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미온적인 대응도 그간의 출입국 행정을 보았을 때 충분

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새로운 동력의 위로부터 나왔

다.	 대통령의 다음 발언은 참여정부가 윤리적,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존

의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주노동레짐의 핵심 원칙이었던 정주화 

금지의 원칙도 재고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합법은 아니고 불법인데,	 불법이지만은 또 돌봐줘야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것이 

외국인노동자정책이었습니다.	 (…)	 여러 차례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결국 점차적으

로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서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한 사람들이 한국 국민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민정책을 새로 한번 다듬어보

자,	 이렇게 지금 쭉 준비하고 있는데165)	 	
	 	 	 정주화 금지 원칙과 단기순환 원칙이 고착화되어 있고 단속·추방 위주의 미등

록 이주노동자 감소 정책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이주노동레짐의 성격을 보다 권

리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같은 변화의 

의지가 정책적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직책에 새로운 

인사를 두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2005년 12월 개방직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을 역임한 강명득 씨가 임

명되었다.	 이는 이주노동정책에서 국가의 정당성 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참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 조치였다.	 또한 이는 이주노동운동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전면 합법화 정책의 시행을 위한 기회 요인을 의미했다.
2009년 6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 출신 이주노동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송출비용은 2,635달러였고 일부 국가의 경우 평균 송출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일례로 베트남은 2006년 3,791달러에서 2009년에는 6,105달러로 급격히 늘었다(외국인이
주·노동운동협의회 2009c).

164) 2006년 2월 27일, 미등록 체류 터키인 코스쿤 셀림 씨가 경기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실
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경향신문』 2007/02/14, 1). 2006년 4월 18일에는 부천지역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던 장기체류자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Nur Fuad, 1976
년생, 남) 씨가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6).

165) 2006년 5월 25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주민한마당 행사 참석 시 대통령 발언. e영상기
록관 홈페이지(http://www.ehistory.go.kr) 동영상, “노무현 대통령, 외국인 정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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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6년 5월 4일에 법무부 주최로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과 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강명득 국장은 

불법체류 동기 근절과 함께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공청회의 취지로 설명했다.	 다
시 말해 현실성이 없는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권리 보호로 

시야를 넓혀 새로운 정책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공청회는 레빈손의 

단계론에 비춰 본다면 합법화 준비 단계에서의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었으며,	
사실상 전면적 합법화 정책에 대한 공통되고 강력한 요구가 개진될 수 있는 공론

의 장이 열리는 효과를 가졌다.	 얼마 뒤인 2006년 8월 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강명득 국장의 주재 

하에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 이 간담회에

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 방식의 전면 합법화 

방안과 장기체류자에 대한 정주권 인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경남도민일보』 2006/08/10,	 5).166)	 이러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8월 29일에는 법무부 출입국관

리국 주최로 ‘비동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방안 관련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초청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	 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소기

업청,	 국정홍보처,	 그리고 7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사실상의 

전면 합법화 방안,	 단속기조 유지 방안,	 고용주 처벌 강화 방안 등에 대합 협의가 

진행되었다(법무부 2006b).	 	 	 이제 전면 합법화 요구는 더 이상 반정부 요구도 아니었고 비현실적인 구호도 

아니었다.	 오히려 법무부와 노동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22만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태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2006년 9월~11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미등록 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

는데 이는 비록 그 수혜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전면 합법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

게 만드는 조치였다.	

166)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서경석 목사는 정주화 금지의 원칙을 강조
하고 재입국 보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한국어와 기술숙련도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국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주인권연대 홈페이지(cafe.daum.net/NMR),	“비동포 자진출국유고방안 간담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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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부
실한 시설관리와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10명의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대부분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 한 명은 합법 체류자였음에도 단지 취업규칙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자

가 되어 수용되어 있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에르킨 씨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11개월 이상 장기 수용되어 있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7b).	 이 사건은 단속,	 보호소 수용(종종 장기 구금),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주노

동행정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출

입국관리법령 등에 단속 근거규정 신설,	 건조물이나 주거 진입 시 허가장 제도 도

입,	 보호적부심사제도 도입,	 공무원 통보의무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국가인

권위원회도 이미 2005년 12월에 발간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 실태조

사 보고서를 통해 보호소 수감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설동훈 

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 행정 시스템의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더욱 클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당시 화재 참사가 오로지 비극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이 사건은 단속·
추방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켰고 전면 합법화 정

책의 시행을 위한 기회 구조를 제공했다.	 더욱이 2006년 이후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과감한 합

법화 조치의 시행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직후 결성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강력

히 요구했고,	 외노협도 3월 20일 항의농성에 돌입하고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후 6월에는 공대위 소속단체들을 중심으로 상설 연대체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결성됨으로써 전면 합법

화 운동을 위한 연대의 사회적 기반이 보다 넓어졌다.	 또한 대구와 부산 지역의 

이주노동운동 연대체들도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처럼 참사를 계기로 집중 표

출된 아래로부터의 전면 합법화 요구에 대해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3월 29
일 이철승 외노협	 상임대표와 김해성 목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

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전면 합법화 방침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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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다.167)	 물론 이는 정주화 금지 원칙의 제약으로 인해 일괄 출국을 전제로 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다른 민주주의 이민국가들의 합법화 프로그램들

에 비해 제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혜’	
조치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

한 정책안이었다.		 	 	 그러나 전면 합법화 정책 추진의 흐름은 곧 역전되었다.	 법무부는 5월을 기점

으로 단속·추방의 강경 방침으로 선회했다.	 권리 보호의 원칙에 앞서 정주화 금지

의 원칙과 단기순환의 원칙이 다시금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었고,	 내국인 일자리 잠

식과 범죄·슬럼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법무부는 2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월 25일에 발

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대표 김해성 목사)	 단속반원 난입 사건은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와 정부(법무부)	 간의 정책적 공조 관계가 단절되고 있음을 상징

적으로 보여 주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7c).	 11월 27일에는 이주노조

의 까지만(Kajiman	 Khapung)	 위원장,	 라주(Raj	 Kumar	 Gurung,	 Raju)	 부위원장,	 마

숨(Abul	 Basher	 Moniruzzaman,	 Masum)	 사무국장이 표적 단속되어 청주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전까지 전면 합법화 정책 도입을 검토해 왔던 법무부

는 입장을 바꾸어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단속의 논거로 제시했다(법무부 2007c).	 	 	 그렇다면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형성된 기회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

운동세력이 추진해 오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온 전면 합법화 정책 도입 시

도는 왜 좌절되고 말았는가?	 전면 합법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선회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첫째,	 2007년 4월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화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주노동운동과 이주노동행정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대표적 매개 인사인 강 국장의 사임으로 그간 양

측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했던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동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

한 사실상의 합법화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에 

167) 『재외동포신문』 (2007/04/06) 온라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연내 추진.” 강명득 국장의 
방안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력송출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우선대상
으로 한 것으로 자진출국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입국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당시 한국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총 9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72,425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이는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 208,271명 중 3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또한 곧 중국과도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질 것이었기에 전체 미등록 이
주노동자의 약 80%가 양성화됨으로써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오마이뉴스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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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	 둘째,	 화재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주노동운동 내 

갈등이 불거졌다.	 대정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측(외국인이주노동

자대책협의회	 등)과 이를 타협주의와 대리주의로 비판하면서 당사자의 주체성과 

운동성을 강조하는 측(민주노총 등)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168)	 이런 상황에서 

전면 합법화 시행을 위한 이주노동운동세력 내부의 응집력은 손상될 수밖에 없었

다.	 두 가지 이유에서 보듯이 전면 합법화를 위한 기회 요인으로 보였던 화재 참

사가 결과적으로는 전면 합법화 도입의 제약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화재 

참사가 발생한 시점은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접어든 시점이었고 무엇보다도 보

수 정부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컸다.	 관료집단의 정책적 판단이 이러한 정치권 

동향과 유리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이주노동정책에 있어서 권리 보호의 원칙이 강

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전면 합법화 정책이 도입되기는 더욱 어

려웠을 것이다.	 	
1.6.	 ‘생산성―치안’	 중심 통치와 전면 합법화 정책안 폐기	 	 		 	 	 보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타난 통치의 특징은 한 마디로 생산성―치안 위주 

통치의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친기업적인 정치권력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결

합으로 “정치경제적 정합성”(조희연 2010,	 24)이 제고되면서 이전 정부에서 나타

났던 “민주정부의 노동억압이라는 딜레마”(노중기 2010,	 57)는 더 이상 문제가 되

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보스웰의 표현을 빌면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국가의 책

무는 ‘축적’과 ‘안전’에 비해 더욱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169)와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

168) 2007년 2월 25일 여수화재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규탄 집회(1,000여명 참여 추정)에
서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봉희는 이주노동자운동 역사의 “초기 단계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사실 지금 여수참사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일부 단
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저는 부위원장을 떠나서 그 단체를 유심히 관
찰하고 있다. 그 단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공성식 2007, 83 재인용). 이에 외노협은 당일 집회 중간에 대부분의 
대오를 뺐다. 이후 3월 14일 공대위 전체회의에서 외노협은 주봉희 발언을 문제 삼고 이
에 대한 공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 공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선언
하고 회의에서 퇴장했고, 3월 20일에 기독교 회관에 농성장을 차리고 독자 활동에 돌입했
다.

169)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화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이후 2008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을 내 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개국 13개과로 줄여 부산, 대구, 광주의 3개 



- 204 -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는 ‘세계경제위기’170)를 빌미로 

더욱 강화되었다.	 	 	 보수 정부의 이주노동행정은 바로 이러한 통치 기조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명

박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동정적 태도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축적’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이주노동정책의 기조

를 세웠다(Lee	 2009,	 788~89).	 즉,	 한편으로는 고급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를 근

절하겠다는 것이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외 2008a).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

는 정부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박약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노동부 지침인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근기 68201-691,	 2000.3.10)171)을	 폐지(2008년 6월)하는 등 권리 보호 원칙을 더욱 불

구화하려는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주노동레짐 원칙들 가운데 정주

화 금지 원칙,	 시장 수요 존중 원칙,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취업 금지 원칙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부각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취업 금지 

원칙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2008년 9월)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체류 외국인 수 대비 미등록 외국인 수의 비율을 19.3%에서 10%172)	 이하

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외 2008b).	 이후에도 미등

록 비율이 계속해서 10%를 상회하고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자(<표15>)	 박근혜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 감축,	 ‘불법’체류자 20만 명 미만,	 ‘불법’	 체류 비율 10%미만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법무부 2016b).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인력을 208명에서 106명으로 49%로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통보한 것이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8d).

170) 2006~2007년에 미국 주택 시장의 붕괴로 촉발된 주택위기는 이후 금융위기, 실업위기, 
부채위기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이후 전 세계를 덮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낳았다
(Castles and Miller 2010).  

171) 이 지침은 “불법취업자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구제가 우선적임
을 안내”하도록 했고,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불법취업자의 체불임금,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172) 정부는 10%를 제도권 내에서 국가가 미등록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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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미등록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단위:	 명,	 %)
연 도 총체류

외국인
미등록

체류외국인
미등록
비율2004 750,873 209,841 27.92005 747,467 204,254 27.32006 910,149 211,988 23.32007 1,066,273 223,464 21.02008 1,158,866 200,489 17.32009 1,168,477 177,955 15.22010 1,261,415 168,515 13.42011 1,395,077 167,780 12.02012 1,445,103 177,854 12.32013 1,576,034 183,106 11.62014 1,797,618 208,778 11.62015 1,899,519 214,168 11.3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a;	 2013b,	 2014,	 2015a)

	 	 	 그러나 문제는 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은 고용주 

처벌 강화,	 귀국지원 프로그램,	 일시 귀국 후 재취업 보장,	 장기 체류자에 대한 정

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하다.	 단속·추방 조치는 이러한 여러 정책 수단들 가운데 하

나이며,	 합법화 프로그램 역시 주요 정책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생산성

—치안 중심의 통치 기조 하에 이루어지는 이주노동행정의 시야에서 전면 합법화 

방안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애초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를 위한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택한 주된 정책 수단은 단속·추방 조치였다.	 	 	 물론 보수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단속·추방 정책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보수 정부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단속·추방 정책을 중

심으로 하여 자진출국유도정책이나 동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6월과 2010년 5월~8월 두 차례 자

진출국유도정책을 실시하고(법무부 2008;	 2010b),	 2011년 1월~6월에는 10년 이상 

장기체류 동포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실시했다(시사중국 2011/06/18).	 박

근혜 정부는 2016년 4월~9월까지 6개월간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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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는 자진출국유도정책을 실시했다(법무부 2016a).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동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하에서 

나타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의 흐름이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되었으며,	 보수 정부 하에서 시행된 주된 정책은 단속·추방 정책이

었다.	 	 	 	 강력한 단속·추방 조치의 본격적인 신호탄은 2008년 11월 마석가구단지 합동

단속이었다.	 11월 12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경찰 등 200여명이 남양주 

마석가구단지 일대에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려 100여 명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과 가택 무단 침입이 빈번히 이루어졌고 10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8c;	 2009b).	 이후 상시적이

고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은 추방 공포의 심리 구조에 기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노동 착취 기제로 작용했으며,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사회적 취약성과 공

적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공적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추방 정책이 단지 폭력 매커니즘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그것은 

전면 합법화 운동의 응집과 확산을 통해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제고시키

려는 현상타파세력에 대한 행정 권력의 대응이기도 했다.	 미등록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주노조의 간부들이 표적 단속되었다.	 2008년 5월~7월에 실시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의 토르너 림부(Toran	 Limbu)	 위원장,	 압두스 소부르(Abdus	 Sabur)	 부위원장,	 비제이 구릉(Ganga	 B.	 Gurung,	 Vijay)	 사무국장 등이 또 

표적 단속되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강제

추방을 당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8a).173)	 또한 비록 ‘불법’이지만 한국

사회와 이주노동자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밴드 ‘스탑크랙다운’의 리

더였고 이주노동자방송(Migrant	 Workers	 Television,	 MWTV)	 대표였던 미누(Minod	Moktan)	 씨와 창작동화 『돌 깨는 아이들』(범 라우티·숌브 라이 2007)을 출간한 작

가이자 재한네팔공동체 회장을 역임한 범 라우티(Boem	 Rauti)	 씨가 단속,	 추방되

었다.	 미누는 1999년 12월 KBS	 외국인 예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문화부장관 

감사패를 받고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 인사이도 했다(『중국동포타운신문』 2009/10/26,	 2).	 이들에 대한 단속,	 추방은 미등록 이주노동

173)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낸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 
2012년 8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헌법재판소 2012.8.23. 2008헌마4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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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긍정적인 모습을 대중의 시선에서 소거함으로써 ‘치안’	 위주의 이주노동행정

을 유지,	 강화하려는 행정권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

는 강력한 단속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기반을 와해시키기도 했다.	 일례로 인천의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공동체(Indonesian	 Community)는 2010년 7월경 공동체 

모임을 해체했다(최현모 2010).	 이처럼 보수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은 이주노동운

동의 사회적 기반인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활동(특히 이주노조와의 협력과 연대)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또한 단속 중심의 접근은 미디어를 통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생산과 결합되면서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

런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대책 범국민운동본부,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등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반-이주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여론

과 혐오 현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게는 

전면 합법화가 불가한 명분을 제공해주면서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차단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졌다.	 	 	 한편 정부의 무리한 단속은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이주노동운동은 이

를 단속·추방 정책에 대한 조직적 반대와 전면 합법화 운동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무리한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달리 말해 법무부는 ‘정당성’의 요구에 대해 ‘합법성’의 논리로 대응하려 

했다(그러나 법무부의 영문 표기는 Ministry	 of	 Justice이다).	 우선 법무부는 ‘출입국

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687호)을 시행(2009년 6월)했다.	 그러나 지침의 명칭과는 달리 출입국 단속 공무원들에게 단속과 관련한 

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특히 준칙 제10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소속 단체’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석에 따라 ‘외국인의 소속 단체’에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포함될 수 있었다.174)	 또한 법무부는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무시한 채 이주

노동자 단속 시 영장주의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174) 한마디로 이 지침은 영국의 일명 ‘서스법(sus law)’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스법
에서 ‘서스’는 혐의자(suspected person)의 준말이다. 서스법의 법적 근거는 1824년 부랑
죄 법(Vagrancy Act, 1824)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혐의자’의 단어는 이 법의 네 번째 조
항에 등장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구속될 만한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 즉 혐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1980년대 초에 심
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유색인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집중되었다. 영국의 
인종평등위원회(CRE) 의장을 역임한 허만 아우슬리(Herman Ouseley) 경은 “경찰에 대해
서 뿐만이 아니라 영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당국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이처럼 거
대한 분노를 낳은 주요인”으로 서스법을 지목했다(Phillips and Phillips 1998, 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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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입법을 추진했다.175)		 	 	 이처럼 보수 정부 하에서 “머물 수 없는 나라”176)가 되어 버린 한국 사회에서 

더욱 수세적인 입장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면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과감한 합법화 조치를 추진할 정치

가나 행정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불법 체류’와 ‘안보’의 문제로 끌고 가면 보수와 진보를 불

문하고 ‘국익’의 호소력 때문에 정치인들이 ‘권리’의 문제를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

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접일 2016/06/30).	 결국 전면 합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위로부터의 동력의 상실과 아래로부터의 힘의 분산 속에서 합법화 이슈에 

관한 공론의 장은 크게 위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3월에 제정된 테러방지

법은 행정 권력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

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면 

합법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의 빈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	 그 결과 이주

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2.	 고용허가제의 정착과 개정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

	 	 	 고용허가제는 시행 이후 시장 친화적 이주노동레짐을 추구하는 세력과 권리 

친화적 이주노동레짐을 지향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

해 경합하는 제도적 대상이 되었다.	 우선 시장 친화적 세력은 고용허가제가 보다 

시장 수요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조정,	 운용되는 것을 바랐다.	 한편 권리 

친화적 세력은 고용허가제의 제도 설계와 운용체계에 차별금지,	 동등대우,	 방화벽 

원칙 등 권리 보호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개선 혹은 노동허가제 실현,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유왕래 보장,	 그리고 연수추천단체들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편입 반대 등을 요

구했다.	 양 세력들의 상반되는 요구들에 직면한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존을 전제로 도입된 상황에서 제

175) 법무부의 개정안은 이후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다. 2016년 3월 2일 국회 의결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법률안(대안)에는 법무부 개정안의 영장주의를 완화하는 조항이 빠졌을 뿐 이
주민 추방 요건 확대 및 관련 사항의 처벌 기준 강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요소가 강
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박진우 2016). 

176) 당시 MBC 시사매거진2580에 방영된(2009/11/08) 프로그램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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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조기 정착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었기에 상충되는 요구들을 조정,	 흡

수해야 했다.	 즉,	 정부는 저렴한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 

보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 서로 충돌하는 책무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이학춘·고준기 2013,	 300~1).177)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피

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심보선의 설명처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수립자나 조정자의 

역할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	 정책 

영역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그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심보선 2007,	 45~46).	 이하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고용허

가제 시행 이후 고용허가제의 정착과 개정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를 살펴본다.
2.1.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의 시장 친화성 강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크게 여섯 

가지였다.	 첫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둘째,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폐지,	 셋째,	 미등

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이다.	 세 요구들은 대체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들

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다.	 넷째는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시행이다.	 이주

노조와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노동운동 내에서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갖는 단체나 

연대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고용허가제 대신에 노동허가

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구분은 명료하지 않

으며 두 유형을 양단으로 하는 정책 스펙트럼의 관점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런 점

에서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는 사실상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철폐 요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다섯째는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도입이다.	 이는 이주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이주노동정책의 설계 및 운용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이다.	 외노협

은 민간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종내에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

고 있었다.	 여섯째,	 재외동포법령 전면 적용을 통한 중국·구소련 동포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자유왕래 보장의 요구이다.	 	 	 위 요구 사항들 가운데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폐지 요구는 고용허가제 조기 정

177) 보완성의 원칙은 대체로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었다.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은 시장 수
요 존중 원칙과 권리 보호 원칙 간의 충돌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다. 한편 정주화 금지의 원칙은 숙련공의 지속 고용을 바라는 고용주와 정주권
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운동 단체 사이의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예외 적용을 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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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위해 시장의 지지가 긴요한 상황에서 고용주(집단)의 이해와 상충하거나 이

들의 반대를 초래할 수 있기에 수용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노동허가제는 정책영

역 ‘바깥’의 이주노동운동에서 논의되었을 뿐 정작 정책영역 ‘내’에서는 논외의 대

상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심보선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발주

하는 복지 중심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운동적 성격의 활동은 점차 주

변화”되었고,	 “정책 영역 바깥의 강력하고 위협적인 저항 세력이 부재하면서 정책 

영역 내의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 간의 관계는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었다(심보선 2007,	 64~65).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

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은 기

본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인정하면서 그 적용 폭을 이주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현실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던 외노협이 주도했기에 정책 실현에 대한 일정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78)	 다음으로 재외동포법령 전면 적용의 경우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과 관련 주무 부처의 회의적 태도가 여전히 걸림돌

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용 방침을 확인한 유일한 요구 사항은 단체추천 산업연

수생제도의 폐지였다.	 2005년 7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단체추

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력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의 공공운영체계를 확립해 투명성의 원칙과 

정부 책임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각종 

권리 침해의 주요한 배경 요인인 과다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 이주노

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제고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결단은 

그간 산업연수생제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모델을 선별적으로 차용해 

온 정책 관행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행정권력과의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해온 연수추천단체들이 고

용허가제로의 일원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결

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2007년에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기는 했

지만(그러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는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를 위시한 연수추천단체들은 자신들의 이권179)을 쉽게 포기하지 않

178) 물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치(governance)의 이면에는 흡착(co-optation)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때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를 긴장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 있게 조절해 나
가는 일은 그 자체가 도전적 과제이다.

179) 일례로 연수추천단체들은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생 1명당 수십만 원의 사후관리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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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들은 일원화 방침이 확정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반대’와 ‘편입’의 이중적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

제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를 자신들의 이권을 제약하는 구조인 동시에 자신들의 이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기회 구조로도 보았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은 한편으로는 일원화에 강력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원화를 예견하면

서 이권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 운용체계로의 편입을 시도했다.	 	 	 우선 반대 입장을 가진 연수추천단체들을 위시한 업계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

거나 시위를 벌일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해 시간을 끌면서 두 제도의 병존(=산업연수생제도의 온존)을 유지하고자 했다.	 2005년 8월 16일 중소기업경영자총

연합회 회장 한상원180)	 등은 고용허가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81)	 이
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허가제 일원화 실시에 따른 업계 의견”(2006년 4월)이라는 발표문에서 “일원화 한 후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이 내려질 경우 외국인력 고용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져 외국인력 관리에 혼란

을 초래하고 중소업체 인력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제도의 병존을 요청했다.	 한편 이

같은 반대 논거는 겉말에 불과했고 실제 속내는 달랐다.	 이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

원의 국회 발언에서 보다 분명하게 대리 표출되었다.	 그는 인건비 부담 증대,	 송출

국가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한 송출비리 문제,	 임금 상승에 따른 장기체류 유

인과 불법체류자 양산의 문제,	 노동3권 전면 보장에 따른 임금투쟁 등 노사 갈등

의 문제,	 외교 분쟁 가능성 등을 논거로 들면서 결국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국회사무처 2006,	 39).
고용허가제를 볼 때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의 문제로 볼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

자인 중소기업인들조차 극력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

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4만원, 대한건설협회 15만원, 농협중앙회 46만2천원, 수협중
앙회 43만6천원). 2005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으로 입국한 연수생은 30,417명
이고 전체 연수생은 42,872명에 이르렀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들에 대한 사
후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73억 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4개 연수추천단체들의 수입을 
모두 합치면 무려 1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한겨레21』 제630호 2006/10/17, 
19).

180) 한상원은 한국 중소제조업 외국인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181)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5월 25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06.5.25 2005헌마7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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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탁상행정과 탁상공론으로 중소기업

들을 죽이지 말고 중소기업이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알아서 선택하도록 

현행대로 그대로 놔둘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는 쉽게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존 시스템은 고용허가제 조기 정착의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용허가제로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성이 컸다.	 둘째,	 병존 시스템은 동일한 업종과 

직무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취업 자격을 다르게 하는 기형적 제도로서 지

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없었다.	 셋째,	 그간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발생한 각종 비

리와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축적되면서 산업연수생제도의 정당

성 기반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미 2004년에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 회부되어 있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산업

연수생제도를 위헌적인 제도로 판결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182)	 넷째,	
산업연수생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불만 또한 산업연수생제도 폐

지 확정 방침의 또 다른 배경 요인이었다.	 	 	 이에 연수추천단체들은 반대의 입장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운용체

계로의 편입을 통한 이권 유지를 동시에 획책했다.	 연수추천단체들은 행정권력과 

유지해 온 정책 네트워크 혹은 유착 관계를 통해서 고용허가제 운용체계 편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산업인력관

리공단과 더불어 기존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참여 방안이 마련되었다(고용허

가제 사후관리업무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 편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2006).	 이는 2005년 7월 대행기관 통합에 대한 법무부 용역연구보고서가 대행기

182)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7년 8월 30일 판결을 통해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이주 노
동자들에게도 부여된 헌법적 권리 즉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히면서 노동부 예규(제369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의 제4조, 제8조 제1항,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결정). 한편 헌법소원이 제기된 
시점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참이 지나
서야 이루어졌다. 김선수 변호사의 다음 설명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외국인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부터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보
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누가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누구를 피청구인으로 하며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그 동안의 헌법재
판소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으로 판단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헌법소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결국 입법을 통한 해결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김선수 200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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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정면 배치되

는 것이었다.	 이후 8차례의 국무조정실 주재의 비공개 회의(시민사회와의 논의를 

배제함)를 거쳐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방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

고 이를 관계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들에게 해외 현지 선발에서 국내 사후관리까

지 전 과정에 대한 대행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논거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해 온 연수추천단체들이 그간 축적한 사후관리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

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이후 2006년 11월 17일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대

표 등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연수추천단체들을 고용허가제 대행기

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11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연수추천단체와 유착된 행정영역에서의 폐쇄적 논의와 결

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운동의 반대 규탄이 이어지고 조직화되면서 점

차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송출과정에 대한 대행기관의 개입은 배제되

는 등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방침이 다소 개선되었다(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 2006).	 그러나 연수추천단체들의 고

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 지정으로 이주노동레짐의 주요 원칙인 투명성과 공공성

의 원칙은 또 다시 훼손될 가능성에 노출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령이 통치

세력의 자의적 법률 해석에 의해 모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이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또한 일단 민간 이익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운용체계에 편

입된 이상 이들이 기회를 보아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권 개입 영역)을 확장시키

려는 동인이 제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잔존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단체

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확정 외에도 시장 수요 존중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고용허가제 법령을 연이어 개정했다.	 이는 시장의 안정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결과였다.	 2005년 3월 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고

용주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중 택일해야 하는 이른바 ‘1사 1제도’가 폐

지되고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가능인원이 5명까지 확대되었으며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노동부장관 고시 업종(실제로는 외국인고용 업종 전체를 고시함)
에 한해 7일(신문,	 방송 등에 3일 이상 구인광고 시 3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2005년 5월 31일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고용 

단절기간)이 1년에서 6월로 단축되었고,	 3년 취업 만료 출국예정자 중 출국 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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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의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6월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

다.	 이후 2005년 12월 30일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으로 고용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특례 고용 외국적 동포의 취업허용업종 

범위가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고용보험 

강제가입이 임의가입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183)에 의해 건

강보험 의무가입이 선택가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이주노동레짐의 시장친화성은 보다 강화되었다.
2.2.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포와 비-동포의 분리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동포 이주노동정책으로 시행되어 온 취업

관리제가 ‘특례’	 고용의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로 흡수되었다.	 그 결과	 재외동포법령

이 동포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리고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고용허가제가 동포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되었다.	 즉,	 동포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

은 고용허가제의 제도 설계와 운용 체계의 시장 혹은 권리 친화성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간 동포 지원단체와 동포 사회는 2001년 재외동포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중국 

및 구소련 출신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령 전면 적용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민족

포용정책의 시행을 촉구해 왔다.	 2007년 3월 4일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바로 이러

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적 대응책으로,	 ‘특례’	 고용허가제가 진

화한 형태였다.	 이로써 동포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H-2)이 만들어

졌다(이철우·이호택 2009,	 183).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5년 복수비자인 방문취업비

자(H-2)를 획득한 25세 이상의 동포는 입국 후 최장 3년까지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5년 간 자유롭게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다.	 지속 체재기간을 3년으로 한

정한 것은 조선족 사회에 남은 가족과의 장기 이산을 방지하고 중국으로의 귀환 

및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김영화 2014,	 41),	 이는 정주화 금지 원칙

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둘째,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이미 국내 체류 중인 14
18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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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명의	 방문동거비자(F-1)	 및 비전문취업비자(E-9)	 소지자들은 방문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법무부 2007a).	 셋째,	 무연고 

동포도 한국어 시험과 추첨을 통해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친지

나 브로커에게 큰 빚을 지지 않고도 합법화된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체류,	 취업함

으로써 미등록 상태에서 겪기 마련인 장기간 가족 이산과 상시적 추방의 공포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이정은 2013,	 316~17).	 이처럼 방문취업제는 국내 이주

노동자 가운데 가장 큰 인구 집단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체류·취업 금지 원칙과 권리 보호 원칙에 일정 정도 부합했다.	 실제로 

방문취업제는 미등록 체류자 비율 감소에 기여했다.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전체 

미등록 체류자 가운데 중국동포의 비율은 10.9%(18,561명)였고,	 국내 체류 중국동

포들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의 비율 또한 4.0%에 불과했다(곽재석 2012,	 42).	 결국 

방문취업제 시행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나 반대를 크

게 약화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동포 이주노동자의 취업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하려

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와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절차’(F-1→E-9)가 폐지되었고,	 근로를 개시할 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기에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

설업에서 단순노무활동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절차를 간소화함

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건설근로자의 실태 파악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

성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사용자에 대

해서는 시장 수요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여 내국인 구인노력 후 직업안정기관으로

부터 유효기간 3년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기간 내에 외국국적동포

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체의 구인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

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용절차 완화를 통해 동포 이주노동자의 취업기회를 확

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방문취업제는 한중외교 관계의 제약 하에서 노무현 정부의 동포포용정책에 대

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표현된 결과였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자신의 언급처럼 “중국이라는 국가의 주권과 중국의 국민 정책,	 민족 정책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국제간의 문제까지 함께 있다”184)는 현실 인식 속에서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184) 유투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pQt0-6yaWQ>.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방문취업제 안내서에도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족 유대와 정체성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물론, 거주
국에서 동포들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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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동

포 포용정책을 위한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이것이 수렴된 것이 방문취업제

였다(이진영 2010,	 11).	 대통령은 이 제도를 “좋은 제도니까 조속히 추진하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서울신문』 2005/11/12,	 3).	 또한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줄곧 반대했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상실된 신뢰를 방문취업제 도입을 주도

함으로써 회복하고자 했다(Lee	 2010,	 580).	 	 	 방문취업제의 시행은 일차적으로는 동포 간 차별을 완화하는 조치였으나 이 

외에도 동포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의 제고,	 기업 인력난 해소,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억제를 통한 고용허가제 안착 등 다목적 포석이었다.185)	 한편	 정
부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면서도 이를 과도기적인 제도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중

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법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 2006c).	 노무현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체재기한 만기가 도래할 즈음에는 중국

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내놓았으며,	
이에 기대감을 가진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대규모 한국행 러시가 시작되었다(곽재

석 2012,	 34).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수는 방문취업제 시행을 전후로 약 20만 이상 급증했다(김영화 2014,	 41).	 2008년 10월 31일 현재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무려 302,048명이었다(이진영 2010,	 12).186)	 물론 동포 지원단체들로부터 방문취

업제가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도 했으나187)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 사회의 반응이 대체로 우호적으로 나타나

면서 테드 거어(Ted	 Gurr)가 말한 의미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2007, 3).  
185) 2006년 11월 16일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주재한 강

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방문취업제의 시행이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포사회의 민
족정체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기
업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등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moj.go.kr/HP/TIMM/imm_03/imm_0305/1180531_45227.jsp>.

186) 물론 이러한 대거 유입의 결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내국인근로자 고용 기회 잠식 우
려 등으로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보다 노골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
다(이정은 2013, 319).

18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제12차 정기총회(2007년 1월 23일) 결의문에서 법무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편법적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방문취업제를 넘어서서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
로서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평등하게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외국인이주·노
동운동협의회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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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동력이 이전

에 비해 약화되었다.188)	 실제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수많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들이 합법체류자로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은 집단적인 권리운동의 의미는 약화되

었다(이정은 2013,	 327;	 이춘호 2014,	 691).	 	 	 방문취업제의 시행은 또한 이주노동운동 내에서 방문취업제에 대한 상이한 의

미 해석을 낳았다.	 우선 동포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우선적 과제

로 삼은 지구촌동포연대와 일부 동포 지원단체들이 방문취업제를 진일보한 동포 

정책으로 보았다.	 이들은 방문취업제를 이주노동정책이기에 앞서 동포정책의 의미

로 해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외동포법의 전면 시행을 바랐다(Kim	 2008,	 591).	
그런 가운데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조선족은 동포이기 때문에 정주화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면서 비-동포 이주노동자(특히 이슬람 교도)가 대량으로 정주

화하면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

기도 했다(『동북아신문』 2006/09/01,	 2).	 이러한 논리는 이주노동운동 내에 동포

와 비-동포의 분리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졌다.	 반면에 이주노조와 일부 이주노동

자 지원단체들은 방문취업제가 동포정책으로 설계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저숙

련 외국인력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라고 비판했다(Kim	 2008,	 591).	 최현모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사무처장은 “같은 

외국인임에도 외국적 ‘동포’에게만 특혜성의 취업허가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문

취업제”가 비-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제도적 정당화”에 다름이 아니라고 

보았다(『인권오름』 제83호,	 2007/12/12).	 한편 민변의 이주모임 대표인 권영국 변

호사 역시 재외동포법령이 아닌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자유왕래 및 취업을 인정한 것이어서 동포 간 차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권영국 2008).		 	 	 결국 방문취업제의 시행은 정부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주노동자 권

리운동에서 동포 이주노동운동을 크게 약화시킨 동시에 동포 이주노동자와 비-동
포 이주노동자를 완전히 분리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박우 2011,	 256~57).	 현

재 이주노조 가입 조합원들 가운데 중국동포가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리 현상

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88) 이같은 동포 사회의 우호적 반응의 이면에는 방문취업제가 한시적 조치라는 우려가 놓

여 있기도 했다. 방문취업 동포의 대거 유입은 이러한 우려에 따른 신청 몰림 현상과도 무
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중국동포타운신문』 2009/09/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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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 공화주의’와 제약 구조

	 	 	 고용허가제도의 시행과 ‘현대판 노예제’로 비난을 받았던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억압 구조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킨 것은 아

니었다.	 한 마디로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정주화 금

지 원칙,	 보완성 원칙,	 사업장 이동 금지 원칙,	 그리고 시장 수요 존중 원칙은 여

전히 이주노동정책의 골간이 되는 원칙들이었고,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해 설계·운
용된 이주노동정책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 일간지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한겨레』 2010/08/18,	 8),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ㅁ은 가구공장 작업대에 목재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반복

했다.	 목과 팔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오자,	 그는 사장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사장은 ‘요양할 시간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틀 뒤 다시 ‘일을 하라’고 종용했

다.	 견딜 수 없었던 ㅁ은 결국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사

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장 이동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며 거절했다.	 ㅁ이 몸을 추스르는 사이 회사는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해지신

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이탈신고를 해버렸다.	 해당 고용센터 직원은 ‘사업주

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탈신고를 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든지 출국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ㅁ은 회사로 돌아갔다.
	 	 	 이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지

속되었고,	 사업장을 이탈(=불법성의 영역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또 

다른 일군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가운데 특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이

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억압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관용이나 온정주의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이주노동행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알렉스 구레비치(Alex	 Gourevitch)의 표현을 빌면 ‘노동 공화주의자들(labor	republicans)’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들의 언사는 과감했고 행동은 적극적이었

다.189)	 그리고 이들의 활동의 중심에는 이주노동자의 독자노조인 이주노조가 있었

189) 알렉스 구레비치는 19세기 후반 미국 노동사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노동 공화주의자들”
이라고 명명한 노동운동세력의 논의와 활동을 검토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 공화주
의자들은 당시 “공화주의적 자유(republican liberty)”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임노동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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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 사업장의 ‘고용주’가 아니

라 고용허가제를 위시한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주노

동자들에게 교육하면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필자와의 

면접에서 현 이주노조 위원장인 우다야 라이(Udaya	 Rai)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의 결핍이라고 설명했다(면접일 2016/06/30).	 즉,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의 원

인을 “나쁜 사장님”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원인이라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주노조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핍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이어서 이주노조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업에 적극적인 파트너로 기능하지

는 못했다.	 실제로 필자가 방문한 어느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한 인사는 이주노조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직접 인용이 아니며 필자가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에게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이주노동자는 이주노조

나 노동단체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활용하는 카드와도 같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면 합법화

와 같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단기 체류하는 비정규직들인데,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조심스러운데,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려는 동기를 좀

처럼 찾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겠나.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위한 

여력이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한국정부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기보다는 자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한국정부와 협상하고 압박해달라고 요청

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집회 등 다양

한 형식을 활용해 이들의 노조 가입(=제도개선운동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꾸준히 

템의 구조적 지배를 혁파하고 이를 ‘협동생산(cooperative production)’ 시스템으로 대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즉, 이들은 단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문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적 지배 구조를 작업장과 일
상에서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으며, 노동자의 자유를 훼손하는 구조적 지배
(structural dominance)를 철폐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협동과 연대를 강조했다. 구레
비치는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노동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오늘날 공화주의 
정치이론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안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했
다(Gourevit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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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이주노조는 2005년부터 매년 8월에 고용허가제 규탄 및 노

동허가제 도입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2006년 이후 매년 세계 이주

민의 날(12월 18일)190)을 즈음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대회

를 개최했다(정정훈 2011a,	 50~51).	 또한 이주노조가 속해 있는 연대체인 이주공

동행동은 2007년에 결성된 이후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

하는 활동을 전개했다(정정훈 2011a,	 51).	 2008년 11월 30일에 이주공동행동 주최

로 열린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서 나온 이주노동자 인권선언은 이들의 노동 공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

고 있다(이주공동행동 외 2008).
	 	 	 우리는 한국정부의 단기순환 이주노동정책을 거부한다.	 (…)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이제는 이주노동자 권리가 보장됐다며 큰 시혜를 베푼 척 선전을 했지만,	 단기순환

정책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

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정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

인 것이다.	 (…)	 우리는 우리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지금의 고용허가

제를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의 권리 

대신 사용자가 가진 고용의 권리만이 일방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도 고용허가제는 부정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권리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노예노동자.	 동일노동에 대

해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무너진 한국사회에서 피부색과 국적으로 갈린 우

리는 최저 임금마저 주기 아까운 낡은 기계일 뿐이다.	 (…)	 우리는 우리가 흘린 땀

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인 것

이다.	 (…)	 한국사회의 노동자로서 세금을 내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 땅의 노동자,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할 권리

가 사회적 연대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차별에 손을 내민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

자 등등 이 땅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그래서 더 

커진 우리는 분명 한국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밀고 갈 것이다.
190)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유엔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

제협약’(1990.12.18)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 협약은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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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이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특수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

를 요구하기에 앞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인간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보장임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운동이 종내에는 한국의 새로운 정

치문화 형성을 위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주노조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 기반 확대에도 적극적

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노동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운동과 성소수

자운동 등 한국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 운동과 적극 연대했고 주류 노동운동에 적

극적으로 포섭되지 못한 한국 비정규 노동 운동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이었다(실제

로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내국인근로자와 이

주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정부 노동행정과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

제는 분절적 노동시장(=노동 양극화)과 이를 배경으로 설계된 고용허가제라는 ‘구
조’와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연대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은 2005년에 출범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서 활동했고 KTX여승무원 투쟁 등 

비정규 투쟁 현장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런 연대 활동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5대 요구 중 하나가 되는 

등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확장될 수 있었다(정정훈 2011a,	 54).	 이주노조

의 연대 활동은 트랜스젠더로서 차별구조에 대한 섬세한 인식을 가진 미셸 카투

이라(Michel	 Catuira)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된 이후로 보다 활발해졌다(그녀는 고

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합법체류자격을 가진 최초의 이주노조 위원장이기도 했

다).	 이주노조의 활동은 LGBT운동 등 여러 소수자 운동,	 한진 희망버스를 비롯한 

한국의 노동운동,	 제주 강정마을 평화운동 참여 등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확장되었

다(장서연 2013,	 138~39).	 	 	 그렇지만 이주노동자의 능동성과 연대의 시도들을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는 여러 장애 요인들이 이러한 ‘노동 공화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제약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고용허가제 시행 및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인해 제도개선운동의 동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과 사실상의 폭력 매커니즘으로 기능했

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제도개선운동을 위한 구심력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고용

허가제 도입 이후 미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까지 폐지되면서 과거의 이주노동운동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한 마

디로 말해 이주노동레짐의 형성이 이주노동운동의 제약 요인이 된 셈이다.	



- 222 -

	 	 	 둘째,	 정부는 계속해서 이주노조를 법외노조화하기 위해 압박했다.	 정부는 이주

노조가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공화주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조가 합법노조임을 인정하지 않고 연이어 간부를 표적 단속

해 추방시켰다.	 그 결과 이주노조 리더십은 “누구도 이주노조의 간부가 되기를 주

저하는 상황”(장서연 2013,	 135)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참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주노조는 2005년 이후 약 10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8월
에 마침내 정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받아 정식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조를 포함한 이주노동운동세력이 시장 친화적 이주노동레짐에 대한 

현상타파를 위한 협상력을 갖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셋째,	 부분 합법화와 방문취업제 시행 등 동포 이주노동자에 한정된 정책들은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주노동운동 내에서 동포와 비-동포를 

결정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는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넷째,	 노동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혁(무엇보다도 노동 양극화)이 겹치면서 ‘노동 민주화’의 발전도 더뎠다.	 그런 가운데 

노동 현장(특히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에 대한 내국인노

동자의 피해의식이나 적대의식이 심심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 구조는 저개

발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더해 

개별 노조는 기업별 노조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상급 노동단체의 조직

적,	 체계적 개입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주노

동운동을 위한 노-노 연대 기반의 침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 문제 대해서 주류 미디어들은 전반적인으로 무관심했

고,	 보도의 내용은 대체로 이주노동자에 대해 범죄자 정체성을 덧씌우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이거나,	 경제적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이들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

에 머물렀다.	 주류 미디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공화주의적 가치 지향과 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는 거의 부재했고,	 이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이해 범위를 협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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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	 강화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보수 정부 출

범 이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정치세력

과 신자유주의가 결합되었고 그 결과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 정합성이 제고되

었으며 “민주정부의 노동억압이라는 딜레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노중

기 2010,	 57).	 정부는 2008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와 세계경제

위기를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계기로 삼았다(은수미 2010,	 310).	
이런 상황과 앞서 설명한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제약 구조 하에서 이주노동정책의 

시장 친화적 개정이 연이어 이루어졌고,	 단속·추방 행정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동

포포용정책이 외국인력정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결과	 이주노동레짐 

구성원칙들의 위계 설정에서 권리 보호 원칙은 더욱 주변화되었다.	 한 마디로 이

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rights	 deficit)’이 더욱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보수 정부 

하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 방식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었다.	 	 	 보수 정부 하에서 고용허가제는 “국내노동시장과의 조화”,	 “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비전문 외국인력정책’의 세 가지 목표 하에서 시장 친화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외 2008b).	 처음부터 

권리 보호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던 고용허가제 법률 제1조(목적)의 내용191)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이러한 모법(母法)	 하에서 하위법령이나 행정지침

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주노동행정은 대체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결핍을 악화시키

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2009년 7월 8일)을 통해 사실상 고용주가 이주노

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숙식제공 항목

에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비용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

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가 표방한 논리는 고

용허가제 하에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처우 차원에서 숙식비 공제가 타당하

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를 위시한 업계가 주장해 온 이주노동자 

숙식비 임금 공제안을 정부가 이주노동정책에 반영한 것이었다(『인권오름』 제161
호,	 2009/07/14).	 즉,	 정부는 동등대우 원칙을 구실로 시장 수요 존중의 원칙을 우

선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업계 이해를 고용허가제 법령에 관철시키는 ‘행정입법’
191)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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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시민권을 위축시키는 행정의 일방

적 결정이었다.	 	 	 둘째,	 정부는 숙련 이주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를 

이주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특히 숙련 이주노동자 확보는 대체로 고용주와 이

주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비

교적 용이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이학춘·고준기 2013,	 299).	 우선 정부안을 

반영한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2009년 10월 9일)으로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할 경

우 해당 이주노동자는 2년 미만의 범위(실제로 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2012년 2월 1일)으로 도

입된 ‘성실근로자’	 제도는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이주노동자(E-9)에
게 고용기간 만기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로써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최장 9년 8개월(4년 10개월 2회)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숙련 

이주노동자를 안정적으로 장기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요구를 고용허가제 법령에 

적극 반영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대량의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

단이 깔려 있는 것이기도 했다(김기돈 2014).	 다음으로 정부는 2015년 8월에 열악

한 근로환경 등에 따른 인력부족 및 경영상 애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뿌리

산업’192)	 재직 이주노동자의 특정활동(E-7)	 자격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

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자격증 시험 대신에 정

부·민간 합동기량검증단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기능사 자격증 등의 요건을 대체해

주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2015).	 이로써 E-7	 자격을 취득한 뿌리산업체 

숙련 이주노동자는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고용주는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	 교육 등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보수 정부 하에 추진된 숙련 이주노동자 고용 정책은 기본적

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었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

은 여전히 박약했다.	 이주노동자(E-9)의 공식적 합법적 체류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아 장기간 가족 이산을 야기했으며,	 영
192)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

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지칭한다(산업통상자원
부·법무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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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및 국적 신청은 아예 불가능했다.	 최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결정 된 것

은 5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주

화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고용

노동부 지침)을 마련해 2012년 8월부터 시행했다(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12).	 정부는 대부분의 사업장 변경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

정하면서 특히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건수 증가가 생산성 저하와 업

체 인력난 심화로 이어진다며 지침 시행을 정당화했다.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정

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취업을 위한 업체명단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사업장 이동 제한을 강화한 조치로서 시장 친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면서 노동

시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

는 헌법재판소 판결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2007년에 사업장 변경

을 3회로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법률 25조 4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2011년 9월 29
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1.9.29	 2007헌마1083	 결정).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재판관이 해당 법률 조항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했으며 재판관 한 명은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

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판결은 

결국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행정적 제약에 대한 사법부의 민주적 교

정 기능이 약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넷째,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2014년 1월 28일)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받게 되었다.	 이는 미등

록 이주노동자 감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입법 과정에서 의회

는 이와 관련해 발생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특히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 침

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대응책이라는 논

리 앞에서 비판적 검토나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미등록 발생

의 주요 사유는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 기간 초과가 아니라 고용허가제 하에

서의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사업장 이탈이었다.	 더욱

이 법률 개정은 향후 송출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애초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송출 비용의 일부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다(김기돈 2014).	 그 

결과 이주노동레짐의 원칙인 투명성 원칙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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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증대로 인한 장기체류 요인의 강화가 미등록 체류자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

다.	 	 	 다섯째,	 정부는 2015년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력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노동자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향

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신문』 2015/09/30,	 9).	 절차는 우선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인력 수요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대 90일간 체

류할 수 있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

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E-9이 아닌 C-4의 체류비자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제도는 법무부가 자신의 관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

지고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노동부의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방식으

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행정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될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도입되는 농축산업 이

주노동자들이 점차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다.	 둘째,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보호 원칙이 더욱 손상될 수 있다.	 비자 유형

에서 보듯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고용허가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견된다.	 또한 이들은 

단기 체류로 인해 건강보험을 비롯된 사회권보장체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	 	 	 여섯째,	 보수 정부는 과도기적 형태로 도입된 방문취업제를 보다 과감한 동포

포용정책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동포 이주노동정책은 동포포용

정책이라기보다는 외국인력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강조된 

이주노동레짐 원칙은 보완성 원칙이었다.	 우선 방문취업제를 통한 중국동포 입국

이 대폭 제한되었다.	 2009년 3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방문취업 동포를 303,000
명으로 한정하는 사증발급 총량제를 도입했다.	 2009년 동포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는 전년도(60,000명)에 비해 대폭 축소된 17,000명으로 제한되었고 이후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줄곧 일반 외국인력(E-9)에게만 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동포 집단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도 추첨되지 못한 무연고 동포들이었다(미드리 편집부 2010a,	 29).193)	 또한 2009년 5월부터 매년 산정된 건설업 취업동

193)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는 2010년 8월부터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
격 변경’ 정책을 실시했다. 주 대상이 추첨 후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무연고 동
포인 이 정책은 추첨 후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무연고 동포들을 우선 단기비자로 
입국하게 하고 국내 직업학원 등에서 일정 기간 기술연수를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
는 경우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적체된 방문취업비자 대기자 해



- 227 -

포 적정규모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내국인근로자와의 구직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한 건

설업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해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동포 건설근

로자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조치였다(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09).194)	
한편 정부는 방문취업제 5년 기한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국내 노동시장 공동화 우려

가 나타나자 대응책으로 방문취업 연장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외동포법의 전면 시

행에 대한 정부 의지의 결핍 속에서 방문취업 비자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195)	 이에 따라 만 55세 미만인 방문취업 동포는 만기 귀국할 

경우 출국 1년 후에 4년 10개월의 체류비자를 취득해 재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동포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동포 포용정책이 나타나지 않

았다.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재외동포(F-4)	 자격 부

여 범위 및 재외동포의 노동시장 활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안이 제

소의 일차적 목적 외에도, 중국동포의 급증 및 체류의 장기화에 따라 이들이 더 이상 한국
의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으로 머물지 않도록 이들의 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하려는 ‘사회통
합’ 차원의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곽재석 2012, 45). 

194)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정부는 취업교육을 받고 근로개시 신고를 한 동포와 
취업교육을 받았지만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건설업 취
업인정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체결
해주지 않는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건설업 종사 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이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다(『중국동포타운신문』 
2009/05/11, 1).  

195) 재외동포법령의 전면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동포 이주노동자(주로 중
국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인정하는 조치들이 시행된 것은 사실이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으로 비자 변경한 중국동포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7월 말 현재 재외동포(F-4) 체류
자 21만 명 중 중국동포는 약 14만 명(60.6%)을 차지했다(김영화 2014, 43). 그러나 이러
한 조치들의 내용을 보면 ‘시장 수요 존중 원칙’과 ‘보완성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적극적
인 동포 포용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행정조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1월 1일 법무부는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규정되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규
제되었던 중국동포들 가운데 고학력자, 상공인 등 국내에서 단순노무업종 취업 우려가 없
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09년 3월에는 내국인 근로자가 취
업을 기피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취업한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자격으로 비자 변경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곽재석 2012, 42). 이후 정부는 
2010년 4월 26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
2010-297호, 2010/04/26)를 제정했다. 이로써 종전에 1차 산업 및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 장기 근속하거나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경우, 고령자 등 국내 노동시장에서 단
순 노무종사자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와 간병인, 가사·육아도우미 등 내국인의 대체 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서 재외동포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
다(곽재석 2012, 42~43). 또한 2012년 4월 10일 법무부는 ‘외국적동포제도 변경 및 개선
에 따른 안내문’을 발표하고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외동포법령의 단순노무직 금지 원칙의 제약에 의해 단순노
무에는 종사하지 못했다(김영화 2014,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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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고려인·중국 동포와 여타 선진국 출신 동포 간 차별 문

제는 크게 시정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으로 회귀한 보수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운용 방식은 대체로 시장 친화적 성격이 강했으며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완성 원칙이 함께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권리 보호 원칙은 매우 부차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부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경도되어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사회 구성원들인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실현될 기반은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그러

기에는 이주노동정치에 관여하는 정치 세력들 간의 역관계가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	 이주노동운동은 나름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분열,	 약화,	 고립의 상황을 좀

처럼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 내 강력한 조직적 반대가 부재한 가운데 행정영역이 

주도하는 이주노동정책은 이미 낮았던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의 기반을 더

욱 부식시켰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견지했던 외노협마저

도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제도”로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주장하기

에 이르렀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6).	 	 	 물론 보수 정부 하에서 권리 보호 원칙을 반영한 조치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출입국 지원 사

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고자 했고(시행

령 개정 2010년 4월 7일),	 출국만기보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

장으로 확대했다(시행령 개정 2011년 7월 5일).	 그러나 고용허가제 운용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은 이주의 전 과정에 걸친 공공부문의 관여 체계를 구축하는 수준

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퇴직급여 적용확대 조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2009년 10월 9일)으로 직업안정기관 관할 구

역의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

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설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주노동자의 수

가 5,000명 미만인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소수 거주 지역의 이주노동자 권익보

호 구제장치로는 미흡했고,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정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

며,	 1년에 1~2회 관련 단체장들의 의례적인 모임으로 인식되는 등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했다(국민권익위원회 2015).	 현재 권익보호협의회의 실무는 지방고용노

동관서 관내 고용허가제 현황,	 고용센터 업무처리 내용,	 고용허가제 제도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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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기호·이화용 2015,	 239~40).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결핍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수 정부의 이주노동행정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당사자 참여의 부재였다.	
이주노동자(단체)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공식 제도의 설계는 미비했고 설령 그러

한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생산성과 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

정으로 회귀한 보수 정부 하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의

사결정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기구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이주노동자(단체)의 참여는 행정적으로 배제되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196)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등’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로 규정됨으로써 이주노조나 이주노동자 공동

체의 공식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었다.		 	 	 둘째,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여전히 

행정영역에 한정된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단

체 간의 정책적 협력 관계는 크게 약화되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의견 수렴

을 위한 제도적 창구는 거의 부재했다.	 사전 심의기구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외

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는 ‘근로자위원’와 ‘공익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이주노

동자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실제 논의 과

정에서 근로자 위원이나 공익 위원이 권리 보호 원칙에 기반한 제안을 제시해도 

다른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셋째,	 보다 일반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논의의 장인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주노

동 문제는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 상태를 

고려할 때 이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불안정한 노동정치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 혹은 틀”인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은수미 2010,	 297).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약해졌으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하는 노동단체들의 비정규 노동과 근로취약계층의 의사 수렴 및 이해 대변 기능

은 여전히 미약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감당하기를 기대

하는 것 자체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었다.
19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동부령 제15조의

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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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정책과 이주노동정치	 	 	
	 	 	 2000년대 중후반에 도입된 일련의 다문화 정책들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이주

노동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주노동레짐의 특징과 이주노동자의 편입 

패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이라는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이주

노동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

서 이하에서는 이주노동레짐과의 관련성의 맥락에서 다문화 정책의 설계 및 집행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문화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이주노동정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3.1.	 다문화 담론의 등장

	 	 	 해롤드 트로퍼(Harold	 Tropper)에 의하면 다문화주의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인종,	 종족,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존

중하는 사회적 이념,	 그리고 이같은 이념에 기반해 추진되는 일련의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이다(윤인진 2008,	 74).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

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김남국 2005,	 99)하려는 지향성

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는 다문화주의 용어는 1960년대 후반기에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고,	 이후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여러 민주주의 국

가들에서 공식 담론과 공공 정책으로 수용되었다(황명진 2010,	 17~18;	 Castles	and	 Miller	 2009,	 249).	 우선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들을 결합한 통치 전략으로 부상했다.197)	 이후 

다문화 모델은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연이어 공식 

담론과 공공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다문화

197)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따르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는다. 첫째, ‘앵글로-캐나다인’에 대한 규범화 시도와 단절한다. 둘째, 퀘벡과 영어권 캐나
다라는 지배적인 ‘두 문화’의 관념에 기초하지 않는다(“Charles Taylor interviewed” 
Prospect Magazine February 2008; 
<http://www.prospectmagazine.co.uk/magazine/charles-taylor-philosopher-intervi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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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해서 ‘문화적 파편화(cultural	 fragmentation)’의 가능성을 이유로 다소 회

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현실에서는 지역의 교육,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다문화 

정책들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다(Castles	 2005,	 208~9).	 이후 탈-냉전기에 들어서

면서 심각한 인종분쟁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 인권에 중점을 둔 유엔 인

권선언 프레임이 소수집단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국제기구들도 다문화주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기 시작했다(한준성 2010,	 291).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적대적 여론이 점차 확산

되었다.	 이민자와 난민은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위협

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2001년 9/11사태가 발발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은 이제 국

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던 많은 민주주의 이민국가들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부상했고,	
그런 가운데 다문화주의 회의론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Castles	 2005,	 210;	2006,	 747;	 Castles	 and	 Miller	 2009,	 15,	 249).198)	 하지만 “다문화주의로부터의 철

회(retreat)”의 서사들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과잉 일반화의 문제점을 보였을 뿐

만 아니라 이주민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Kymlicka	 2010,	 104~5).199)	 더욱이 대다수 민주주의 이민국

가에서 이미 시민이 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는 후퇴하기는커녕 더욱 강화되

198) 2011년 2월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국가 다문화주의(state multiculturalism)’ 실패를 선언했다. 
그의 발표 전문은, 
<http://www.number10.gov.uk/news/pms-speech-at-munich-security-conference
>.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과거의 “수동적 관용(passive 
tolerance)” 정책 대신 “강력한 자유주의(muscular liberalism)”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외에도 안젤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수상은 “다문화주의가 완전히 실패
했다”고 선언했고, 니콜라스 사르코지(Nich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이민이 프랑스
에게 고통을 안겨다주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이탈리아는 ‘다종족(multi-ethnic)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New Internationliast 2011/06, 16).

199) 킴리카에 의하면 다문화주의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일부만이 심각한 반
발에 직면했으며 다문화주의 그 자체가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킴리카에 따르면 다문
화주의는 크게 원주민 집단, 소수민족 집단,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원주민 집단과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 강화되어 왔다. 또한 그는 반발의 대상이 되었던 ‘이민자 다문화주의(immigrant 
multiculturalism)’에 대해서도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마다 수많은 진전과 후퇴가 있었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민자 다문화주의의 일부 후퇴를 가지고 다문화주의 전체가 실패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그는 이민자 다문화주의가 일정한 후퇴를 
경험한 국가들 대부분은 원주민 집단과 소수민족 집단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정
(institutional recognition)’의 수준을 높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Kymlicka 2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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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Modood	 2013,	 144).	 요컨대 논란의 대상이 된 다문화주의가 실제로는 후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문화주의는 그 자체가 이미  긴장과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

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의 구체적 형태는 다인종·다문화 상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운영 원리나 정체성 등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자

기 해석과 공존관계의 제도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유홍림 2007,	73;	 Miller	 1970,	 130~31).	 이 과정은 자유주의 규범이나 헌법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동반할 수 있다(Kymlicka	 2001,	 60~61).	 그리

고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주류 사회의 차별이나 동화주의에 대해 저항하면서 인

권과 시민권의 확장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문화주

의는 기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의 다문화주의에 나타난 정치성과 논쟁성이 소거된 채 인권 규범에 기반한 보편 

담론으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의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

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였다.	 물론 이전에 ‘다문화’의 용어가 쓰이지 않

았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에 일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미 ‘다
문화사회’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이선옥 2007,	 83).	 하지만 당시 ‘다문화’	 용어는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묘사하는 정도로 쓰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과 이들의 자녀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원단체들이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문화’	 용어가 

정부정책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이선옥 2007,	 83).	 특히 2006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회의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발언한 이후 행정 부처들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개

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계에

서도 이른바 ‘다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및 이민관

련 학회들이 연이어 출범했고 기성 학회에서도 이민 및 다문화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이면

서도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국제 규범에 적어도 형식적으로 부합하기 때

문에 ‘다문화’	 용어를 앞세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김희정 2007,	74~75).	 이처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다문화주의

가 한국 사회에서는 별다른 저항이나 큰 논란 없이 빠른 속도로 주요 공공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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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상했고 공식적인 정책 개념으로 채택되었다.	
3.2.	 다문화 정책의 설계와 법무부 주도성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인 제도 설계는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었다.	 이병하는 

두 법률의 제정 과정을 ‘고객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두 법의 적용 대상

이 각각 합법 체류 외국인,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정책적 혜택이 이들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정책적 비용을 부담하는 뚜렷

한 집단이 부재하고 정책적 비용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았다(이병하 2011,	 96,	 99).	
그는 이러한 조건에서 소관 행정부처들이 “자신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특정집단

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고객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병하 2011,	 98~99)	 한편 윤인진은 다문화 정책 도입 과정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들을 ‘관주도 다문

화주의’로 비판하는 주장(김희정 2007)을 반박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상호 

공조,	 협치,	 네트워크 등의 요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윤인진 2008,	80).	 그는 참여정부 시기 다문화 정책의 설계,	 제정 과정에서 관료들뿐만 아니라 

학자,	 변호사,	 종교인,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

기 다문화 정책 제정 과정의 특징을 “국가주도와 시민주도라기보다는 국가와 시민

사회간의 상호 공조,	 정책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설명했다(윤인진 2008,	 96).	 	 	 이병하와 윤인진이 설명한 것처럼 ‘고객정치’와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정부 시

기 다문화 정책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 변수

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인진의 설명처럼 ‘관주도 다문화주의’의 

설명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면서도,	 정부가 당시 다문화 정책 제정에 미친 ‘위로

부터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주목할 

것은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기에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인권의식이 약하고 단일

민족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보다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윤인진 2008,	 84).	 	 	 이민정책에 대한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 과정을 동반한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미 2005년 12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게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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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외국인 문제와 관련한 개선대책 및 추진체계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

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출신의 강명득 신임 국장의 주도하에 2006년 1월부터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한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했다(윤인진 2008,	 96).	 이후 정부는 2006년 4
월 초 미국 슈퍼볼 MVP를 수상한 하인스 워드(Hines	 Ward)의 방한을	 “국민의 다

문화 감수성 함양의 지속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6월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노 대통령은 곧

이어 4월 26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의 주관 하에 

혼혈인·이주자 대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처별 업무분담,	 총괄추진 기구,	 추진일

정 등을 준비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행정자치부 2006,	 31).201)	 이어서 5월 22
일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외국인정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

원장으로 하고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

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는 ‘외국

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가 확

정되었다.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공식화된 이 자리에서는 6개 집단(외국

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국

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	 	 	 한편 이민정책 추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은 후 행정 

부처들은 다문화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나타난 부처 동학의 특징은 부처 간 각축이기에 앞서 법무부 주도성이었다.	2006년 6월에 법무부가 개최한 이민정책세미나에서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장은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 기구’의 설치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독일 연방이민청 개편과 대만 입출국

이민서 신설을 설명하고 이민청 신설 등 이민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을 제안하면서 

강명득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송태수 2006;	 김윤태 2006).	 2006년 9월 29일
에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한외국인

200)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빈부격차·차별시정T/F’가 
확대, 개편되어 2004년 7월 1일 출범했다. 주요 기능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차별을 시
정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으로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 분야별 차별
시정 기본방향 수립’의 책무를 가졌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 25인 이내
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설동훈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201) 『로동신문』(2006/04/27)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기도 했다. “최근 남조선
에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을 거세하고 ‘다민족, 다인종 사회’화를 추구하는 괴이한 놀
음이 벌어지고 있다.”(박명규 2009, 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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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1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

무회의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27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7월 18일 시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이후 개최된 외국인정책회

의(2007년 10월 25일)에서 나온 중장기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은 <그림7>과 같다(법무부 2007b).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질서있는 
국경관리

질 높은	
사회통합

목

표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①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
익증진

② 단속․보호과정의 인권
보장 철저

③ 선진적 난민 인정․
지원시스템 구축

① 이민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체류질서 
확립

② 신속하고 안전한 국
경관리

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②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①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
진

②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③ 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④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전

략

비

전

<그림7>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지정되었다.	 또한 5월 10일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1국 6개과)
이 <그림8>에서 보듯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본부장,	 2정책관,	 1기획관 및 10
개과)로 확대·개편되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이로써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추진기구가 되었다.	 이처럼 기본

법 제정은 법무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주부부

서로서의 위상과 업무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병하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기본법,	 상위법의 특성 상 각종 외국

인 처우에 관한 대강의 방향만 규정하여 여타할 조직적 반대를 유발할 조항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병하 2011,	 97).	 즉,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법무부가 타 부처의 반대 요인을 줄이고 세미나나 공청회 등의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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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민정책’으로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법무부의 주도 하에 제정된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은 2008년 9월 22일)은 재한외국인처

우법의 ‘집행법’적 성격을 가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2)를 건립하고,	 ‘다문화가족’
을 위한 교육,	 복지,	 적응,	 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문화가

족지원법안 역시 특별한 반대 없이 제정되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중복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으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집행법으로 그 위상이 정

리되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문

제를 ‘가족정책’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

다(이혜경 2008;	 이병하 2011,	 99).203)
3.3.	 이주노동정치의 시각에서 본 다문화 정책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골간이 설계된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

하여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레

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의 성격을 

갖는 다문화 정책은 정주화 금지 원칙에 근간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원칙

202) 여성부 주관 하에 2006년도에 설립 지원이 시작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들은 다문화
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었다.

203)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김혜순 2009,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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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문화 정책 도입 이전에 시행 중이었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

레짐의 핵심 원칙이었다.	 이는 만일 다문화 정책의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가 포

함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이 원칙의 완화 내지는 폐기를 위한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기본법의 위상을 갖기에 외

국인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령들이 이 법의 취지나 내용에 조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정책은 그 설계 방식이나 적용 범주에 따라서 이주

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었다.	 하지

만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됨으로

써 오히려 이주노동레짐의 이주노동자 정주화 금지 원칙을 다시 한 번 승인해주

는 효과를 가졌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적용 대상인 ‘재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배제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

한 규정에 부계혈통주의가 더해지면서 다문화가족의 중심 범주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로 설정되었다(엄한진 2008,	 125;	 임경희 2014,	 87).	 이러한 사실

은 결국 다문화 정책이 사실상 이주민에 대한 분할 정책으로 기능함을 말해준다.	
즉,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남성 이주노동자 대 결혼이민여성이라는 분리 구

도가 기저에 깔린 선별적 이민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는 엄

한진의 지적처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명을 잉태해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놀라운 무관심”이 얽혀져 있었다(엄한진 2008,	124).	 	 	 이처럼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통제 위주의 기능주

의적 접근을 더욱 강화시켰다.	 다문화 정책의 골간은 법무부 주도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력을 관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법무부의 오랜 외국인정책 기조를 승인해 주는 효과를 가졌다.204)	 또한 

204) 이는 전반적인 평가로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배제만을 의
도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다문화 정책의 틀 내에서 장기 체류한 숙련 이주노동자를 포
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비추기도 했다. 일례로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
국장은 2007년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재한외국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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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정책의 선별적 편입(혹은 배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외

국민 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 행정에도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 정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정주자로 간주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사회복지서비

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만드는 제도적 유인은 매우 제한적이다.205)		 	 	 둘째,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

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 수행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1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6조).	 이처럼 다문화 법령

에 근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정은 무엇보다도 ‘다문화’	 관련 사업

을 유망한 복지사업분야로 부상시키면서 이주노동운동 지형에 영향을 미쳤다(김혜

순 2009,	 619).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정책은 아이린 블롬라드와 플로리스 

안 16조를 외국인 노동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설명했
다.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가족들과 정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 기본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국회사무처 2007, 18)

205) 다문화 정책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에 사회통합 정책은 동화주의적 성격을 보인다. 박명규
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 교육(김치 만들기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소수자 집단의 언어, 문화, 관습을 반영하는 수준이 미약하기에 충
분히 ‘다문화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박명규 2009, 20). 이런 점에서 한국의 다문
화주의는 “겉치레 다문화주의(cosmetic	 multiculturalism)”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겉
치레라는 표현은 모리스-스즈키(Morris-Suzuki)가 일본의 다문화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
면서 쓴 단어이다.	 그녀에 의하면 ‘겉치레 다문화주의’는 두 가지의 상호 유관한 민족-국가
의 목적들을 지향한다.	 하나는 실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다양성을 획일
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질적인 단일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다양한 인구 
집단들을 통합하는 것이다(Yamanaka	 2008,	 193).	 한국도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의 당사자인 결혼이주민의 관
점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한 결혼이주여성의 발언을 보자(『인권오름』 제300호 
2012/05/30).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익숙해지면 일을 하기를 원
합니다. (…) 이주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선택지는 아주 좁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저임금의 일시적 노동자가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의 하층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주여성들 또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주여성
들에게 일자리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적응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주여성
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교육은 우리 사회의 통념과 요구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강사, 네일아트, 미용, 
제과 제빵교육, 산모 도우미 등등.” 실제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일자리에 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률은 58.5%(165,794명)였고, 주로 서비스종사자(19.5%)
나 단순노무종사자(28.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전기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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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렌(Irene	 Bloemraad	 and	 Floris	 Vermeulen)의 지적처럼 정부에 의해 새로운 통

제의 형식으로 전용된 측면이 있다(Bloemraad	 and	 Vermeulen	 2014,	 235).		 	 	 실제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서 규정한 지

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다문화 사업 지원 정책은 사

실상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호응하는 단체와 비판·거부하는 단체를 구별하는 매커

니즘이 된다.	 이주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결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에 포섭되는 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했다.206)	 실제로 일부 지원

단체들은	 해결점이 쉽게 보이지 않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아동의 권리 문제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이선옥 2007,	 100).	 특히 정부 주도로 설계된 다문화 정책이 온정

주의나 시혜주의를 넘어 이주민들을 기본적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이들을 적극적으

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법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서보건 2013,	 297),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깔린 온정주의나 시혜주의의 특성이 지원단체

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답습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에게 일정 정도 종속

되면서 운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로 대형사

업 수행경력이 있고 활동이 잘 드러나는 지원단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

우가 많아 지원 편중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사업 위탁 과정에서 

정부와 지원단체들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경쟁하는 양상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결과 정작 

최적의 사업 주체와 방식이 논의의 주된 초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이금연 2006,	 28;	 윤인진 2008,	 89)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단체마다 정도의 차

이는 있겠지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를 위한 이주노동운동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206) <http://www.migrant114.org/board/board_view.asp?fk_idx=3&idx=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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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참여정부에서 전반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다문화 정책들은 보수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수 정부가 다문화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였던 것

은 아니다.	 보수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핵심 의제로 수용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

진했다.	 2012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주여성 출신의 이자스민 씨를 

비례대표로 공천한 모습은 다문화 의제를 선점하려는 보수 정치세력의 적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주류 보수 언론은 다문화와 관련한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들은 ‘민족 해체’	 담론의 형성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단체)
은 자금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보수 정부의 다문화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강미

옥 2014).	 그렇다면 보수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

식으로 추진했는가.	 결론적으로 보수 정부 시기의 다문화 정책이 보여주는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neoliberal	 multiculturalism)’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표

현은 찰스 헤일(Charles	 Hale)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원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펼친 다문화 정책의 기저에 깔린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Hale	 2002;	 2005).	 물론 분석 대

상이 다른 헤일의 논의를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
지만 그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논의를 보다 일반화된 수준에서 차용한다면 

한국의 보수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분석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헤일은 신자유주의 문화 기획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

의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에 대해 비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문화 

기획은 문화적 권리 운동을 반대하기보다는 운동의 정치적 에너지를 전용하거나 

흡수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자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서 수용가능한 문화적 권리 

주창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체들을 지원 대상에

서 제외시키거나 압박할 수 있다(Hale	 2002,	 497~98).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정

부는 그것의 급진적 성격,	 특히 계급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부분을 소거

시키면서 ‘관리’하는 통치 전략을 구사한다(Hale	 2002,	 507;	 2005).	 즉,	 신자유주의

적 다문화주의는 “신자유주의 엘리트가 사회 내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안한”	 탈-정치화 기획으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한준성 2010,	 296).207)	 그렇기에 문화적 권리 운동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다문

화주의에 의해 그 활동 범위가 제약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과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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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계급,	 노동,	 재분배의 문제를 비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Hale	2002,	 493,	 522).	 헤일과 마찬가지로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	 역시 민주적 통

치를 위한 재분배 매커니즘을 결여한 채 인정에 치중한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비

판한 바 있다(Barry	 2001;	 한준성 2010).	 정리하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

문화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208)	 사회의 지배 구조에 대한 비

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이러한 정치적 역동성을 통치의 목적에 맞도록 

흡수하려는 정치적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에 비춰 볼 때 보수 정부의 다문화주의는 어떠한 특징은 

보이는가?	 첫째,	 보수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대체로 생산성 내지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며 이주민을 권리의 주체로서 보는 시각은 미약했다.	 정
부의 기업 친화성을 공공연하게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2010.7.26)	 내
용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

력을 높이는 바탕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

사하고,	 양국 문화의 감수성을 고루 갖춘 한국인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될 것입

니다.209)
207)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유홍림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다인종·다문화 상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운영 원리, 정체성 
등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자기 해석의 과정을 함축한다(유홍림 2007, 73). 특히 민주주의 
이민국가에서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규범이나 원칙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과정을 함축한다(Kymlicka 2001, 60~61). 박명규의 
설명처럼 다문화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요소를 자기집단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복수의 
문화공동체 (…) 간에 적절한 공존관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
이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사회”이다(박명규 2009, 9).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저항과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다문화주의를 낡은 위계에 
대항하여 확장된 인권과 시민권을 향한 투쟁의 형태로 설명했고, 비쿠 파레크(Bikhu 
Parehk)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내지는 주류 사회의 동화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보았다
(Parehk 2002, 5).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이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
의는 다문화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완화하거나 통치의 목적에 맞게 전용하려는 기획이다.

208) 민주주의 이민국가에서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규범이나 원칙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과정을 함축한다(Kymlicka 2001, 
60~61). 박명규의 설명처럼 다문화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요소를 자기집단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복수의 문화공동체 (…) 간에 적절한 공존관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둘
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사회”이다(박명규 2009, 9). 이러한 긴장
과 갈등은 저항과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다문화주
의를 낡은 위계에 대항하여 확장된 인권과 시민권을 향한 투쟁의 형태로 설명했고, 비쿠 
파레크(Bikhu Parehk)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내지는 주류 사회의 동화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보았다(Parehk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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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발언이 단지 정치적 수사였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외
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논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생산된 연구들의 논조와 일치

했다(강미옥 2014,	 99).	 이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계의 관점이 뚜

렷하게 수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강미옥의 설명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접근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기업은 싼값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내 노동자들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이기에 “이주노동자의 고용은 기업인들이나 국내 노동자들

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전략”이고,	 그런 점에서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 고용에 

장애가 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에 팽배

한 민족 담론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강미옥 2014,	 97~98).	
<표16>	 외국인 정책 목표별 추진 과제 및 예산 (2009년~2016년)(단위:	 개,	 억원)

연도
정책목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90 1,045.89 173 1,163.08 165 1,852.37 149 1,937.921. 적극적인 개방 53 511.58 47 470.33 46 479.34 40 551.862.	질 높은 사회 통합 81 476.94 81 609.26 75 1,148.73 69 1,209.143.	질서 있는 국민행정 34 20.59 27 28.09 28 147.70 24 65.544.	외국인 인권옹호 22 36.78(3.5%) 18 55.40(4.8%) 16 76.60(4.1%) 16 111.38(5.7%)
※ 2009년~2012년의 과제수와 예산은 중앙부처의 과제수와 예산임

연도
정책목표

2013년 2014년 2015 2016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142 7,684.80 1,272 8,792.86 1,171 6,683.43 1,227 6,758.061.	개방 150 3,772.15 156 4,457.90 143 3,204.48 137 3,079.822.	통합 570 1,482.41 644 1,608.37 592 1,389.12 645 1,347.273.	인권 325 590.66(7.7%) 357 612.23(7.0%) 326 617.33(9.2%) 343 665.21(9.8%)4.	안전 49 134.18 58 159.06 60 76.63 56 108.015.	협력 48 1,705.40 57 1,955.30 50 1,395.87 46 1,557.75
※ 2013년~2016년의 과제수와 예산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과제수와 예산을 합친 것임	 *	 출처:	 강미옥(2014,	 192)과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 취합

209)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세계인들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
를 만들어 갑시다.” (2010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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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보수 정부와 주류 경영계의 담론에서 다문화 정책은 일차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그 결과 한국의 다문화 정

책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조력 기능이 결핍되었다.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구성에서 다문화 정책 추진

을 위해 직접 배정된 예산이 포함된 ‘사회 통합’의 경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예산 

편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인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

다(<표16>	 참고).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동정적 태도가 외국인 정책

의 일관성과 신뢰성 결여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참

여정부에 비해 인권보호와 차별해소,	 그리고 통합적인 외국인 보건의료정책의 측

면을	 약화시키고 단속·추방 정책을 강화했다(Lee	 2009,	 788;	 박석운 2010,	 21;	 한

국이주민건강협회 2009,	 16~17).	 이러한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다

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

발로 인해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에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주 처벌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상시적 추방 위협’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

한 착취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이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사실상 ‘다문화 가족정책’이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이 그러한 다문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다문화 정책의 시행 이후 반-다문화,	 반-이주 담론이 생산,	 확산되고 있었

음에도210)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교정과 처벌의 매커니즘을 다문화 정책에 

210)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커지고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 일각에서
는 반-다문화,	 반-이주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문화정책반대,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
운동본부,	 외국인범죄척결연대,	 국제결혼피해자모임 등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모임들이 반-다문화,	 반-이주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다문화 
정책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배제되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적대와 혐오의 태도가 반-다문화 정
책의 논거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이주 담론을 
분석한 박권일에 따르면 반이주 담론은 경제 담론, 민족 담론, 치안 담론의 세 개의 중심 
담론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제 담론과 관련해서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임금 하방압력 효과”를 지적하는 담론에 대하여 “외국인 노동을 전면 금지시키더라도 해
당 저임금 노동에 내국인이 유입되지 않으면, 내국인 노동자 유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킬 경우 오히려 자본이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음을 지적한
다(박권일 2012, 202). 민족 담론의 경우에는 비록 노골적인 인종주의나 배타적인 민족주
의를 삼가는 모습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서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다원주
의의 결과물”이기보다는 “온정주의에 기댄 모호한 정서적 분위기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
한다(박권일 2012, 203). 이어서 세 번째 중심 담론인 치안 담론에 대해서 박권일은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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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정부의 무능이나 무책임

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다문화,	 반-이주의 담론·운동이 신

자유주의에 대한 유력한 저항 담론·운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게다가 반-다문화,	 반-이주 담론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하고 

확증시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의 분열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노

동에 대한 분할 지배를 통해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Castles	and	 Kosack	 1972,	 17).	 이런 점에서 정부는 오히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

는 반-다문화,	 반-이주 담론을 보다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

화 논거로 전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단속·추방 정책은 그 자체가 또 다시 

반-다문화,	 반-이주 정서를 형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11)	 이처럼 반-다문화 

사회 세력과 보수 정부는 기묘한 공생 관계를 통해 반-다문화 담론·운동 → 단속·
추방 정책 → 반-다문화 담론·운동의 확산 → 강화된 단속·추방 정책의 악순환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정부의 “허니문 기간(honeymoon	period)”(Chung	 2014,	 400)도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끝나버리면서 이주노동자의 권

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는 더욱 축소되었다.	 한 이주노동자 활동가는 이

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제 이주민 사안과 관련한 정부 위원회에 우리를 참석자로 

부르지도 않아요.	 대신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 때 이주민 관련 경험이 

없는 학자들과 논의를 하죠.	 (…)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금 생존하려 애쓰고 있어

요.”(Chung	 2014,	 408	 필자 번역)	 물론 그렇다고 위탁 운영이나 다문화 정책 사업 

지원 등을 통한 관과 지원단체 간의 일종의 “밀월관계”(박경태 2015,	 10)가 사라

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가 “견제적 협조관계”(최의팔 2015,	 15)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주노동운동의 운동성과 투쟁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법령의 개정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주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사실상의 이주노동자 정주화 금지 조

치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려고 했다(소라미 

적으로 성별화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한국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야만적 범죄(주로 성
범죄에)에 희생되거나 성적 유혹에 굴복한다는 서사 형태를 띤다”고 분석한다(박권일 
2012, 204).

211) 이와 관련하여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전국에 2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제노포비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에게도 서로의 이해도
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중앙일보』 2012/04/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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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5).	 당시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이 적어도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영주자격 취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는데212)	 정부는 이마저도 후퇴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 정주화 금

지 원칙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관철되었다.	 이는 정

책 결정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계약주의’의 논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213)		 	 	 둘째,	 보수 정부의 다문화 사업 지원 정책은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전반적인 지

형을 재편하는 효과를 가졌다.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문화 사업

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지자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연이

어 만들어졌고 지원금 수혜를 위한 지원단체들 간의 경쟁이 극심해졌다.	 필자가 

면접한 한 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P씨에 따르면 지원단체들은 정부의 다문화 지원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지원단체들은 신청 요건

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주고 급하게 이주 여성들을 인턴으로 고용하기도 했다고 

말해주었다(면접일 2012/03/23).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다문화 사업 지원금 배분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주민 지원단체의 책임성과 대표성이 훼손되었다.	 즉,	 누가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적임자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행정 편

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지원금 수혜 단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결과

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책임성과 대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지원단체의 정부 비판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청 과정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다

문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고,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익과 관련한 사업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결
212) 물론 실제 영주자격 획득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이주노동자(E-9)가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거
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즉, 
최소 9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해야만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소라미 2012, 20).

213) 계약주의의 사고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정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인내하게 만든다. 이는 계약주의의 사고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이다(Walzer 1983, 58).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하지만 우리 사회에 일시적으
로 체류하다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노동의 대가로 본국 화폐 기준으로 볼 때 큰
돈을 벌어 돌아 갈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느 정도 예견하
고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한국행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 빈곤, 폭력이 국제노동이
주을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강제 이주(forced migration)
와 자발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제 이주(economic migration)의 구분은 생각만큼 명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계가 모호하다(Castles 200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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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규모 예산을 들인 다문화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기획들은 많아진 반면에 이

주민 지원단체의 전반적인 운동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의 다문화 

사업 지원금 배분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수혜 단체들을 정부에게 

종속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수혜 경쟁이 가열되다보

니 정작 이주민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들을 동원과 시

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역사적 책임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분 보다는 생산성과 치안을 중심으

로 통치 기조를 세운 보수 정부는 동포 이주노동자를 동포이기에 앞서 외국인력

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는 외국인의 사회통

합과 관련한 예산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었고 동포 지원 내용은 미약했다.	 실제로 2011년
도에 정부가 책정한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 사업들 가운데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용

을 위한 1,200만 원에 불과했으며,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설

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제대로 된 동포체류지원시설은 없었다(곽재석 2012,	 67).	 그
런 가운데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발생한 안보 위기와 사회주

의권 국가 출신 귀화자가 8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로 2011년 2
월부터 외국인의 귀화 여부 심사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제

출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중국동포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다(고기복 2011).	 	 	 정리하면 보수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이주민 통합 정책이기에 앞서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익광고와 국가브

랜드 홍보에 다문화주의를 적극 내세웠다.	 이를테면 2009년 1월에 대통령 직속기

구로 발족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다문화포용과 외국인 배려’를 5대 역점 과제 가

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중국동포타운신문』 2009/07/22,	 2).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인정과,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는 소홀했

다.	 이주민 통합(사실은 동화)의 대상은 대체로 결혼이주민(주로 여성)과 그 자녀

에 한정되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화 금지 원칙은 고수되었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 사업 지원금 배분에 따른 이주민 지원단체의 정부 종속성과 운동성 약화

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 결과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계급적 차원과 가부장적 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단체와 이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논의되

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이러한 논의는 주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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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수 정부 하에서 추진된 다문화 정책은 혁신적이라기

보다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특징을 보였다.	 그
리고 이는 이주노동레짐의 시장 친화성을 완화하고 권리 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상타파세력의 응집과 확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 가운데 이주노동 지원단체들 사이에서는 자기반성과 운동성의 회복의 목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반노동·반인권적인 이주민정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활동 방

침을 세웠다.	 첫째,	 정부의 이주민정책에 대항하고 올바른 이주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민정책 개선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이주민 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시민단체들의 지역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이주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내국인과 이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다문화 형성과 이

주민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이주가 이주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일 수 

없다는 점에서 송출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아시아 지역 내 이주노동네트워크 형

성을 통해 이주민 운동을 강화한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a).214)	 또한 외

노협 소속 단체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박석운 실행위원장은 운동

성의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인적,	 재정적 독립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박석운 2010,	 22).	 이는 정부의 위탁운영을 비롯해 “관과의 밀착”이 

지원단체들의 전반적인 “복지관화”	 경향을 강화시킴으로써 운동성의 약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박경태 2015,	 10).	 	 	 그러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추방이 지

속되는 가운데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가질 정

도로 유력한 조직을 구축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경태는 현재의 이주노동운동에 대해서 “소수자의 권익을 방어적으로 지키려는 

214) 한편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차이’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는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
을위한모임, 인권교육교사모임, 아시아의친구들, 인권교육센터‘들’의 ‘다문화+인권을 고민
하는 모임’이 그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인정(recognition)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
이기에 앞서 공통의 인간성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 좌파의 
인식을 되살리고자 했던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의 주장을 상기시킨다(Rorty 2000). 
이 모임은 “차이를 인정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속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 차이의 
인정을 넘어 보편적 인권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와 인권의 만남 또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문화인권교육이란 용어는 적합한가?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동화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것, 국가 단위 중심의 문화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것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피해자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의 쟁점을 제기했다(『인권오름』 제282호, 2012/01/11).



- 248 -

일종의 ‘소수자권익보호운동’의 수준에 머무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침체

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박경태 2015,	 7).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이주노동운동

은 일부 명망가나 규모가 큰 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벗어나 연대의 확대

와 역할 분담을 통해서 활동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

황에 놓여 있다(박경태 2015;	 최의팔 2015).	
4.	 편입의 ‘중층적 계서화’와 새로운 편입 기획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고용허가제 시행,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방문취

업제 시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등을 거치면서 서

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민정책과 마찬가지로 차츰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외국인 정책 대상별 포용성 수준

을 비교해 보면,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와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적극적 사

회통합(사실상 동화)이 강조된 반면에 이주노동자의 경우 편입의 위계성과 배제성

이 부각된다.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된 이후로도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은 정부 정

책을 통한 정치적 배제와 사회문화적인 이해 부족,	 선입견,	 차별로 인해 ‘종속적 

편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주노동레짐의 지배적 원칙들에서 권리 친화성 

강화를 위한 핵심 원친들인 ‘권리 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은 ‘시장 수요 존중 

원칙’과 ‘보완성 원칙’에 비해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었으며,	 고용허가제는 연이어 

시장 친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 및 

취업 금지 원칙’이 단속·추방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된 결과,	 20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상시적 추방 공포(deportability)의 심리를 활용한 이주노동

행정에 구속되어 있다.	 또한 이주노동레짐의 핵심 원칙인 이주노동자 정주화 금지 

원칙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설계된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편입에 걸

림돌인 반-다문화,	 반-이주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대한 교정·처벌의 매커니즘도 제

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

성 강화를 위한 기회 요인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주노동자 권리 정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용되었다.	 	 	 좀 더 분석적인 이해를 위해 이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이주노동자의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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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편입’	 개념의 첫 번째 의미에 주목해 권리체계 편입,	 권리 구제 기회,	 의사결정

방식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편입은 ‘중
층적 계서성(multilayered	 hierarchy)’의 특징을 보였다.	 ‘계서화’는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수준이 사회 집단 별로 구조적으로 다르게 규정

됨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는 다문화주의와 동화의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포섭되는 ―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주권과 국적 취득의 기회를 갖고 있다 ― ‘우수

인재’와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영주의 법적 기회를 박탈당한 채 2차 노동시장에 배

속되어 있다.	 재외동포(F-4)과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 구분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동포 이주노동자가 갖는 박탈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우수인재와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두 ‘외국인’이지만 출신배경과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주로 저발전 동남아 국가들 출신의 결혼이민자들 가운데 상

당수는 정치적 배제와 사회적 차별로 안정적 편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
히 여성들이 다수였고,	 그런 점에서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는 이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215)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일련의 이주노동정책의 변화를 거치면서 상이

한 법적,	 행정적 범주로 더욱 분화되면서 이른바 내적 계서화가 강화되었다.	 <그림9>에서 보듯이 숙련과 저/미숙련,	 동포와 비-동포,	 등록(합법)과 미등록(‘불법’),	 ‘연
수생’과 ‘근로자’	 등 복수의 행정적 분할선들이 이들의 권리체계 편입의 편차를 생

산했다.	 물론 일정한 진전들이 있었다.	 예컨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절대 규모는 

약 20만 명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전체 이주노동자 가운데 차지

215) 이와 관련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세계성차보고서 2012’ 내용 가운데 일부를 
참고할 수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2, 8~9). 보고서는 성차를 확인하는 세부 
항목을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부여’의 네 가지
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들은 한국보다 양성평등도가 높다. 

<표17> 국가 간 양성평등도 비교 (2012년)
국가 양성평등도 순위(양성평등도)

필리핀 8위 (0.7757)
몽골 44위 (0.7111)
태국 65위 (0.6893)

베트남 66위 (0.6867)
중국 69위 (0.6853)
일본 101위 (0.6530)

캄보디아 103위 (0.6457)
대한민국 108위 (0.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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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은 10%정도로 2000년대 중반 이래로 크게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216)	 또
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의 투 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와 비교할 때 고용허가제 

시행과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이주노동정책의 공공운영체계가 마련되

고 정부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여건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217)
다문화주의

동화

종속적 편입

투자 외국인
우수 외국인력 _________ 적극적 개방 _________ 영주권,	복수국적 

요건 완화

결혼이민자(주로 여성) _________ 국적에 의한
동화주의적 통합 _________ 다문화 정책

숙련생산기능인력 _________ 선별적 포섭 _________ 거주요건 완화

특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동포) _________ 제한적 민족포용 _________ 체류기간 연장 및

자유왕래

일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_________ 관리·통제 _________ 고용허가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_________ 편법적 인력활용 _________ 근로자성 불인정

동포 미등록 
이주노동자 _________ 배제(한시적 포섭) _________ 단속·추방 정책

선별적 합법화

비-동포 미등록 
이주노동자 _________ 배제 _________ 단속·추방 정책  

<그림9>	 이주노동자 편입의 중층적 계서화218)

216) 물론 이를 과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송출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체류할 수밖에 
없어 ‘불법성’ 영역으로 편입을 강요당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불
안정한 장기 체류에 따른 귀환 및 재정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모국에서의 재-편입 과정
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이주노동레짐의 투명성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외국
인력정책의 고용허가제 일원화로 송출비리 문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송출국가
에서의 송출비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국제앰네스티 2009, 23~24). 노동부가 고용허가
제 양해각서 체결 국가에 1명씩 직원을 파견해 송출과정을 감시하도록 했으나, 이런 정도
로 송출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것은 난망하다. 이처럼 투명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집행 
매커니즘의 미비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이중의 편입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17) 필자와의 면접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필리핀공동체를 담당한 아르
빈(Arvin Mosqueda) 신부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가 이루어진 2007년 이래로 산재, 체불, 
퇴직금 문제로 들어오던 이주노동자의 상담요청이 많이 줄었다면서 시민지원단체나 정부
지원센터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컸다고 말해주었다(면
접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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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내적 계서화가 ‘종속적 편입’으로부터 ‘통합’으로의 패러다

임 전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레짐 하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

한 고용주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줄지 않았고 ―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기회 제한,	 고용주의 일방적 계약 연장 및 해지 권한,	 재취업 구직기간 제한 

등 사실상 고용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근로감

독 기능의 부실과 결합되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보장체계 편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수의 영세업체 고용주들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건강

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하지 않았으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고용

보험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에서 임의(선택)가입으로 바뀌면서 사회보험체계 편입 

기회는 더욱 제약되었다.	 또한 행정적 시선에서 여전히 ‘비-정주자’로 간주된 이주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가족 동반·재결합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이를테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차별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고용허가제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22조)은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한 방화벽의 원칙이 

제도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거나 훼손된 상황에서 권리구제 기회의 보장 수준은 

매우 낮았다.	 출입국관리법 84조 1항의 공무원 통보 조항은 변함이 없었다.219)	 유
엔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상황을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묘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국제앰네스티 2009,	 12	 재인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양해 각서를 체결한 국가와의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노조 설립권,	 단체 행동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 받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법적 조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위법자를 처벌할 

만한 어떤 사법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218) 이 그림은 정정훈(2011b, 386)이 제시한 그림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19) 이후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
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당 공무원들은 통보의무에서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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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	 그리고 추방의 위협 때문에 

관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이나 권리구제 신청을 포기하고 자신들

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제도를 통

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이유가 단지 일자리 상실과 추방의 위협만은 아니었다.	
행정 지원의 결핍 또한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즉,	 노동청이나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통역 지원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권

리 구제를 신청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

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정부 기관을 불신하게 된 이주노동자들

은 종종 고용지원센터나 노동청을 방문하기 전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220)나 이주

노조 등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국제앰네스티 2009,	 13~14,	 21)221)	 	 	 한편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참여나 대

표의 기회는 여전히 결핍되었다.	 작업장과 일상에서 이주노동자의 편입 특징은 이

주노동자의 정치적 편입 기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와해되고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처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당사자인 이주노동자 단체는 여전히 어

떠한 실질적 참여의 공간도 허용 받지 못했다.	 또한 보수 정부 하에서는 생산성―
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 기조가 다시 복원되면서 이주노동정책의 관주도성과 

자본편향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창구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했을 뿐 권리 보호 원칙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

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면 첫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나 정작 이주노동자(단체)의 참여는 행정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이주노조

의 합법성은 적어도 이주노조가 공식 노조로 인정(2015년 8월)	 받기 전까지 행정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부인되었다.	 둘째,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

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여전히 행정영역에 한정된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으

며,	 이주노동자의 권익 대변 기능을 가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행정권력 간의 

소통 채널은 보수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설치된 하위 

220) 2009년 8월 26일 기준으로 전국의 이주/다문화 지원단체는 총 118개(서울 30, 경기 
37, 인천 7, 대전 4, 충남 5, 충북 3, 대구 2, 광주 4, 울산 1, 강원 2, 경남 7, 경북 5, 
전남 2, 전북 4 등)로 집계된 바 있다(김선미 2011, 111~14). 그러나 파악되지 않은 지원
단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21) 이주노조는 이처럼 권리 구제를 위해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노조 조직화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도 한다.



- 253 -

심의기구인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공익 대표가 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논의의 관주도성과 자본편향성의 벽을 넘어서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셋째,	 노동자 대표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주노동 문제를 적극

적으로 노동의제화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행정은 계속해서 관리·통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하위에 배속된 채 권리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국가의 경계 ‘안’
에 있으면서도 권리의 경계 ‘밖’에 머물러야 했다.	 특히 이런 점에서 가장 곤고한 

상황에 놓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심승우의 표현처럼 “내부의 외부로 추방당한 

존재들”로 살아야 했다(심승우 2013,	 13).	 	 	 그러나 이미 설명했듯이 ‘종속적 편입’이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사회

적 존재 양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속적 편입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구

조 하에서도 주체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편입의 조건을 마련해가려는 끊

임없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그간 자구모임 활동,	 지원

단체 활동 참여,	 노동조합 활동 등 비-국가 영역에서의 다양한 수준의 결사 활동

들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결정력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 외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다양한 형식의 편입 기획들이 시도

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본 장을 맺도록 한다(아
래 내용은 이주노동정치의 세분화된 영역들로서 향후 연구 과제의 주제들이기도 

하다).
국내노조 편입.	 상급 노조단체 수준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지 않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노조 편입 기획들은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일반

노조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는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제고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단체협

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이주노동자 조합원도 단체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들의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속노조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분회는 계약이 해지

된 필리핀인 이주노동자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투쟁하여 고용보

장을 쟁취했다(정영섭 2012,	 76;	 정정훈 2011a,	 49).	 한편 대구 지역의 지역일반노

조인 성서공단노동조합(성서노조)은 공단 내 비정규 노동 조직화 사업을 해나가면

서 차츰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노조로 편입시키는 사업을 시작

했다.	 성서노조는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의 접촉면 확대와 일상적 연

대에 유리한 구조인 지역일반노조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자 했다.	 또한 성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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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 방향은 이주노조와도 전반적으로 일치하였기에 두 지역일반노조 간의 연

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정정훈 2011a,	 48).	 	 	 이처럼 노동계 아래로부터의 시도들이 확산되고 작은 성취들이 나타나면서 상

급 노조단체 수준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5년에 민주노총 산하에 구

성된 ‘이주노동권 담당자회의’는 이주노조에 대한 지원·연대 방안과 이주노동자 관

련 산별노조들(주로 금속노조와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정
영섭 2012,	 75).	 또한 민주노총은 2010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업을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 출신 활동가를 직접 채용했다(정영섭 2012,	66).	 한편 2007년부터 실질적으로 ‘산별노조’로 활동하기 시작한 금속노조는 차츰 

금속업종 이주노동자들을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정정훈 2011a,	48~49).	 정정훈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이주노동자가 산별노조의 일원이 됨으로써 ‘단체협약’의 법적 형식으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정정훈 2011a,	 49).	 물론 국내 노동계에서 위와 아래로부터

의 변화들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지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내 노동계의 이주노동자 편입 

기획은 여전히 일시적 연대나 사안별 연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222)
미디어 운동.	 미디어 형식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는 2003
년~2004년 명동성당 농성이었다.	 당시 농성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주류 미디어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으며 직접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미디어는 차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

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한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주노동자방송(MWTV)이다.	 2004년 12월에 

창립된 MWTV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과 한국인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 민

간단체로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펼쳐 나갔다(소모뚜 2009).	 첫째,	 시민방송 RTV
222) 정영섭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첫째, ‘시기상조론’으로 정리해고 대응이나 비정규직 

권리 개선 등 노동운동의 보다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는 생각, 둘째,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주노동자 관련 센터나 지원단체에 미뤄 놓는 경향”, 셋째, 민주노총 조합원들 역시 일자
리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을 꼽았다
(정영섭 2012, 67~68). 황필규는 민주노총의 문제점으로 첫째, 이주노동자 문제의 내부 의
제화 및 연대를 통한 확산의 실패, 둘째, 이주민 정책의 연장선에서의 이주노동자정책 대
안의 부재, 셋째, 이주노동자 관련 책임단위의 부재, 넷째,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방기 혹은 
현장성의 결여, 다섯째,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했다(정영섭 201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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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이주노동자 세상’(월 1회,	 60분)과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월 2회,	 80
분)를 직접 제작해 방송했다.	 둘째,	 이주노동자 미디어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정기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셋째,	 2006년부터 매년 이주노동자영화제를 개

최했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 행사가 된 이 영화제는 이

주노동자들의 행위 주체성을 드러내면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리

고 공생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 미디어 운동이었다.		 	 	 다음으로 2005년 5월에 개국한 이주노동자방송국(‘샐러드TV’의 전신)도 이주노

동자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안 다국어 독립미디어였다.	 박경주 대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기획했다(박경주 2005,	 7).	 이주노동자방송국은 이주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다국어방송 

및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이주민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

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 미디어 활동으로는 이주민방송국(Migrants’	 Network	 TV,	MNTV)과 성서공동체FM이 있다.	 MNTV는 ‘동정이나 편견이 아닌 이주민 그대로의 

시선을 담아내자’는 의도 하에 2005년 5월 1일 개국한 이후 꾸준히 언어를 늘려

가면서 다국어 뉴스를 제작했다(http://www.mntv.net).	 성서공동체FM은 성서공단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서지역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라디오로 2005
년 8월 22일에 개국했다.	 성서공동체FM은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 고

려한다는 편성의 원칙하에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대에 이주노동자 방송 프로그램

을 실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한국인의 편견을 없앰으로써 이주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또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기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

다.	 이는 이주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편입 과정이 본국에서 출국할 때부터 귀환해 

정착하는 단계까지 이주노동의 전 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출국 

전의 준비 상태와 귀환 이후의 삶에 대한 충실한 계획은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 

체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이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처음 알려지

게 된 때는 1996년이었다.	 당시 아시아이주민포럼(Migrant	 Forum	 in	 Asia,	 MFA)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홍콩 아시아이주민센터(Asian	 Migrants	 Center,	 AMC)의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적 투자(Migrant	 Savings	 for	 Alternative	 Investment,	MSAI)’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최희숙 2008,	 14).	 초기에 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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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도개선투쟁에 집중해야 했고 인적,	 제도적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프로그램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력을 갖지 못했다(고유미 2004,	 45;	 박능후 외 2007,	 24).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오랜 지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4년 7월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

원 컨소시엄(Consortium	 For	 Migrants’	 Voluntary	 Return	 &	 Reintegration	Programme,	 CMVRRP)의 구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컨소시엄에는 외노협 소속 13개 

단체들,	 한국 국제이주기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등이 참여했다(최희숙 2008,	 14).	
참여 단체들은 이주노동운동이 인권운동 차원의 접근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주

노동의 전 과정과 관련해 한국과 송출국가의 정부,	 그리고 이주민 지원단체 차원

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223)	 	 	 컨소시엄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이주예정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 대한 종합

적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 편입을 유

도하고,	 이주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귀환 이주노동자를 통해 아시아 사회

개발 협력과 빈곤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컨소시엄은 

시범적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출신국별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구

성·강화하여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며,	 각종 교육사업 기획과 

프로그램 관련 안내서 발간 업무를 수행했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단체들은 민간단

체들이었다.	 그러나 참여 단체들은 컨소시엄 사업을 정부 대체 사업으로 보지 않

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정부가 관심을 두

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자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

기에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민관 합동의 태

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은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은 이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기도 제2청,	 안산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센터나 이주노동자 관련 NGO	 등으로 확대 실시되어 나갔다(이금연 2012,	 47).	
지자체를 통한 편입.	 전체 인구 대비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낮더라도 이주노동자가 

223) 이하 컨소시엄에 관한 설명은 다음 웹 주소에 링크된 발표문(“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과 
본국 사회 재통합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가 정리한 것이다.<http://withmigrants.org/xe/data_02/29023/page/3>.

http://withmigrants.org/xe/data_02/29023/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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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편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핍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도가 높아질 가

능성이 커진다.	 이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할 경

우 각종 사회문제와 정책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자체의 공공

시설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공조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편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유입과 체류에 따

른 불안정 요인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와 대

립각을 세우면서 지역주민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편

입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수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선거

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간접적인 방식의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독일 지방정부의 외국인 거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독일의 지방정부는 외국인 정책 입안 시 외국인 거주

민들만 참여하는 특별선거를 통해 구성된 외국인 의회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노

동조합의 외국인 노조 간부나 외국인 거주민의 자생조직 대표들의 자문을 구하기

도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밀러 2002,	 47~48).	 	 	 한국에서 지자체의 관여는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

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핍된 영역에 차츰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하승우 2010,	 89).	 서울시 성동구청은 2000년 7월
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성동외

국인근로자센터’를 개관했다.	 이후 서울시 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금천,	 은평,	
강동,	 양천,	 성북 등에 개소되어 현재 7곳이 운영 중에 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2001년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외국인이주노동자쉼터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

결했다.	 경기도 남양주는 2005년 10월에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고 

현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샬롬의집’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서울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자

치단체들에서 ‘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연이어 제정되었다.	 안산시는 한걸음 더 나

아가 사실상 미등록 이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2009)를 제정하기도 했다.224)
224) 조례 제정 과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민우(2009, 92~93)의 설명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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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편입 기획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상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과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양기호의 지적처럼 광역

단체의 경우 대부분 국제통상 위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에 외국인 주민에 대

한 대책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고,	 대다수 기초단체의 경우 인식,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외국인 대책조차 추진하지 못했다(양기호 2006,	 82).	 또한 정부

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지자체 수준의 외국인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이 확

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그리고 기초단체들 간의 협력

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중복과 부재가 이어졌다(정명주 2012,	 89~90).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에서의 이주노동자 편입 지원 체계 구축 시도들은 지역

사회 내 외국인 주민과의 공존 기획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및 행정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주노동정치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인정.	 난민 인정투쟁 역시 이주노동자의 대안적 편입 기획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미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난민지

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다.	 물론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극히 낮은 편이었

지만 난민 지위 신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불법성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보장된 제도적 기회였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 출신의 이

주노동자는 출신국과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인권 운동 등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강제 귀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의 한국 체류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미등록 상태로 전락해 강

제 추방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난민 지위 신청은 

강제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대안적 편입 시도의 의미를 갖는다.		 	 	 2003년에 조직된 버마 민주화 단체인 ‘버마행동(Burma	 Action)’	 출신 이주노동

자들의 난민 지위 획득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버마행동 회원들이 2004년에 신청한 이후 무려 7년이 지나

서야 난민 지위를 획득했던 사실을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극히 낮은 난민 

인정률,	 심사기간의 장기화,	 신청자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 미비,	 난민 심사

기구 구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난민 지위 

획득의 길은 협소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주민 지원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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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난민 운동이 본격화되고,	 이는 난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리고 2013년 7월 1일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물론 난민의 

지위,	 거주,	 취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곧 난민의 안정적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향후에 난민 신청자와 난민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체계,	 그리고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의 구축을 둘러싼 ‘난민 정치’가 본격화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각종 보고서의 

전망을 따를 때 이들 가운데 난민 지위 신청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주노동정치의 관점에서도 난민 문제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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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었다.	 이러한 유입 

시점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스페인

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 이행과 이주노동자의 본격

적 유입 시기가 일정한 시차를 보였던 스페인과 달리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동일

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스페인 시민들은 197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적인 “정치적 재사회화”의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 스페인의 

정치문화에는 민주적,	 평등주의적,	 보편적 가치들이 뿌리를 내렸다(Arango	 2013,	10;	 Encarnación	 2001).	 스페인은 이러한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통합(integration)’을 

이민정책의 핵심 요소로 줄곧 강조할 수 있었다.225)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 체제 

이행을 전후한 시기에 이주노동자의 본격인 유입이 시작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민주적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고 ‘통합’의 패러다

임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간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2006년 외국인 주민의 지방 참정권 부여226),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에 이어 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227)	 한국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

들의 이민정책 추세와 마찬가지로 차츰 “확대와 포섭”	 혹은 “거주지주의—다문화

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이혜경 2008;	 Kim	 2014,	 47~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패러다임의 부재는 변함없이 지

속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사는 ‘통합 패러다임 부재의 역사’였다

225) 정치문화 외에도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1990년대 중반
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경제 성장 또한 통합 패러다임을 지속시킨 또 다른 요인들이었다
(Hazán 2014).

226)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해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Seol 2012, 131). 하지만 한국 정부가 영주외국인에
게 참정권을 부여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 내 재일동포의 참정권 요구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으며 국내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적극적 인정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홍재우 2010, 242; 왕언메이 2016, 313~22). 한국은 국내 영주외국인에
게 참정권을 허락하면서도 정작 선거운동의 자격을 ‘국민’에게 한정하는 등 이들의 참정권
을 좁게 해석했다(홍재우 2010, 247).

227)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정부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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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성’	 관리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편법성’	 활용을 두 축으로 하는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이하 ‘투-트랙 구조’)가 

형성되고 이주노동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투-트랙 구조의 제도적 축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내적 모순과 외적 영향이 결합되면서 높은 연수생 이탈율의 제도적 요인

으로 작동했다.	 이에 더해 산업연수생제도는 편법적 제도였기에 애초부터 외국인

력 충원 기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투-트랙 구조 하에서 대다

수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높은 미등록 이주노

동자 비율은 ‘한국 예외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타 이민 유입국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 관리는 

강제출국(deportation)보다는 ‘상시적 추방 공포(deportability)’를 활용해 이들의 ‘불
법성’을 관리하는 형태를 보였다.	 즉,	 불충분한 출입국행정 역량과 중소업계의 심

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의 

심리 구조를 이용해 이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을 강제한 행정 관리였다.	 	 	 기존 연구들은 투-트랙 구조의 제도적 축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 과

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대체로 ‘고객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설명의 핵심

은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노동단체,	
일반 여론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했던 반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하 중앙회)를 위시한 경제단체들이 행정권력과의 안정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조직

과 자원을 활용해 이주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은 중앙회가 회원사들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변용과 확대 과정에서 중앙회가 보여준 적극성의 이면에

는 중앙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직접 보조에서 위임·위탁 업무로의 전환)
가 있었다.	 정부보조금 비중 감소추세에 따라 자체수입 충당 전략을 모색해야 했

던 중앙회의 입장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운용체계로의 편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정적 안정과 독립을 위한 기회였다.	 이러한 사

실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고객정치 설명을 보강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트랙 

구조의 형성 과정이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고객정치’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갖는 설명력이 제한적이며,	 국가의 기능적 책무 설정 방식과 

이러한 통치틀 내에서의 부처 간 동학이 보다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주장했다.	 우

선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	 차원에서 보면,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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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로서 ‘생산성’과 ‘치안’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이주노동행정은 

이러한 통치 기조에 종속되었다.	 특히 이러한 통치 기조는 정부로 하여금 한편으

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당성’	 책무를,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행정기술적으로 회피하는데 유리한 산업연수생제도

의 활용을 용인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상공(자원)부는 부처 간 각축 과정에서 정주화 금지 원칙 및 단순기능직 이

주노동자 고용 금지 원칙을 피할 수 있고 법무부 훈령에 기반한 산업연수생제도 

활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한 정책모델인 일본 이주노동

정책 가운데 재외동포 활용 방안은 차용하지 않음으로써 법무부와 노동부의 반대 

입장을 완화하고 마침내 부처 간 타협을 유도했다.	 	 	 이처럼 민주적 통제 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회와 연결망을 가진 행정영

역에 한정된 폐쇄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형성된 투-트랙 구조는 한국사회에서 이

주노동자의 종속적 편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한국의 

권리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배제된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	 대다수 이주노

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업체에는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업별 노조 체제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운동이 노동운동보다 인권운동으

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출현한 이주노동자 

지원조직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 모임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편

입을 위한 비-공식적 조력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이러한 사적,	 시민적 결사 활동

들은 1994년~1995년 두 차례 이주노동자 농성을 거치면서 나타난 본격적인 이주

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노협의 출범을 계기로 이주노동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투-
트랙 구조에 대한 현상타파세력과 현상유지세력 간의 이주노동정치가 본격화되었

다.	 본 연구는 이를 ‘일반 이주노동정치’와 ‘동포 이주노동정치’로 구분해 살펴보았

다.	 전자의 경우 현상타파세력의 공통된 핵심요구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이

주노동자 관련 입법이었다.	 1996년~1997년에 시민사회(외노협 중심)와 정부(노동

부 주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의 도입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러나 

투-트랙 구조에 대한 위·아래로부터의 현상 타파 시도들은 연이어 실패했다.	 이주

노동자 권리 문제에 대한 정치엘리트와 관료엘리트 집단의 전반적인 무관심,	 그리

고 중앙회와 유관 부처(중기청,	 통상산업부,	 법무부)를 위시한 현상유지세력의 반

대는 분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에 가까

웠으며,	 그런 점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대항-헤게모니’를 만들 수 있는 현상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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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구성이었다.	 당시 노동부,	 외노협,	 양대 노총,	 소기업연합은 모두 투-트랙 

구조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요구를 바탕으로 한 세력 접합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에 더해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입법추진의 사회적 조직 기반 형성을 더

욱 위축시켰다.	 그런 가운데 도입된 연수취업제는 투-트랙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무마하고 고용(노동)허가제 입법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주노동행정의 핵심 원칙이었던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 취업 금지의 원칙을 사실상 파기시켰다는 점에서 투-트랙 구조에 균열

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는 이주노동정치의 제한적 성취였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운동 내에서는 역사적 책임과 관련한 동포 문제의 특수성의 

제기되면서 동포 이주노동운동이 출현했다.	 동포 이주노동운동은 1996년도에 크게 

사회 이슈화된 동포 사기피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촉발되었고,	 ‘탈영토화된 민

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동포 이주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재외동포

법 시행(1999년)에 따른 법개정 운동을 거치면서 강화되었다.	 이처럼 동포 이주노

동운동이 조직화되고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외교 관계의 제약 구조와 유

관 행정 부처들의 회의적 태도의 결합으로 인해 법령에 기반한 포용적 동포 이주

노동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동포 관련 정책

에 관한 최고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결국 행정적 시

선에서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동포이기에 앞서 이주노동자였고,	 이들의	 문

제를 심의한 기구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였다.	 동 위원회는 연고를 가

진 동포에 한해 일부 서비스 업종 취업을 허용한 ‘취업관리제’를 도입했는데(2002
년 12월 시행),	 이는 일정 부분 동포 차별 완화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들의 노동

력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설계였다.	 한편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조직

화와 확산,	 그리고 취업관리제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운동이 동포 인정투

쟁과 비-동포 권리운동으로 분리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동포 이주노

동자와 비-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이나 ‘동포’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력’으로 간주되었고 그런 점에서 모두 정주화 금지의 정책 원칙의 제약으로 인해 

잠재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을 기반으로 마침내 고용허가제 입법

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특히 한일 비교 연구)는 이주노동운동세력을 위시한 이

른바 “시민사회의 힘(市民力)”(佐野孝治 2010,	 51)을 고용허가제 도입의 원동력으

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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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이 고용허가제 입법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는 불충분하고 보고,	 고용허

가제 도입이라는 최소주의적인 공통의 요구에 기반해 형성된 ‘고용허가제 옹호연

합’의 역할에 주목했다.	 즉,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 투-트랙 이주노동행

정 구조를 와해시킨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설명했다.	 	 	 1995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노동부에게 고용허가제 입법은 부처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입법의 정당성은 부처 간 역관계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

다.	 또한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운동과의 협력 관계가 형

성되지 않아 시민사회의 힘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위와 아

래로부터의 변화들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첫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는 이전의 두 정부들과 달리 생산성―치안 일변도의 통치에서 벗어나 보스웰의 표

현을 빌면 ‘정당성’의 책무를 함께 강조했으며,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

지하고 이를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입

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은 노동부가 부처 간 각축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주었다.	 둘째,	 이주노동운동 내에서 고용

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힌 외노협과 노동부의 정책적 공조 관계가 

형성되었다.	 동포 이주노동운동의 출현과는 별도로 1990년대 말부터 이주노동운동 

내에서 현실주의 세력과 급진주의 세력의 분화가 나타났다.	 내부의 급진세력이 이

탈하면서 보다 현실주의적 노선을 택하게 된 외노협을 위시한 온건 이주노동운동

세력은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고용허

가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을 위한 기회 요인이었으며 이후 양자 

간의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외에도 시기적 요인도 

있었다.	 당시에 이주노동자의 대거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여소야대의 국면임

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간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공감

대가 차츰 확산되고 있었다.		 	 	 이처럼 이전에 비해 우호적인 여건 하에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노동부는 그간 이루어져 온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법원 판결들,	 시민사회의 입법청원들,	 국가인권위 및 국제인권단체 권고 등의 담론

적 자원을 바탕으로 논리 경합에서의 자신감을 갖고 사회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

섰다.	 그러면서도 노동부는 다른 한편으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는 

과거의 연이은 입법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입법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했

다.	 노동부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양해를 구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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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했다.	 이후 노동

부는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입법 반대를 고려해 제안한 산업연수생제도와

의 병행 실시안에 대해서 고용허가제 도입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도입은 입법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외노협,	 노동부,	
민주당,	 청와대 간에 형성된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

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은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의 와해와 이주노동레짐 형

성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설계·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들(보
완성 원칙,	 정주화 금지 원칙,	 투명성 원칙,	 시장수요 존중 원칙,	 미등록 이주노동

자 체류·취업 금지 원칙,	 권리 보호 원칙,	 산업 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이 정

립되었고,	 이러한 원칙들에 기반한 일련의 절차들과 조직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소주의 요구를 반영해 형성된 이주노동레짐은 그 구성 원칙들의 

우선성 체계와 전반적인 제도 설계의 차원에서 볼 때 낮은 권리 친화성의 특성을 

보였다.	 한국 이주노동레짐에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체류를 전제로 한 외국인력

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부재했

다.	 이에 더해 고용허가제는 제도적으로 일반고용과 특례고용의 이원적 운용 체계

로 설계되었다.	 연고를 가진 동포에게 적용되는 특례 고용허가제는 한국 이주노동

레짐에 나타난 이중적 차별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한편으로는 동일한 고용허가

제 법률 안에서 동포와 비-동포 간에 제도적 차별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F-4)와 중국 및 구소련 출신 동포에 대한 동포 간 

차별이 지속되었던 것이다(2004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령의 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포용은 행정적 배제에 의해 그 효과가 무화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주노동레짐 구성 원칙들의 위계 설정 및 제도 설계·운용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합법화,	 고용허가제,	 다문

화 정책의 세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전면 합법화 운동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과 시한부·선별적 합법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와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 강화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아

래로부터의 운동은 정부 내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의 흐름과 만나면서 전면 합법

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좌절되고 말았다.	 첫째,	 참여정부 후

기에서야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고,	 둘째,	 시민사회와 행정권력을 매개한 핵심적인 행정가

였던 인권위원회 출신의 출입국관리국장이 사임했으며,	 셋째,	 이주노동운동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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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과 외연 확장을 통해 전면 합법화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조직 기반을 성

공적으로 만들지 못했고,	 넷째,	 보수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생산성―치

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이 복원되면서 전면 합법화 정책은 정책 선택지에서 삭제

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주노동운동은 고용허가제 법령과 집행 매커니

즘에 권리 보호 원칙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권리 결핍도가 높

은 이주노동레짐에 대한 현상타파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권리 보호

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고용허가제 법률 1조(목적)의 내용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그간 고용허가제 법령은 대체로 시장 수요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개선운동의 동인이 약화되었고 주류 미디어와 정당들은 이주노동

자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이주노조를 위시한 노동허가제 요구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는 부재했다.	 그런 가운데 2007년
에는 고용허가제의 틀 내에서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어 동포 이주노동자(무연고 동

포도 포함)에 대한 사실상의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동포와 비-동포 이주

노동자 간 차별에 대한 사실상의 법률적 인정을 의미했고 이주노동운동 내에서 

동포와 비-동포를 결정적으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그렇지만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령 전면 적용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 

한중외교 관계의 제약과 동포정책 관련 부처들의 회의적 태도 속에서 노무현 정

부의 동포포용정책에 대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표현된 결과였다.	 하지만 방문취업

제는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보다 과감한 동포포용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오히

려 외국인력정책으로 후퇴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 도입된 ‘다문화’	 법령들은 직접적인 이주노동

정책이 아니지만 제도 설계와 운용 방식이 이주노동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레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다문화 법령의 전반적인 제도 설계는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법령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은 법무부 

주도성 하에서의 국가-시민사회 정책 네트워크였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추진을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체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노동부와의 경쟁에서 축소

된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

자,	 변호사,	 종교인,	 시민운동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해서 도입

된 다문화 법령의 전반적인 제도 설계는 이주노동정치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레짐의 이주노동자 정주화 금지 원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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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법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문화 법령은 만일 그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

자를 포함하게 된다면 이 원칙의 수정 내지는 폐기를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

기에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구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법령은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

었고,	 그 결과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둘째,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운동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 정책은 새로운 

통제의 형식으로서 이주노동운동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다문화 정책은 찰스 헤일(Charles	 Hale)의 개념을 빌어 

설명하면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neoliberal	 multiculturalism)’의 특징을 보였다.	
즉,	 이주노동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새로운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고,	 이는 이주

노동운동의 내부 결집과 외연 확장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이주노동정치의 역사 과정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편입은 어

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의 전

반적인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통합 패러다임 부재 속 종속적 편입의 지속’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투-트랙 구조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주노동레짐 하

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통합 패러다임의 부재는 정책영역에서의 정치적 배제와 사

회문화적 차별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두 차원에 결합된 결과였다.	 이주노동정책 영

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박약했고,	 작업장과 일상에서

의 인종·종족·문화 다양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포용성 수준은 낮았다.	 특히 저개발

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열등한 타자로 보는 차별 의식(이는 인정recognition의 

결핍이기도 하다)이 이들을 권리의 담지자로 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
국 기능주의적 관점에 경도된 이주노동정책에서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된 이주노

동자의 권리 문제는 주요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열악

한 2차 노동시장 내지는 ‘이주노동시장’으로 배속된 이들의 노동 착취 가능성과 

사회적 취약성은 배가되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통합 패러다임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

회 편입 과정을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 개념인 ‘종속적 편입(subordinate	incorporation)’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종속적 편입은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가 작

업장과 일상에서 겪는 차별,	 착취,	 소외,	 배제와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대표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보

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본

적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도 주체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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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편입의 조건을 마련해가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내포한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종속적 편입의 첫 번째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권리체계 편입,	
권리 구제 기회,	 의사결정방식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를 권리체계 편입의 측면에서 보자.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들이 ‘국민’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

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지위(status)와 권리(rights)는 구분되며 국민의 권리들 가

운데 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목록은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

나 앞서 정리했듯이 이주노동정치는 그것이 이룬 일련의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통

합 패러다임의 부재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권리체계

에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다.	 이주노동정치사 초기에 이들은 투-트랙 구조 하에

서 ‘불법’과 ‘연수’라는 행정 표식에 의해 ― 연수생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절대 다수

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성’	 영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 근로자의 지위(status)와 

권리(rights)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물론 이들의 권리를 제한적인 수준에

서나마 보장하는 행정 지침들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

니었고 시혜주의,	 혹은 마르쿠제의 개념을 빌면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tion)’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후 투-트랙 구조가 온존하는 가운데 이주노동정책은 일련의 제도적 진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세분화된 행정적 범주로 분류되

었고,	 소속 범주에 따른 권리체계(특히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수준의 차등화가 나

타났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모순성이다.	 동일한 업종과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위 구별로 인해 권리체계 편입 방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예컨대 합법적 체류자인 연수생이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불법’	 체류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허용되기도 했다.	 둘째,	 법형식적으로 보

장된 권리의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행정 당국의 의지와 역량의 결핍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런 조건에서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젠더 문제가 인종,	 종족,	 계급 등의 여타 변수들과 결합되면서 권리체계 편입에 더

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셋째,	 동포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편입에 있어서 이

른바 ‘민족의 계서화’	 현상이 나타났다.	 1999년 재외동포법령의 시행으로 자유 왕

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구소련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재외동포로서 한국의 권리체계에 편입될 기회를 차

단당했다.		 	 	 이처럼 투-트랙 구조 하에서 차별성과 모순성의 특징을 보인 이주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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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 편입 방식은 고용허가제의 시행에 따른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일련의 ‘다
문화’	 정책의 시행으로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체계 편입 방

식에 있어서도 통합 패러다임의 부재는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

리체계 편입 양식은 ‘중층적 계서화(multilayered	 hierarchy)’의 특징을 보였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체계 편입의 기회가 주어

진 ‘우수인재’와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영주권 취득 기회를 

박탈당한 채 2차 노동시장에 배속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련의 이주노동정책

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상이한 법적,	 행정적 범주들로 분화

되면서 이른바 ‘내적 계서화’가 진행되었다.	 물론 투-트랙 구조와 비교할 때 고용허

가제 시행과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이주노동정책의 공공운영체계가 마

련되고 정부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사회권보장체계 편입 여건이 개

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종속적 편입’으로부터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는 마련되지 못했다.	 더욱이 권리 친화성이 낮은 이주노동레짐 하에서 

고용주의 지배적인 영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 부실은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인 사회보장체계 편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기회는 시종일관 제한적이었다.	 우선 저-부
담,	 저-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 설계가 서구 민주주의 이민국

가와 비교할 때 이주노동자의 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

한 원인은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이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생산성과 치안의 책무에 함몰되지 않고 인권의 측면을 국가의 책무로서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30여 년의 전체 이주노동정치사에서 나타난 이주노동행정

의 전반적인 특징에 비춰 볼 때 이는 차라리 예외적인 것에 가까웠다.	 게다가 국

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정당성의 책무가 축적과 안정의 책무에 우선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조건 하에서 권리 침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공식적

인 권리구제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무엇보다

도 행정 영역에서 ‘방화벽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출입

국관리법의 공무원 통보의무규정(84조 1항)은 이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	
그리고 추방의 위협 때문에 관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이나 권리구

제 신청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행정 영역 대신 사법 영역에서 권리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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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시민적 권리인 법률 서비스 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사법 해석이 개

별적인 구제를 넘어 이주노동행정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주노

동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한 법령의 법적 구속력도 결핍되었다.	 대표적으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지 않은 고용허가제 법률 차별금지 조항(22조)은 고용주

의 차별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했다.	 물론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조(단체)의 틀 속에서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노조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내국인의 권리와 등가가 아니었다.	 노동시장의 하위에 배속

된 이주노동자들은 좀처럼 노조로 편입되지 못했다.	 노동계의 ‘노동민주화’	 시도는 

기업별 노조 관행과 정규-비정규의 노동 양극화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었고 이주노

동자 문제는 노동의제에서 주변화되었다.	 	 	 마지막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참여 내지는 대표의 기회 보장의 측

면이다.	 민주주의 민족-국가(democratic	 nation-state)에서 상이한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급증은 시민권과 관련하여 포용과 배제 사이의 내

적 모순을 첨예화시킨다(Castles	 2005,	 204~6).	 즉,	 이주민의 급증은 정치적 평등

의 구성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데모스(the	 demos)’의 경계 설정에 관

한 문제를 제기한다(Song	 2012).	 사라 송(Sarah	 Song)에 의하면 민주주의 이론가

들은 이러한 ‘경계의 문제’	 대해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포용 원칙에 기반한 접근

을 시도해왔다(Song	 2009,	 608~11;	 2012,	 48~54).	 첫째,	 국가의 법과 정책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시민에 한정되지 않음)은 그러한 법과 정

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공권력의 행사를 포함해 

국가 강제력과 관련한 집단적 결정에 구속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포용의 규범적 

요청에 대해서 시민권 이론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다(Song	 2009,	611~17).	 하나는 시민권의 적용 대상을 비-시민 거주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지위(status)와 권리(rights)를 구분하여 시민

의 권리들 가운데 일부를,	 혹은 보다 많은 권리들을 비-시민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위 논의에서 보듯이 사라 송은 시민권 이론가들의 대응 방식들을 민주적 포용 

원칙에 따른 도전 과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해
법’의 논의를 거꾸로 볼 수도 있다.	 즉,	 민주적 포용의 원칙에 기초한 의사결정구

조의 설계가 비-시민 거주자들의 권리 보호(의 강화)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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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방식 

또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이해당

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과

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 기제를 통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지는 민주적 정당

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이다.	 즉,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의 안

정성 수준은 이들의 정치적 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그간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참여는 부재했

으며,	 이들의 대표는 결핍되었다.	 	 	 초기에 이주노동정책은 공론과 유리된 행정 영역 내의 폐쇄적 논의를 통해 결

정되었으며,	 이주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참여 공간도 허용 받지 못했다.	 결국 행정영역에 한정된 논의는 생산성—치안 중

심의 통치 담론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체계 편입과 관련한 진전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이주노동정책의 제도적 진화 과정에서도 상

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주노동정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여전히 사용

자 단체와 안정적 연결망을 가진 행정 영역에 한정된 폐쇄적 논의에 의해 결정되

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주노동자 지원조직과 정부는 정

책적 협조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근로자 대표와 공익 

대표가 위원으로 공식 참여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現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가 노동부 내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을 일정 부분 완

화되는 효과를 가졌을 뿐 이주노동정책의 관주도성과 자본편향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또한 동포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외

동포정책위원회는 아예 유명무실화되었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과 단체추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로 이주노동레짐이 

형성되고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가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권

리 및 처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떠한 실질적 참여의 공간도 허용 받지 못했다.	 보수 정부 하에서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 기조가 다시 복원,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정책의 관주도성과 

자본편향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창구들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력정책(심의)의원회,	 노사

정위원회 등 ― 은 형식적으로 존재했을 뿐 권리 보호 원칙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

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종속적 편입의 두 번째 의미에 주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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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절차와 제도를 통한 안정적 편입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비-국
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조직화 활동’과 ‘공론장 활동’에 참여해야만 했다.	
이미 설명했듯이 종속적 편입이 단순히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존재 양태를 말하

는 것은 아니었다.	 종속적 편입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 하에서도 주체

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편입의 조건을 마련해가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말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그간 자구모임 활동,	 지원단체 활동 참여,	 노동조합 

활동 등 비-국가 영역에서의 다양한 수준의 결사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사회

에서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결정력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연

결망을 활용해 자구·상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출신국 별로 형성

된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통한 정보교류나 상호부조 등을 통해 자기 권리를 보호

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지원조직들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의 여

러 주체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사회로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을 예방하거나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조직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

행했다.	 이들은 단지 상담소가 아니었다.	 이들은 예배와 선교 활동을 펼치는 종교

단체이기도 했고,	 국가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의료,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복지기관이기도 했으며,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 기획가의 역

할도 수행했다.	 또한 이들은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는 사회운동단체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처럼 비-국가 영역에서 사적,	 시민적,	 정치적 결사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원단체들을 매개로 보다 안정적인 한국사회 편입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

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추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적 결사나 자기조

직화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 책임성을 묻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론장 활

동을 감행했다.	 특히 1995년 농성을 계기로 투-트랙 이주노동행정 구조에 대한 반

대와 저항이 조직화되면서 이주노동정치가 본격화되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 사이

에서는 차츰 지원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온정,	 시혜,	 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

다는 불만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이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이들의 지속

적인 조직화 시도는 ‘이노투본’의 결성에서 ‘이주지부’를 거쳐 ‘이주노조’의 창립으

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국내 노조 가입,	 미디어 운동,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

로그램,	 난민 인정 등 그간 다양한 형식의 새로운 편입 기획들이 시도되었다.	 	 	 물론 편입을 위한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들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는 안된다.	 이는 비-국가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주노동자 편입 기획들이 그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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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와 성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주노동자 편입 기획들을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성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

는 방안의 모색이고,	 더 나아가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치체제의 책임성과 

반응성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자발

적 귀환 및 재통합 정책이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정

부 기관과 (이주노동자 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도해 왔고,	 또 새롭게 

추진하게 될 다양한 편입 기획들을 상호연계성의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는 정책적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에 대한 포

괄적 시각은 4장의 말미에서 설명한 국내노조 편입,	 미디어 운동,	 지자체를 통합 

편입,	 난민 인정 등의 서로 구분되어 보이는 이주노동자 편입 전략들을 공통의 기

반 위에서 묶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춰 볼 때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에 한정

되지 않으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 정치를 설명할 

때에도 유용한 분석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들

은 각자 특수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권리 

주창 활동을 벌여 나가며,	 그런 점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집단의 권리 문제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의 필수 전제이다.	 그렇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각 집단의 권리 정치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정치적 기회·제약 

구조를 맥락으로 하여 전개되며,	 이들의 한국사회 편입 과정은 그러한 권리 정치

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정한 제도적 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 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적 관점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편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와 관련한 한국 사례의 고유한 특징은 국가 간 비

교의 맥락에 비춰볼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정책 전이’와 ‘이주노

동정치’의 두 관점에서 한국 사례가 갖는 비교적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 내용

은 향후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위한 입론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 국가 간 정책 전이의 관점에 주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의 초청

노동자(guestworker)	 정책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주노동정책 설계를 위

해 참고한 정책 모델이었다.	 독일은 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 수용국가들과 마찬가

지로 강한 혈통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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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정식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노동시장에서 노

동력 공급이 위축되고 있었고 완전 고용의 시대에 노조가 이주노동자 채용에 반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Martin	 2014,	 227).	 물론 혈통주의에 기초해 설계된 서독

의 초청 노동자 모델에서 이주노동자는 정주자가 아닌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되었

다.	 ‘단기순환(rotation)’과 ‘귀환(return)’은 독일 초청노동자 모델의 두 가지 핵심 

가정들이었고,	 서독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가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과 이들의 가

족들의 ‘통합’을 위한 계획(특히 독일어 교육을 포함한 문화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1973년 외국인력 채용 중단을 선

언했을 당시에 이미 초청 노동자들 가운데 다수가 영구 정착민임이 확실해졌다(Martin	 2014,	 228).	 또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전체 이주민의 규모는 줄지 않았다.	 이에 1980년대 이후 서독 정부의 이주노동정

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서 서독 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되었다(한국노동조

합총연맹 1994,	 36~37).228)	 	 	 동아시아에서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을 입법 모델로 참고한 대표적인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대만이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노동자취업법’을,	 대만은 ‘취업서비스법’
을 마련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을 단순 모방하기보다는 선별

적으로 차용하면서	 독일식 ‘노동허가제’에서 권리 요소를 약화시킨 형태인 ‘고용허

가제’를 도입했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단기순환과 귀환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입

각해 이주노동정책을 설계한 독일 정부의 ‘정책 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도 정

주화 금지의 원칙을 고수했다.	 두 나라는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특별노동허가를 부

여함으로써 사실상 단기교체순환 정책 원칙을 파기한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이 이

주노동자들의 독일 정착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이주노동자의 정주

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했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대만이 채택한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이주노동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통합’의 관점을 결여했다(김
윤태 2011;	 Yeoh	 2006).	 두 나라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초청이나 동반을 금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권리 보호 요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주

노동정책을 입법화했다.	 그것은 정책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기저에는 이주노동인구의 권리와 이익은 내국인의 권리와 이익으

228) 독일 내 외국인 규모는 1974년(413만여 명)과 1987년(463만여 명) 사이에 약 50만 명
이 증가했으며, 1987년 현재 합법적 영주 외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약 60%(278
만여 명)에 이르렀다(Hammar 199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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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정책적 가정이 깔려 있었다(Neo	 2015,	140).		 	 	 일본 역시 1980년대 후반에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유입을 경험하면서 해외의 

이주노동정책 사례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당시 유럽 이민국가들로 파견단을 보

낸 일본의 행정부처들과 연구기관들은 일본과 유사하게 혈통주의 전통이 강한 독

일의 ‘차별적 배제’	 모델이 일본에게 최적의 모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Yamanaka	 2008,	 190).	 그러나 싱가포르나 대만과는 달리 일본은 독일 모델의 정

책적 지향을 수용했을 뿐 정작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을 차용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과 문화적·인종적 동질성

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주노동정책을 설계했다(Yamanaka	 2008,	 190;	 Cornelius	1994,	 396;	 이욱정 1994).	 그 결과 일본은 고용(노동)허가제를 입법화하는 대신에 

해외동포(주로 남미 출신의 재외동포 2,	 3세)	 활용안인 ‘니케진(日系人)’	 제도와 산

업연수생제도를 사실상의 이주노동정책으로 추진했다.	 두 정책들 가운데 일본의 

주된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은 사실상의 노동허가제인 니케진 제도였고,	 연수생 

제도는 니케진 제도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단순인력 수요를 채우는 보조적 이주

노동정책의 성격을 가졌다.	 	 	 위에서 설명한 동아시아 3개국의 이주노동정책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

로 차용했던 것은 일본 모델이었다.	 한국은 독일 이주노동정책 모델을 선별적으로 

차용한 대만과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른바 ‘입법모델국가’였던 

일본의 이주노동정책을 선별적으로 차용했다(전윤구 2014).	 일본이 니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재외동포 활용 정책에 대

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229)	 그리고 일본의 기능실습제도에서 취업 부분을 

229) 한국 정부의 동포 이주노동정책은 같은 후발 이민 유입국인 일본과 스페인의 비교적 포
용적인 동포 이주노동정책과 달리 매우 소극적인 특징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이주노동자 
유입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집권 자민당 소속 정책 입안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문화적·인종
적 동질성의 유지였다(Cornelius 1994, 396). 그렇기에 외국인노동자의 정식 도입안은 정
책 설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외국적 동포인 ‘니케진’ 활용 방안은 그마나 단일민
족 관념에 근간한 일본사회의 ‘의미논리’와 조화될 수 있었기에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
택될 수 있었다(이욱정 1994, 306). 일본은 주로 남미 출신의 재외동포 2, 3세를 대상으로 
자유왕래와 자유취업의 기회를 부여했다. 스페인의 경우 구식민지나 역사적 연계를 가진 
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베로아메리칸(Iberoamerican)’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시민권 취득 조건 완화 등 상대적인 특혜 조치를 실시했다(Hazán 
2014, 381~82). 스페인 정부는 남미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이후 이
중국적으로 전제로 스페인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귀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여
타 이주민의 시민권 신청 요건이 10년 거주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혜 조치였다(Ló
pez-Sala 20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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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고 단체감리형 연수생제도를 선택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

의 취업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초청노동자 모델에 가까웠다.	 물론 산업연수생제도

는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독일의 초청노동자 정책이 그러했듯이 — 혹은 그 이

상으로 — 정책적 실패임이 자명해졌다.	 	 	 결국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고용허가제 입법을 기점으로 일본의 이주노동정

책 모델로부터 ‘이탈’하여 대만과 싱가포르가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모델로 수

렴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일본의 이주노동정책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왔던 한

국 관료집단의 정책 관행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
한 이제 정책 전이의 방향이 역전되어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일본의 이주노동정책 

입법을 위한 참고 모델이 되었다(佐野孝治 2010).	 	 	 이제 다른 국가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특징을 간략히 살

펴보도록 한다.	 우선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는 유럽 이민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

는 ‘정당정치’,	 ‘헌정정치’,	 그리고 ‘조합주의’의 요소가 미약하다.	 우선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 이민국가들에서는 선거에서 이민정책이 주

요 쟁점으로 제기되며 이민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치정당의 역할이 큰 편이다.	 따

라서 유럽 이민국가들의 이민정책의 일관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정치정치를 잘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민정책 형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정당이다(Perlmutter	 2014).	 의원내각제를 채택하

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대체로 당의 지도자가 부처 장관직을 맡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민정책에 관한 정부 내 정치는 상호 경합하고 갈등하는 정치정당들의 이

해관계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극우정당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주류 우파 정당은 극우 정치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민정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유권자의 표를 호소한다.	 	 	 유럽 이민국들의 특징에 비춰볼 때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가 정당

의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협애한 정치적 대표체제’의 조건에

서 주요 정당들은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조직”(최장집 2008,	 43)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고 선거를 의식해 업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노동운동과 사민주의 정당의 역사가 정치시스템에 뿌리 내린 유럽 민주

주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결국 한국에서 정당과 국회는 이주노동행정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을 강

화시킨 배경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향후 이주노동자 유입이 확대되고 장기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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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세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주민의 권리 문제

가 주요한 사회 균열로 부상하면서 정당정치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

된다.	 	 	 다음으로 ‘헌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

정정치는 크리스챤 조프케(Christian	 Joppke)가 제시한 개념으로 헌법에 기초한 독

립적인 사법기관의 판결이 이민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는 일련

의 과정을 일컫는다(Joppke	 1998,	 18~20).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단순히 “제도화된 사회적 전장”(느뵈 2015,	 32~33)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정치

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정정치는 특히 

자유주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정치문화와 법제도가 안착된 이민국가에서 이민 문

제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을 완화시키면서 이민정책의 개방성과 이주민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더욱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해준다(Hollifield	 1992).	 독일은 비-시민

인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헌법적 원칙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 대표적 이민국가이다.	 독일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의 영향력을 논

하기에 앞서 ‘기본법(the	 Basic	 Law)’의 인권 조항들에 근거한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추방 조치가 제어되었고 이주민의 장기 거주와 가족 

재결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Joppke	 1998,	 19;	 Guiraudon	 1998,	299).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기원한 공화주의 가치와 전통에 

입각한 (준-)사법기관들의 ― 대표적으로 ‘참사원(Conseil	 d'État)’과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	 ― 입장 표명이 정부 이민정책의 우경화를 제어하고 거주 외국인

의 복지 권리 증진에 기여했다(Hollifield	 2014;	 Guiraudon	 2000,	 85).	 	 	 이에 반해 한국 이주노동정치에서 헌정정치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해 전향적인 판단을 제시한 법원 판결들이 이주노동

정치에 중요한 담론적 자원을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헌법 원

칙이나 국제 인권규범을 적극 반영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일선 행정과 정

책 변경에 미친 영향력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헌정정치의 구속력이 약한 

정치 문화와 통치 관행 속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부 지침과 유권해석이 법원 

판례보다 일선 행정에 더 큰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러

한 사실은 결국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문

화가 사회적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230)	 	 	 	
230) 참고로 아래 표는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이 서구 이민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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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조합주의적 정치 양식의 발달 수준과 이주노동정치의 특징 간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시스템이 발달된 미국과 달리 

유럽에는 조합주의적 정치 양식이 보다 깊게 뿌리 내렸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정

치는 이주노동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 이민

자 유입국인 스페인에서는 정부,	 양대 노조,	 기업집단이 조합주의적인 협의의 틀 

내에서 이민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일례로 스페인은 2005년에 자국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등록 이주민 사면 프로그램을 단행했는데,	 이는 업계,	 노동계,	
반대 입장을 견지한 인민당을 제외한 모든 주요 정당들,	 그리고 이민자 단체 간의 

합의에 기반해 시행되었다(Hazan	 2014,	 358).	 또한 스페인에서는 ‘이민과 통합’	 문
제와 관련한 법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거나 의회로 발송되기 전에 ‘이민자 사회

통합 포럼(the	 Forum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라는 3자 협의체(① 
주요 비정부단체들,	 이민자 결사체,	 고용주 단체,	 노조 단체 대표들,	 ② 지방 정부

와 시 정부 대표들,	 ③ 중앙 정부 소속 유관 행정 부처들 대표들)의 논의를 거치

게 되어 있다(Arango	 2013,	 5).	 이처럼 조합주의적 정치 양식에서는 상이한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국가의 이민정책결정 매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

는 공식화된 창구들이 존재한다.	 	 	 이에 비춰볼 때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서는 조합주의적 정치 양식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달리 말하면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집단들(특히 

당사자인 이주노동자 단체)을 위한 대표의 제도적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와 관련해 이주노동자 집단이나 

공익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가 승인한 공식 소통창구나 국가 

지원을 받는 매개 조직은 부재하거니 빈약했다.	 이주노동정책과 관련해 만들어진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 관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의사

<표18> 국가 간 다문화수용성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출처: 여성가족부(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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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참여나 대표는 결핍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상대적

으로 취약한 정당정치와 헌정정치의 조건과 결합되면서 행정영역에 한정된 논의

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주노동정책 논의 과정은 생산성—치안 중심의 

통치 담론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이주노동자 권리에 관한 진전된 의사결정은 좀처

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특징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민정치는 ‘고객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분석된다.	
이는 고객정치 이론이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시스템이 발달된 국가의 이민정치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석틀이기 때문이다(Freeman	 1995;	 1998,	 Joppke	 1998,	16~20).	 이 논의에 따르면 일반 대중이 이민을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

면서도 정작 이민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결여한 채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는 반면에 개방적 이민정책을 지향하는 고용주,	 이주민 공동체,	 민권

단체 등의 이른바 “친-이민 연합”은 자신들의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민정책 

담당 관료들과 맺는 긴밀한 업무 관계를 통해 이민정책 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Freeman	 1995,	 1998).	 	 	 한국의 이주노동정치를 설명할 때 이러한 고객정치의 분석틀은 부분적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위시한 연수추천단체

들이 정당,	 의회,	 그리고 일반 여론의 무관심과 노조의 방관 속에서 행정권력과의 

안정적인 연결망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

구해 온 과정은 고객정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정치의 접근은 

국가를 사회 압력단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중재자로 보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국가 자율성이 높은,	 특히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가진 수용국의 

이주노동정치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오히려 이주노동정책의 

제도적 변천 과정에서 국가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측면이 

발견된다.	 이는 본 연구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국가의 책

무 설정 방식과 유관 행정 부처들의 동학에 주목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조합주의 구조가 뿌리 내린 유럽 국가

들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한 공식 대표의 기제가 취약했으며,	 다원주의

적 이익집단 시스템이 발달하여 고객정치의 시각에서 설명되는 미국의 이민정치

와 달리 이주노동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국가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

로 관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정치는 프랑스와 유사한 특

징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의 권익을 국가 행정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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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는 공식적인 매개 조직들이 결핍된 가운데 이민정책에 관한 국가의 관여도

가 높은 편이었다(Soysal	 1994,	 58~59,	 75~77).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이주민 집

단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직접 호소하거나 대항하는 활동들(특히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에서도 이주노동자

의 권익 보호 활동은 국가에 직접 호소하거나 대항하는 ‘이주노동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지원조직 등 사적,	 시민적 결사 활동

은 이주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이주노동정치가 다른 지점이기도 하다.	 자민당 일당우위체

제 하에서 시민단체의 활동 및 재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매우 강력한 일본에

서 이주노동운동은 “느슨한 네트워크적 성격을 지닌 낮은 연대 활동”(이혜진 2009,	 1304)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운동의 성격도 집중화된 권리 기반

의 운동과는 달리 거주지 중심의 탈-집중화된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평

가를 받는다(Chung	 2014,	 410).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노동·인권운동과 민주화운

동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이주

노동자 권리 주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런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다고 알려진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은 

이주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결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역동성은 한

국이 일본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차용해 온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허가제 입

법을 통해 이주노동레짐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고용허

가제 도입과 방문취업제 시행,	 그리고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시행 이후 한국의 

이주노동운동은 점차 활력을 상실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		 	 	 이상의 비교 논의에 비춰 볼 때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본 연

구는 한국에서 정당정치,	 헌정정치,	 조합주의 요소를 미약하게 만든 조건 내지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도출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

한 학술적 문제 제기와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했던 

정당정치,	 헌정정치,	 조합주의가 발현된 흔적들을 포괄적으로 발굴하여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 된다면 이는 이

주노동정치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	 한계와 가능성

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분석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방적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계,	 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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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는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 한국경제

에 한계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	 청년,	 고령층 등 이른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방

적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 관련 법령들을 통합해 이민법을 

제정하고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가칭 ‘이민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의 이러한 논의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을 동

시에 내포한 인구학적 위기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기능주의적 접근에 경도되어 

있다.	 특히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상대

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정책 수단의 차원을 넘

어서 권리의 주체나 잠재적 통합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

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기능적 책무들 가운데 권리 보호를 중심

으로 한 정당성 책무의 비중이 낮고 이민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조직이

나 지원단체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

다.	 만일 이민정책 추진 과정이 민주적 공론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

주노동자에 대한 관리·통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근절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주노

동행정의 기조가 향후 이민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이주노동자 규모의 증대에 대비해 국민(민족)-국가의 전통에 

근간한 권리 배분의 정치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 특히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이들의 권리 보장 수준이 낮아진다는 이른바 수(數)와 권리의 딜레마(Ruhs	 and	 Martin	 2008)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231)	 ―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생산성과 치안을 중시하는 행정영역에 한정된 폐

쇄된 정책 결정을 방지하고 정책 설계에 이주노동자의 권리 측면을 균형 있게 반

영해야 한다.	 물론 개방적 공론이 언제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

231) 일례로 스웨덴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중 정책(dual policy)으로 대응해 왔다. 즉,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 유입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면서(외적 규제),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
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복지 기회를 제공하는(내적 포용) 것이다
(Brochman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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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성 수준을 높이거나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

러한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반대와 저항을 회피할 필요가 있기에 이주노동정

책에 관한 “논의의 장(loci	 of	 debate)”이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인 편이 유리하

다고 말할 수 있다(Guiraudon	 1998).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한국에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체류외

국인 비율은 4%가 되지 않으며,	 한국사회와 이주민의 전반적인 접촉면은 서구 이

민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반-이주 담론이 형성되고 관

련 단체가 출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구 이민국가의 극우 여론과 극우 정치세

력의 위협에 견줄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민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토의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경제 중심의 담론 편향을 극복하고 공적 토의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232)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30여년의 이주노동정치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새로

운 제도 설계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이주노

동자 조직이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를 ‘법과 

질서’로 대변되는 합법성의 문제 영역 내로 가둠으로써 사회적 소수 집단의 정치

적 권리 주창 활동,	 더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민정책에 관한 민주적 토의의 과정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헌

법적 가치와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되며,	 그렇기에 결국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

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혈통주의 전통,	 재
벌중심체제,	 저-복지 구조,	 노동 양극화와 그것의 원인이자 결과인 ‘노동 없는 민주

주의’와 ‘노동 민주화의 결핍’,	 주류 보수매체 등 일련의 구조적 장애 요인들이 여

232) 이와 관련해서 존 던(John Dunn)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선거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 엘리트에게 정
치적 권위를 승인해주는 것(political authorization)과 공적 토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the formatting of public deliberation)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unn 2007, 
12).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토의를 통한 합리성(deliberative rationality)’
의 확보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적 권위
의 승인 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작 공적 토의가 ― 특히 공적 이슈에 대한 사적 토의
(private deliberation)에 대항해서 ―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적 토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광범위한 참
여에 앞서 참여자들의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s)”의 수준에 있다고 보았다
(Dunn 20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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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

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정치공동체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다양한 행위자들의 해석,	 그리고 현상 타파

에 대한 의지와 역량에 의해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이
주노동정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이주노동정치가 향후 이민정책의 논

의와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종착지에 이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주노동정치가 이 과정에서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21세기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차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Hall	 1993,	 361)을 한국사

회가 얼마나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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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s	 of	 Migrant	 Labour	 Politics	 in	 South	 Korea:An	 Analysis	 of	 the	 Making	 of	 Migrant	 Labour	 Regime	 and	the	 Process	 of	 Migrant	 Workers’	 Incorporation
Han,	 Junsung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The	 Graduate	 School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dissertation,	 I	 examine	 the	 making	 of	 the	 Korean	 migrant	 labour	regime	 and	 the	 mode	 of	 migrant	 workers’	 incorporation	 into	 Korean	 society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migrant	 labour	 politic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Migrant	 labour	 politics	 (hereafter	 ‘MLP’)	 is	 the	 comprehensive	concept,	 which	 refers	 to	 the	 political	 dynamics	 of	 complex	 interactions	 and	shifting	 relations	 among	 the	 political	 actors	 or	 forces	 involved	 in	 	 a	 variety	 of	policies	 regard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concept	 of	 a	 migrant	 labour	regime	 includes	 both	 the	 principles	 of	 migrant	 labour	 policies	 and	 a	 series	 of	institutions,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arranged	 on	 the	 basis	 on	 those	principles.	 And	 this	 study	 employs	 the	 new	 concept	 of	 subordinate	 incorporation	in	 order	 to	 explain	 in	 a	 more	 analytical	 way	 the	 mode	 of	 migrant	 workers’	incorporation	 into	 Korean	 society.	 This	 concept	 simultaneously	 connotes	 two	aspects.	 On	 the	 one	 hand,	 it	 is	 an	 analytical	 description	 of	 migrant	 worker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exploitation,	 alienation,	 exclusion,	 etc.	 On	 the	 other,	it	 means	 various	 forms	 of	 associative	 activities	 and	 social	 movements	 that	 they	participate	 in	 or	 organize	 themselves	 for	 the	 sake	 of	 making	 their	 incorporation	



- 317 -

in	 Korean	 society	 more	 stable.	 	 	 I	 first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two-track	 migrant	 labour	administrative	 structure	 (hereafter	 ‘the	 two-track	 structure’)	 over	 the	 period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two-track	 structure	 is	 based	 on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	 illegal	 status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using	 the	 fear	 of	 deportation,	 and	 the	 expedient	 manipulation	 of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programme	 as	 a	 de-facto	 migrant	 labour	 policy.	 I	 argue	 that	 this	feature	 of	 the	 two-track	 structure	 resulted	 mainly	 from	 a	 	 compromise	 among	the	 key	 administrative	 depart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government	 which	concentrated	 on	 accumulation	 and	 security	 as	 the	 state’s	 two	 dominant	 functional	imperatives.	 Faced	 with	 subordinate	 incorporation,	 in	 its	 first	 sense	 under	 the	two-track	 structure	 with	 no	 effective	 democratic	 control	 over	 it,	 migrant	 workers	started	 to	 participate	 in	 associative	 activities	 and	 migrant	 labour	 movements.	Among	 them,	 the	 1995	 sit-in	 protest	 was	 a	 critical	 event,	 sparking	 off	 in	 earnest	a	 head-on	 collision	 between	 status	 quo	 forces	 and	 anti-status	 quo	 forces.	 	 	 Since	 then,	 the	 MLP	 had	 led	 to	 the	 gradual	 collapse	 of	 the	 two-track	 structure	and	 the	 making	 of	 the	 Korean	 migrant	 labour	 regim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	 2004.	 This	 process	 consisted	 of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	 two-track	 structure	 was	 kept	 intact,	 although	 the	MLP	 represented	 a	 serious	 crack	 in	 the	 official	 policy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mployment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rainee-employment	 system	 in	 1998	 and	 the	 special	 work	 permit	 system	 in	 2002,	the	 latter	 of	 which	 was	 designed	 for	 co-ethnic	 migrant	 workers	 (mainly	 Chinese	nationals).	 The	 core	 reason,	 I	 argue,	 was	 that	 anti-status	 quo	 actors	 had	 failed	 to	create	 a	 counter-hegemonic	 political	 force.	 In	 the	 second	 phase,	 the	 pro-EPS	coalition	 formed	 among	 the	 moderate	 migrant	 labour	 movement,	 the	 Ministry	 of	Labour,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collapse	 of	 the	 two-track	 structure	 and	 the	 creation	 of	 the	 migrant	 labour	 regime.	However,	 the	 pro-EPS	 coalition	 took	 the	 minimalist	 approach,	 that	 is,	 it	 took	 a	relatively	 weak	 rights-based	 approach.	 As	 such,	 the	 resultant	 Korean	 migrant	labour	 regime	 showed	 a	 low	 level	 of	 rights	 orientation.	 The	 pattern	 of	 migrant	workers’	 incorporation	 into	 the	 rights	 system	 had	 shown	 increasingly	 se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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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radictory	 features.	 	 	 The	 MLP	 under	 the	 migrant	 labour	 regime	 now	 became	 a	 series	 of	 political	struggles	 over	 the	 priority	 system	 of	 its	 principles	 and	 their	 institutionalization.	Examining	 the	 MLP	 in	 the	 three	 main	 policy	 areas	 of	 legalization,	 the	 EPS,	 and	multicultural	 policies,	 I	 have	 concluded	 that,	 all	 in	 all,	 the	 MLP	 has	 not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	 level	 of	 rights	 protection	 of	 the	 migrant	 labour	regime.	 The	 crucial	 factor	 was	 the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of	 ‘accumulation
—security’	 centered	 migrant	 labour	 administration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with	 a	 weakened	 cohesion	 within	 the	 migration	 labour	 movement	and	 an	 overall	 lack	 of	 effective	 solidarity	 between	 domestic	 labour	 unions	 and	migrant	 labour	 organizations.	 In	 the	 meantime,	 the	 overall	 mode	 of	 incorporation	still	 remained	 one	 of	 subordinate	 incorporation	 with	 the	 absence	 of	 any	integration	 paradigm	 for	 migrant	 workers.	 It	 has	 also	 increasingly	 shown	 the	features	 of	 a	 multi-layered	 hierarchy	 as,	 on	 the	 one	 hand,	 the	 rights	 for	 migrant	workers	 were	 distribu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legal	 status	 or	 ethnicity	and,	 on	 the	 other	 hand,	 the	 major	 ‘multicultural’	 policies	 that	 were	 enacted	 were	oriented	 towards	 ‘global	 tal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not	 migrant	 workers.	However,	 migrant	 workers	 continued	 to	 participate	 in	 or	 to	 organize	 various	 new	informal	 projects	 of	 incorporation,	 including	 a	 media	 movement,	 a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program,	 etc.	 These	 experiments	 hold	 the	 possibility	 of	being	 linked	 to	 th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Key	 Words: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Programm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Pro-EPS	 Coalition,	 Migrant	 Labour	 Regime,	 Migrant	 Labour	 Politics,	Subordinate	 Incorporation,	 Multi-layered	 Hierarchy,	 Two-tract	 Migrant	 Labou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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