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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조사한 ‘2011 한국 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전문기술직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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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주거환경 안전은 외국인의 차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안전함이 낮은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일수록 차별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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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목적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단일민족사회를 지켜오던 한국 사회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다문화시대

로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약 49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7년 

2월 기준 약 199만 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 2005; 2017a).

노무현 정부는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입법･시행하는 등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 종합하였고, 그해 말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가

족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다문화정책의 복지적 측면에 초

점을 두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

책’과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며 외국인 유입에 따른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시도했다(김행열, 2013).

하지만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다가왔고,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졌

다. 실제로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이 성공회대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인도인

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경찰에 고소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여전히 일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존재한다(이정향, 2015). 이러한 외국인의 차별경험은 외

국인 스스로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존재해왔다(Gaylord-Harden･Cunningham, 2009; Neblett et al., 2008; Utsey 

et al., 2000; Wei et al., 2008). 선행연구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을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

과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왔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이

정환, 2016), 결혼이주여성(김유균 외, 2015), 다문화청소년(이지연･그레이스 정, 2016) 

등 다양한 집단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를 탐구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대개 내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비해 

빈곤노인, 새터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밀집도가 높으며, 이러한 결핍집단에 대한 차

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김남옥 외, 2017),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특정지역에 군집

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쉽게 낙인화가 진행될 수 있어, 내국인으로부터 쉽게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박세훈･정소양, 2010; 박효민 외, 2016).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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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도출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요인에 관한 관점은 크게 인종과 출

신국적 등의 구조적 관점, 언어능력과 거주기간 등의 문화적 관점, 외국인 거주지의 주

거환경 등의 환경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김유균 외, 2015).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피

부색에 의한 인종에 의해 발생하거나, 선망과 배제라는 의식 하에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

에게는 우호적이지만 그 외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현 경제수준이나 언어능력,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과 배제가 달

라진다는 연구도 있다(공윤경, 2013; 원숙연, 2011; 유승무･이태정, 2006; 조태린, 2014; 

황미애, 2009).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수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인

식이 결정된다는 결과도 증명되고 있다(박배균･정건화, 2004; 박효민 외, 2016; 정일훈･
김용환,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한 관점에 포함

되는 하나의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강운선, 2016; 김종태･한기덕, 2013; 원숙연, 2011)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해왔는데, 본 연

구에서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다수집단인 한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인 외국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보다 균형 있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영향요인

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원숙연･정하나, 2014).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인종, 

출신국의 경제수준, 현재 외국인의 경제력, 한국어능력, 주거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 중

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이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주된 연구 자료로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1 한국 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전문기술직 실태조사’를 활용한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외

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할 것이고, 독

립변수로는 구조적, 문화적, 환경적 관점의 각 측면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

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필요

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포용성이 낮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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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이 차별을 경험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요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향상을 위한 다

문화정책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일반적으로 차별은 사람마다 다른 취향이나 선호, 기질과 특성 등의 차이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인간의 차이를 평가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고민석･김동주, 2013). 하지만 차별은 상황이나 맥락

에 따라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인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타인에 비

해 스스로를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보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Shim, 2010), 개인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 간 발생하는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김유균 외, 2015).

Weber(1968)는 지배적인 집단이 자원이나 기회로부터 피지배적인 집단을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의 차별을 언급하였고, Krieger(1999)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정

체성을 근거로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차별과 배제는 

특정 개인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은 한 국가의 소수집단으로서 기존의 원주민인 주류집단과 다양한 측면

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차이를 용인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Berry, 2001; Jackson et al., 2001; 원숙연, 2008). 전자의 경우 외국인과의 차이를 사회

적 다양성이라고 보며, 이러한 다양성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외국인과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한다(원숙연, 2011). 차별과 

배제는 외국인에게 불안, 우울, 스트레스, 걱정 등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원주민과 접촉 및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Schmitt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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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이 겪는 차별과 배제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관점은 다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김유균 

외, 2015). 첫째, 인종주의, 문명적 우월주의, 경제계급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외국

인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구조적 관점’이다(김정선, 2011; 김종태･한기덕, 2013; 

유승무･이태정; 2006; 하상복, 2012; 황미애, 2009). 이 관점은 한국사회에 형성된 인종, 

국적, 경제력 등에 대한 계층화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

와 대조적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의 언어, 생활방식, 관습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이 발생

한다는 ‘문화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에 따라 차별경험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거주기간 등을 이용하여 문화적응 정도

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감소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Lee･Kim, 2014; 조인주･현안

나, 2012; 조태린, 2014).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환경의 수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환경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외국인의 주거환경이 우수할수록 

한국인은 해당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공윤경, 2013; 

노성훈･조준택, 2014; 박신영 외, 2012; 박효민 외, 2016; 정일훈･김용환, 2014; 최은진･
김의준,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와 관련된 요인을 

크게 3가지 관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2.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요인

인간은 스스로를 타인과 구분하여, 특정한 사회적 범주를 통해 집단화하고자 한다. 범

주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은 성별, 인종, 계층, 출신지역, 문화, 관습, 규범 등으로 다양하

다(원숙연, 2012). 또한 인간은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을 다시 수직적으로 서열화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유승무･이태정, 2006).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에 대한 차

별과 배제의 요인은 크게 구조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의 세 가지 맥락으로 

구분 지어 살펴볼 수 있다.

1) 구조적 관점

첫째, 인종은 범주구성을 위한 가장 현저한 기준이며 이로 인해 차별과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종주의는 인종이라는 범주를 통해, 내

집단과 외집단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내집단에게는 편향을, 외집단에게는 배제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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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 외, 2011). 즉, 인종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좋아

하거나 싫어하는 집단정서를 만들고, 특정 집단의 우수성이나 열등성을 인종으로 결정

하는 집단인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Zajonc, 1984). 특히, 이러한 인종차별은 백인과 

흑인, 백인과 황인 간의 관계인 피부색에 따라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백인은 다른 인종

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시각이 존재하며, 흑인이나 황인은 차별받아 마땅하다는 신념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김현경, 2011). 또한 백인을 척도로 하여 권력과 

다른 인종을 분류하였고, 백인의 특권을 강화한 논리로서의 인종주의는 오늘날까지 여

러 변형을 거치면서 인간의 다양한 권력관계와 정치과정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하

상복, 2012).

둘째, 외국인의 출신국적에 따라 차별과 배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Christie(1998)는 외

국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태도가 피부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적 간의 사회적 권력관계

를 반영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세계의 여러 나라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 

짓는 서구 중심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선진국 담론’을 통해 외국인의 차별이 비롯되는 것

이다(김종태･한기덕, 2013). 이러한 ‘선진국 담론’은 민족주의, 문화적 우월주의 등의 요

인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설명할 수 있으며,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후진국’ 출신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종태, 

2012). 구체적으로 ‘선진국’ 출신 외국인은 영어구사력이 훌륭하고, 부유하며, 인종적으

로 우성이고, 문명인 이라는 사회적 인정 측면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후진국’ 출신 

외국인은 이와 정반대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즉, 원주민은 출신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

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경험이나 정보의 축적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한번 형성된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강해,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승무･이태정, 2006).

셋째, 외국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과 배제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주민인 외국

인의 경제적 위치가 원주민 사회에서 위계구조의 위치를 결정한다. 만약 백인이라 할지

라도 노동에 종사하거나 빈곤층에 속한다면, 이 백인도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흑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위치가 높으면, 차별과 배제경험이 적다. 즉, 자본주

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위치가 인종이나 출신국가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예방할 수 있다

(Barry, 2001; Gitlit, 1995; Harvey, 1996; 황미애, 2009). 또한, 다문화 교육에서도 경제

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종이나 출신국적에 치우친 교육은 다문화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인종 및 국적을 기반으로 사회경

제적 능력,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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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00).

2) 문화적 관점

구조적 관점이 인간의 내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편견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는 것

과 달리, 문화적 관점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접촉에 따라 차별과 배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강운선, 2016; 원숙연, 2016). 즉,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내국인이 조성

한 특정한 문화적 환경이나 의사소통 등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다(이채식, 2012). 또한 구조적 관점은 특정 외국인이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겪는 

문제인 반면, 문화적 관점은 외국인 개개인이 겪게 되는 문화적응에 대한 문제이다(박철

민･김경범, 2014). 특히, Berry(1997)는 외국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인 언어능

력이나 이주시기 및 기간 등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생활 및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언어능력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유할 언어를 모른다면 상호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사소통의 부재는 왜곡이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노미, 

2015). 또한, 언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들은 구직이나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외국인이 사회부적응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안미영, 2015).

한편, 특정 국가에 장기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 측면의 갈등이나 어려움 등이 

없고, 높은 언어능력으로 인해 내국인의 사회･문화에의 적응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이노

미, 2015). 즉, 특정 국가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언어능력이 향상하는 것은 이주국가

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듯, 외국인이 내국인의 생활과 문

화에 적응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조수현, 2010).

3) 환경적 관점

환경적 관점은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박배균･정건화, 2004; 박효민 외, 2016). 특히, 이러한 환경적 관점

은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이 해당 국가의 사회나 도시공간에 다양성을 제공하며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는지 혹은 인종차별이나 범죄,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집중적으

로 발생하는 ‘게토’ 같은 공간으로 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박기륜, 2006; 박배균･정건

화, 2004).

이주민의 경우 자신의 출신국가 민족의 문화를 유지 및 발전하고자 주거지를 밀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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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성하며, 이는 이주민 간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Elliott, 2008; Lin, 1998; 박효민 외, 2016). 하지만 이주민이 밀집

한 지역이 내국인의 지역과 인접할 경우, 심리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박신영 외, 2012).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서 주변 환경이 슬럼화 되는 것에 대한 내국인의 반감이 발생하기도 한다(박효민 외, 

2016).

한편,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약 70%가 근로자나 노동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

으며, 이들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박기륜, 2006; 박배균･정건

화, 2004; 박세훈･정소양, 2010; 박효민 외, 2016). 이에 외국인 대부분이 국내의 하위계

층을 형성하고 있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점차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신영 외, 2012). 이러한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외국인 밀집

지역의 치안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외국인의 강력범죄율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노성훈･조준택, 2014), 이러한 범죄율 증가로 인해 내국인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을 더욱 보이고 있다(노성훈･조준택, 2014; 박기륜, 2006; 정일

훈･김용환, 2014).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요인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크게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

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조적인 측면의 경우, 외국인

의 인종, 출신국가, 경제수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으며, 문화적인 측면은 외국인의 

언어능력과 이주기간 및 이주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하상복(2012)은 외국인의 인

종에 따라 내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국은 19세기 말부터 백인 문명에 대한 선망과 서구적 인종 의식이 축적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19세기 조선의 지식인은 청나라나 일제침략으로부터 조선

을 지키는 것은 서구식 근대화나 문명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서구의 백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역사적 배경이 현재까지 이어져 영향을 주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21세기인 지금까지 다른 인종보다 백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는 원숙연(2012)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백인과 중국 및 동남아 출신에 대한 선호가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백인을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보다 선호하고 있어,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문화적･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315

인종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태･한기덕(2013)은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 대학생의 차별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호감이 후진국 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선

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위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북미나 유럽계의 백인이나 일본인에

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동남아인, 아프리카 흑인,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김종태(2013)는 한국의 발전주의를 중

점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대와 같은 경제문제에 초점

을 두어 선진국의 문명이나 전략을 바람직한 모형으로 설정하고 그 모형을 동경하는 모

습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승무･이태정(2006)은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른 한국

인의 고정관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북미 출신의 백인과 동남아 출신의 필리

핀인은 영어구사능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출신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로 인해, 필리핀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황미애(2009)는 외국인의 출신국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과 배제

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제력은 인종이나 출신국의 경제력보

다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더 강력한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국인이 단순히 

백인이나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에게만 우호적이고, 황인이나 흑인, 후진국 출신의 외국

인에게는 부정적이라는 태도로 단정 짓기보다, 외국인의 경제력까지도 고려해야함을 강

조한다. 이에 인종이나 국적에만 치우쳐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 

대한 고려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철민･김경범

(2014)은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적 측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한 곳에 밀집하

여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밀집되어 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이 빈곤, 범죄 등의 

거점이 되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

원을 제안하고 있다.

조태린(2014)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언어 소외 계층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

한 언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구사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은 차별을 받거나 불편을 겪는다. 이외에도 구사능력이 충분하더라도 발음이나 

어휘 등의 일부에서 차이가 있어, 차별의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어 구사능

력은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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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언어 능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 수준에 맞는 언어정책 마련을 주장

하고 있다. 이채식(2012)의 연구는 실제 중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 구사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을 비롯하여, 한국인과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유

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일훈･김용환(2014)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구의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

경에 놓여있으며, 약 28%가 현 주거환경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효

민 외(2016)는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대부분 주거지역을 매개

로 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인의 정주환경의 물리적･사회적 

개선을 통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요인을 탐구

할 경우, 주로 구조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 중 하나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관점 중에서도 인종 또는 출신국

가, 외국인의 경제력 등 하나의 세부적인 요인에 치중한 분석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다

양한 선행연구의 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인 측면

과 문화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요인을 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의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는 

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중에서 어느 측면이 더욱 유의미한 요

인인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측면 내의 세부요인들 중에서도 어느 요인

이 가장 유의미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가 대부분 한국인의 입장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온 것(강운선, 2016; 

김종태･한기덕, 2013; 원숙연, 2011)과 달리,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지

고 있는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

구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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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차별과 배제요인을 파악하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모형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외국인의 인종, 출신국적, 경제력 등의 구조적 측면의 요인과 

언어능력, 거주기간 등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요인, 그리고 환경적 관점의 주거환경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백인, 

흑인, 황인 등의 인종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며, 특히 한국에서는 백인을 우월하게 느끼

는 반면 흑인이나 황인에 대하여는 차별과 배제가 만연하다고 주장한다(원숙연, 2012; 

하상복, 2012). 이에 근거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외국인의 인종 및 피부색에 따라 한국사회로부터의 차별경험이 달라질 것이다.

김종태･한기덕(2013)과 유승무･이태정(2006)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른 차

별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의 출신국가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별하고, 선진국 출신

의 외국인은 후진국 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진

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이는 고정관념으로 고착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후진국 출신 외국인은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것이다.

황미애(2009)는 외국인의 경제력이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종이나 

민족, 출신국가의 경제력과 같은 요인보다는 외국인의 체류 국가에서의 사회･경제적 지

위, 즉 경제력이 차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인종이나 출신국과 상관없이 그

들이 현재 얼마나 부유한가에 따라 부유한 외국인에 비해 가난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경제력이 낮은 외국인은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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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언어능력은 문화적 관점의 요인 중 하나로, 조태린(2014)은 외국인의 언어능

력에 따라 차별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외국인은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한국어를 잘 알아도 발음과 표현능력 등에서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언어능력이 낮은 외국인은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것이다.

이노미(2015)에 의하면 장기체류한 외국인은 언어갈등을 겪지 않아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의 적응력이 높다. 또한 외국인의 사회･문화적응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현, 201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짧은 외국인은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것이다.

정일훈･김용환(2014)은 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효민 외(2016)는 외국인의 차별요인이 대부분 주거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할 것이다.

위 6가지의 연구가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인종, 출신국적, 경제력, 언어능력, 거주기간, 주거환경이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

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유무, 취학자녀유무, 가구형태,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를 

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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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6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가 실시한 ‘2011 한국 내 재

외동포 및 외국인 전문기술직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전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F-4)1)와 전문･기술직(E-1∼5, E-7)2) 외국인을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F-4)의 자격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2017b).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술직은 다음과 같다. 교수(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등이다. 먼저,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

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둘째, 회화지도의 경우,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셋째, 연구의 경우,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나 산업상 고도기

술의 연구개발에 종사 또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넷째, 기술지도의 경우,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을 말한다. 다섯째, 전문직업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 예로써, 항공기조종사, 의료기관 종사자, 선장 등이 있다. 여섯째, 특정활동의 경우, 대한

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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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보건 및 복지, 주거 및 삶의 질 등 

각 영역별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구축된 자료로, 재외동포와 전문･기술직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을 망라하고 있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재외동포의 생활실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준을 결정하는 

표본이 되며, 이들의 사회적 소외감이나 차별을 고찰함으로써, 향상된 다문화정책을 이

끌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백지원, 2011; 윤인진 외, 2015). 또한, 국내산업의 발전과 

국제화 촉진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적극적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문･기술직의 외국인에 대한 고찰은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적응 혹은 차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박배

균, 2010; 현대경제연구원, 2014). 또한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인구학적 구성 및 인종이

나 출신국적별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박배균, 2010; 박세훈･정소양, 2010; 박윤환, 

2010; 이현욱, 2015; 정지은 외, 2011), 재외동포와 전문직･기술직 외국인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함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체류자격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못했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11 한국 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전문기술직 

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약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있으며, 38개 국적3)의 외국인

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연구에서도 다양한 출신국적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외국인의 차별경험4)은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을 장소와 대상에 따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7가지의 각 장소와 대상에서 차별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8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국인을 말한다. 그 예로써, 외국투자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나 강연활동, 교열

작업 등이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b).

3) 본 연구 자료의 외국인 출신국적은 총38개로 다음과 같다.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러시아, 미국, 베트

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캐나다, 몽골,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불가리아, 칠레,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벨라루시, 아일랜

드, 터키, 카메룬,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네팔,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이란, 미얀

마,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4) ‘2011 한국 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전문기술직 실태조사’는 외국인이 차별을 받은 장소와 대상을 크

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동사무소나 구청,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 둘째, 병원 등 의료 보건시

설. 셋째, 은행이나 상점, 식당 등 서비스 관련 시설. 넷째, 길거리. 다섯째, 이웃 주민. 여섯째, 직장 

동료. 일곱째, 한국인 친구. 위와 같은 7가지 장소 및 대상은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 및 대상으로, 외국인 차별경험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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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중 인종은 본 자료에서 명확하게 백인, 흑인, 황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자료는 ‘인종에 의해 

차별받은 경험에 대한 유무’와 ‘피부색에 의해 차별받은 경험에 대한 유무’에 대한 정보

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설문문항을 통해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경험 횟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고, 0회에서부터 2회까지 3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출신국적은 강정

인･정승현(2011)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선진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1

인당 GDP의 양적 측면에서 주안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당시 1인당 

GDP 수준5)을 토대로 한국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였고, 한국보다 높은 국가를 선

진국6), 낮은 국가를 후진국7)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본 독립변수를 

측정하였다. 외국인의 경제력은 외국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을 토대로 파악하였으

며, 5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5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까지 총 17단계로 측정하였

다. 언어능력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외국인의 주관적 평가를 사용하여 리커트 

4점 척도(①매우 서툼↔④매우 잘함)로 측정하였다. 외국인의 거주기간은 실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토대로 파악하였으며, 단위는 ‘개월’로 설정하였다. 환경적 관점의 

주거환경 안전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에서 측정하고 있는 문항을 토대로 4가지 영

역을 포함시켰다. 즉, 실제 외국인이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해 느끼는 안전함을 토대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야간통행, 각종폭력,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안전함을 

리커트 4점 척도(①전혀 안전하지 않음↔④매우 안전함)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 구성

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성별, 결혼유무, 자녀유무, 가구형태, 주택점유형태 등은 더

미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연령, 교육수준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5) 2011년 당시 1인당 GDP 수준은 IMF에서 공시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1인당 

GDP의 순서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카타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마카오, 덴마크, 산마리노,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미국, 일본, 벨기에, 브루나이, 

독일, 아이슬란드, 프랑스, 쿠웨이트, 영국,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뉴질랜드, 홍콩, 이스라엘, 키프

로스, 스페인, 적도기니,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등의 순이며, 이하 155개국이 

있다.

6) 본 연구의 선진국은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

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총 13개국이다.

7) 본 연구의 후진국은 대만, 중국, 태국,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남아

프리카공화국, 인도, 불가리아, 칠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벨라루시, 터키, 카메룬, 투르크메니스

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네팔, 코스타리카, 이란, 미얀마 등 총 2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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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도분석

앞서 설명한 본 연구 자료의 연구대상에 관한 표본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빈도분석 결과

구분
재외동포 전문･기술직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57 57.0 248 67.9

여성 269 43.0 117 32.1

연령

29세 이하 54 8.6 138 37.8

30-39세 211 33.7 102 27.9

40-49세 154 24.6 36 9.9

50-59세 115 18.4 52 14.2

60세 이상 92 14.7 37 10.1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176 28.1 24 6.6

대졸 242 38.7 149 40.8

석사 147 23.5 112 30.7

박사 61 9.7 80 21.9

국적

북･남미 276 44.1 147 40.3

아시아 224 35.8 144 39.5

오세아니아 85 13.6 7 1.9

러시아계 41 6.5 17 4.7

유럽, 아프리카 - - 50 13.7

거주기간

1년 이하 76 12.1 90 24.7

1-2년 116 18.5 68 18.6

2-3년 70 11.2 43 11.8

3-4년 56 8.9 43 11.8

4-5년 43 6.9 13 3.6

5-10년 154 24.6 77 21.1

10년 이상 111 17.7 31 8.5

월 평균 소득

99만원 이하 274 43.8 72 19.7

100-199만원 134 21.4 41 1.2

200-299만원 85 13.6 147 40.3

300-399만원 44 7.0 53 14.5

400-499만원 25 4.0 16 4.4

500-599만원 26 4.2 1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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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자료의 수집이 재외동포 및 전문･기술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에 착안하여, 표본특성의 파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991명의 표본이 재외동포가 626명, 전문･기술직 외국인이 365명으로 구분되었다. 먼

저, 재외동포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의 경우 30대, 40

대, 50대가 주를 이루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와 대졸이 주를 이루었고, 

국적은 북･남미와 아시아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거주기간이 경우, 5-10년과 10

년 이상이 다소 많았으나, 1년 이하와 1-2년이 다음으로 많아 양극의 분포를 보이고 있

었다. 월 평균소득의 경우, 99만원 이하와 100-199만원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 월 평균소득이 약 230만원인 내국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보다 낮은 경제력

을 가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경우,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29

세 이하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과 석사가 많은 분포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거주기간은 다소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월 평균소득의 경우, 

200-299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9만원 이하가 많아 경제력 측면에서 재외동포

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앞서 설정한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는 아래의 <표 2>과 같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중에서 더미로 구성된 변수는 <표 2>의 괄호 안에 있는 변수가 실제 다중회

귀분석에 투입되었다.

600-699만원 4 0.6 5 1.47

700-799만원 8 1.3 1 0.3

88만원 이상 26 4.2 13 3.6

계 626 100 3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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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

본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차별경험 횟수는 평균 1.29회로 나타났다. 출신국적의 

경우 선진국 출신 외국인이 약간 더 많았으며, 경제력, 즉 월소득 수준은 약 190만원이

었다. 언어능력의 경우, 평균 이상의 외국인이 스스로 한국어를 약간 잘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67.37개월, 즉 약 5년 7개월이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주거환경 안전도 변수의 경우, 야간통행에 대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외의 세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

학적 특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3.68세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직업이 있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더 많으며,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월세나 전세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표 1>과 같이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0.7 이하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

서 적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차별의 경험 991 1.29 1.806 0 7

독
립
변
수

구조적 
관점

인종 혹은 피부색 991 0.51 0.836 0 2

출신국적(후진국) 991 0.44 - 0 1

경제력 991 4.77 4.044 1 17

문화적
관점

언어능력 991 3.09 1.126 1 4

거주기간 991 67.37 90.517 1 743

환경적
관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991 2.41 0.845 1 4

야간통행에 대한 안전 991 3.08 0.741 1 4

각종폭력에 대한 안전 991 2.86 0.759 1 4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 991 2.46 0.820 1 4

통
제
변
수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남자) 991 0.61 - 0 1

연령 991 43.68 13.388 14 89

교육수준 991 6.18 1.264 2 8

결혼유무(유) 991 0.61 - 0 1

자녀유무(유) 991 0.55 - 0 1

직업유무(유) 991 0.72 - 0 1

가구형태(1인 가구) 991 0.72 - 0 1

주택점유형태(자가) 991 0.14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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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

본 연구는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3가

지 요인을 검토하였고, 각 요인을 세부적인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설정한 독립변

수들 중 종속변수인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부표 2>에서와 같이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구조적, 문

화적, 환경적 관점의 독립변수만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표 3>과 같이 

성별, 직업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분석 간 독립변수들

의 영향력은 유의계수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인종 혹은 피부색, 출신국가, 언

어능력,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 변수는 두 분석에서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추정된 회귀모형의 수정된 결

정계수(adjusted R²) 값은 0.130이며, 모형적합도 검정 결과 F값은 9.708로써,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8) 검증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회귀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본 다중회귀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조적 관점에서는 인종과 출신국적이, 문화

적 관점에서는 언어능력과 거주기간 모두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환경적 관점의 주거환경 안전은 각종폭력에 대한 안전을 제외한 변수

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구조적 관점 중 인종 및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 자료의 한

계로 인해 인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피부색과 인종에 따라 차

별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김현경, 20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출신

국적 또한 ‘선진국 담론’에 의해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비해 후진국 출신 외국인을 차별

한다는 선행연구(김종태･한기덕, 2013; 유승무･이태정, 2006)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이를 통해 <가설 1>과 <가설 2>를 채택할 수 있었다. 문화적 관점의 언어능력의 

경우에는 언어의 구사능력이나 발음, 어휘 등이 부족한 경우 차별을 경험한다는 선행연

구(조태린, 2014)와 유사하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수록 차별을 경험한다고 분석되었다. 

8) 다중공선성이란 세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중공선성의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값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통계학에 관한 다수의 

저서에서는 VIF 값이 10 이상이면, 공선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이학식, 201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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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설 4>를 채택할 수 있었다. 환경적 관점인 주거환경의 경우 교통사고, 야간통행,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안전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수록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

일훈･김용환,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에 <가설 6>을 채택할 수 있었다. 환경적 

관점은 특히 외국인의 출신국적과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수

의 선행연구(공윤경, 2013; 박세훈･정소양, 2010; 최은진･김의준, 2011; 하성규 외, 

2011)는 외국인의 출신국적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에 따라 밀집한 지역이 다름을 증

명하였다. 특히, 공윤경(2013)이나 최은진･김의준(2011)은 내국인 입장에서 선진국 출신 

외국인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은 선망의 지역으로 인식하지만, 후진국 출신 외국인이 밀

집한 지역은 슬럼화 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출신국적이 단순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β

독
립
변
수

구조적 
관점

인종 혹은 피부색 0.420*** 0.069 0.195 6.099 1.158

출신국적(후진국) 0.465*** 0.149 0.128 3.114 1.921

경제력 -0.015 0.018 -0.033 -0.816 1.812

문화적 
관점

언어능력 -0.097* 0.058 -0.060 -1.683 1.470

거주기간 0.001* 0.001 0.059 1.880 1.131

환경적 
관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0.361*** 0.083 -0.147 -4.367 1.702

야간통행에 대한 안전 -0.171* 0.098 -0.042 -1.747 1.845

각종폭력에 대한 안전 0.058 0.102 0.024 0.563 2.109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 -0.259*** 0.087 -0.118 -2.972 1.783

통
제
변
수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남자) -0.025 0.119 -0.007 -0.207 1.173

연령 -0.011** 0.005 -0.084 -2.141 1.757

교육수준 0.004 0.045 0.094 0.925 1.130

결혼유무(유) -0.285* 0.147 -0.077 -1.940 1.786

자녀유무(유) 0.021 0.148 0.006 0.179 1.892

직업유무(유) 0.000 0.159 0.000 0.002 1.767

가구형태(1인가구) -0.048 0.130 -0.013 -0.369 1.473

주택점유형태(자가) -0.425** 0.169 -0.082 -2.508 1.229

adjusted R² 0.130

F 9.708***

N 991

*p < 0.1, **p < 0.05, ***p < 0.01

<표 3>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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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체류 국가에서의 경제력이 차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경제력

이 낮은 외국인일수록 차별을 한다는 선행연구(황미애, 2009)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

서는 경제력이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문화적 관점의 거주기간의 경우는 차별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

지만, 외국인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문화적 적응력이 높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이노미, 2015; 조수현, 2010)와 달리 거주기간이 길수록 차

별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하였다. 원숙연(2011)의 연구는 외국인이 거주

기간이 증가할수록 원주민인 한국인과의 마찰 경험이 많으며,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경

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거주기간에 대한 요인은 보

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이 밀집하여 슬럼화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이 

차별의 태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노성훈･조준택, 2014; 박신영 외, 2012)와 달리 본 연

구에서는 각종폭력에 대한 안전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실제 지리적 분포와 관련

지어 파악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로 선정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연령, 결혼유무, 주택점유형태 등이 종

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외국인 연령이 낮을수

록, 미혼일수록, 전세나 월세에 거주할수록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김

유균 외, 2015; 이정환, 2016; 이지연･그레이스정, 2016; 원숙연, 2012)는 외국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에서 미혼이거나 1인 

가구일 경우, 한국생활에 만족도가 낮음을 증명하고 있다(이정환, 2016).

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내의 소수집단인 외국인들이 다수집단인 내국인

으로부터 차별을 겪는 현상에 주목하여,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대사회가 국제화의 추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

로워 졌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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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외국인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입은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총인구 감소의 완화와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도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유광철･오동훈, 2014; 전영준, 2012;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1).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현지 사회에의 적응과 현지인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Schmitt et al., 2014), 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박재영･강진구, 2016).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인

으로부터 겪는 차별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구조적･문화적･환경

적 관점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도

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별과 배제요인을 탐구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 요인 중 구조적 관점에서 인종이나 피부색은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외국인의 인종이나 피부색이 내국인으로부터 차

별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해당 연구 결과는 원숙연(2012)과 하상

복(2012) 등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구조적 관점의 출신국적 

역시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대한민국보다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각각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분류하였

고, 그 결과 후진국 출신의 외국인일수록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더 많은 

차별을 경험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종태･한기덕, 

2013; 유승무･이태정, 2006)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 요인의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은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은 낮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으로부터 

느끼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적을 수 있음을 나타냈다. 넷째, 문화적 관점의 거주기간

은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방향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거주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외

국인은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국외 및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존기간이 길수록 갈등이 증가되어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을 주장하

고 있다(David, 2005; 강현식, 2010; 원숙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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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환경적 관점의 주거환경의 안전도 역시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공윤경, 2013; 최은진･김의준, 2011)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안전도가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으로부터 차별과 배제

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일부 항목이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추후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은재･최현미, 2016; 김종태･
한기덕, 2013; 이채식, 2012)과 달리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별경

험 요인을 도출했다는데 있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또한 내국인의 입장에서 

차별요인을 도출한 다수의 선행연구(강운선, 2016; 김종태･한기덕, 2013; 원숙연, 2011; 

황미애, 2009)와 달리 외국인의 입장에서 차별과 배제요인을 파악했다는 차별성을 가지

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 결과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국

내 다문화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외국인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이수철(2014)은 

현재까지 국내의 다문화정책은 직접적인 정책대상자인 외국인의 입장이나 요구를 반영

하기보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체가 없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정책의 현실과 달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차별경험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인종, 출신국

적, 언어능력, 주거환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 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현 다문화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노동자 및 근로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전

문 인력 등 직업이나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도구적 효용성에 따라 정책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특히 한국사회의 ‘저출

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근로자나 단순 노동직,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 타 외국인 집단에 비해 우호적인 정책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원숙연, 2008).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출신국적이 차별에 더욱 중요한 변수임

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에 따른 정책마련보다는 출신국적을 토대로 각 특성

에 맞는 정책을 산출해야함을 제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윤경(2013)과 최은진･김

의준(2011)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 출신국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

장하였다. 즉,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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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출신 외국인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정책 수립계획에 있어, ‘출신국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 다문화정책 중 한국어 능력과 관련한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등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공나형 외, 2013; 이관식, 2010). 현재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은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재정이 부족하여 지속적이지 않으며, 주된 사업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개설된 수가 부족하여 지방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

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외국인이 차별을 더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한국어 교육

이 중요하며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거주기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내국인으로부터 더 많은 차별을 경험했

다고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가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었지만, 다른 선행연구들은 

오히려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별과 배제가 늘어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David(2005), 강현식(2010), 원숙연(2011)은 외국인 집단이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내

국인 집단과의 잦은 접촉이 발생하고, 그 접촉이 오히려 갈등을 증가시켜 편견을 강화하

고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일정 거주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의 갈등

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지역사회에 외국인과 내국

인의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위원회나 기관 등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국인

의 거주지 혹은 주거환경에 대해 그들의 정착과정, 밀집거주 특성, 지역･국적별 분포 등

과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탐색하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국적별 혹은 직업별로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함을 밝히고(박세훈･
정소양, 2010; 정지은 외, 2011),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함으로써 범죄율이 높아지거

나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슬럼화로 인해 그 지역의 내국인 혹은 주변 지역의 내국인과

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노성훈･조준택, 2014; 박효민 외, 2016). 본 연구

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할수록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

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에 대한 교육, 고용,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정착과정과 주거환경 등에 대해서는 관

심이 부족하다(박효민 외, 2016).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이

로 인한 내국인과의 갈등 혹은 내국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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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의 밀집지역, 특히 후

진국 출신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기피는 내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

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국인의 다문화인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전문･기술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과 배제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외국인 이외에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려한다면 차별과 배제에 관한 깊은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구조적 관점의 ‘인종’이 명확하게 외국인의 피부

색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문화적 관점의 ‘거주기간’이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력을 

대표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바,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명확한 연구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2011년을 시점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최신 현황을 반영한 연구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현 다문화정책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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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s of Migra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Considering Structur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Hyun Jeong, Seo-Yeon Park & Hee-Jung Jun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from their 

standpoint. It considered factors affecting discrimination in terms of structur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The data come from the 2011 Migrants Survey collected from 

1,000 migrants living across the country by the Sookmyung Institute of Multicultural Studies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race/ethnicity and 

skin color are associated with migrants’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migr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not fluent in Korean, and those living in unsafe residential area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iscriminat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policies that can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and 

exclusion of migrants. 

【Keywords: migrant, discrimination, structural perspective, cultural perspective, 

environmental persp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