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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시켜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의존해왔다. 특히 1990년

대부터 정부는 비전문 업종(3D 업종)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

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저차임금 산업에 대한 기피감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비전문 외국

인력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고용허가제 기준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두 그룹의 비전문 외국인력이 유입된 후

미시적 관점에서 체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시·공간적 이동패턴은 어떠한 차이

를 갖는가? 둘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시·공간적 이동패턴의 차

이를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유

입은 해당 사례지역에 어떠한 공간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시·공간적 이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 규모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분

석을 위해서는 E-9비자 외국인의 밀집지역으로 화성시 향남읍을 선정하

였고, H-2비자 외국인의 밀집지역은 안산시 원곡동을 선정하였다. 두 사

례지역에 대해 문헌조사를 선행한 후, 지역 주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비

롯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로 통칭되어 온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이 취

업 가능한 업종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의 외모와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은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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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였다. E-9비자 외국인이 체류하는 공간은 점차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분포에서 외곽지역 및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

수도권에 위치한 3D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9비

자 외국인 유입이 지방도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으로 밀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H-2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며 고용경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

사해준다.

둘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구분한 두 그룹의 외국인이 갖는 가장 대표적

인 차이점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이다. E-9비자 외국인은 사업장 변

경에 대한 자유가 없어 정주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전형

적인 약자로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비전문 외국인력이다.

반대로 H-2비자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노동

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업장과의 거리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주권도

인정된다. 이는 곧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체류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으로 직결되는데, H-2비자 외국인이 다수 밀집한 안산 원곡동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두 그룹의 외국인이 추구하는 관심과 목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E-9비자 외국인은 ‘노동의 지속성’에 관심이 많았고, H-2비자 외국인

은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우선시 하였다. 서로 다른 관심과 목표로 인하여

체류 공간, 지역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주민 간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체류 공간에서 이들을 대하는 기존 주민(내국인)의 인

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화성시 향남읍에서는 E-9비자 외

국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체류 공간에 신속히 적응하

려는 태도를 갖고 기존 상권과 친밀하며 신흥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지역

내에서의 교류에 활발히 응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안산시 원곡동에 체류

하는 H-2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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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가 적고, 기존 내국인 상점주와의 갈등이 잦았다. 이러한 갈등 완

화를 위해 원곡동에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원곡동 내 외국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H-2비자 외국인의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협

조적 태도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H-2비자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

과 회피감을 갖도록 야기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지향하던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감소 우려가 없던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은 생산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통제의 대

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던 폐해를 감소시키고, 숙련

정도에 따라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지역 구성원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주권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H-2비자 외국인뿐만 아니라 E-9비자 외국인에게도 사업장 변경

에 대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업장 선택과 거주지 선정은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소속감과 애착심으로 이어진다.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E-9비자 외국인임을 고려할 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부여하게 될 경우 체류 공간에 대한 외국인의 적극

적인 적응 속도와 자율적인 점유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셋째,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 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

부 등)으로 분산되어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외국인 체류 현황

에 대한 기관별 통계 집계 방식도 다르고, 담당 분야도 구분되어 있다 보

니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어려웠다. 특정 지역 내 외국

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해당 지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연관된 문제

점 파악에 대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해도 부족은 결국 외국인이 해당 체류 공간에서 겪는 부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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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행태로 드러나게 되고, 지역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요어 : 비전문 외국인력, 외국인 노동자, 이주, 고용허가제, 체류

공간

◆ 학 번 : 2016-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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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불과 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력 송출국가 중 하나로,

경제 탈출구로 외화벌이를 시도하던 나라였다. 정부가 앞장서 독일로 광

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핵심생산인구 연령대인 20

대 청년을 베트남 전쟁에 대거 군사력으로 지원하는 등의 시절을 겪어왔

다. 1980년대 후반 세계화 물결이 거세지고 서울88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항쟁

열기 그리고 거세진 노사 갈등과 노동자 투쟁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상

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생산원가를 낮추고 저

임금 인력을 구하기 위해 해외 공장건설이나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그 중 외국 인력으로의 대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소위 국내 산

업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3D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의

대체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권혁민, 2012; 설동훈, 1997). 실제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인력난을 맞이한 중소기

업 및 3D업종 부문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 되었다. 즉,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외국인

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국가 경쟁력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산업경제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외국인

력에 대한 정책을 정식으로 합법화하였다. 노동력 송출국이었던 우리나

라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인력에 의존하게 되는 노동력 유입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인구구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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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

다(통계청, 2016).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약

13.5%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년도 12월에는 고령인구 수가 유소년 인구

수를 추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 사회1) 진입 후,

2017년 8월 고령사회2)로 진입하였다.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다른 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이 걸렸다(한국경제, 2017). 인구 고령화 현상과 생산가능인구의 감

소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쇠퇴를 초래하여 전반적으

로 노동력의 규모와 생산성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Bloom & Fink,

2010; Maestas et al., 2016).

최근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6%이

고, 이는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7). 반면 3D업종 관련 중소기업이나 용접 및 주조 등의 뿌리산

업3) 관련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며 외국인

노동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정연주, 2001; 이소현·임업, 2017). 이러

한 변화를 바탕으로 소수의 전문직이나 핵심 노동자의 노동의 질은 향상

되는 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탈숙련, 저임금의 형태로 산업 재구조화

과정을 겪어 국내에 지방도시 중심의 분절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정

연주, 2001:3). 즉,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청년층의 구직난과 3D업

종의 구인난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 국가 간 장벽의 붕괴 등 다양한 이

유로 외국인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실제로 전 세계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가 1억 5천 여 만 명 발생

1)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는 사회.

2)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14%를 넘는 사회.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주조,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금형 등의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뜻함.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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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실정이다(ILO, 2015).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학력화 현상과 저차 임금

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국내로 외국 인력이 계속해서 유

입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D업종 산업현장의 인

력난을 보충하기 위해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점차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은 이주 배경이나 정착 목적 등에 따라 다양

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변화도 상이하다.

2016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체류 외국

인 205만여 명 중에서 취업자격 외국인4)은 63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방문, 영주, 사증 면제 등의 다

양한 유형의 외국인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때, 전체의 30.5%에 해당하

는 외국 인력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노동시장 중 저차 임금 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체

류자격 중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취업(H-2)을 비전문

외국인력으로 구분한다. 체류자격이 구분된 외국인은 실제로 법적 제한

요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허용된 행위도 다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체류자격을 구분한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와 H-2비

자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외국인의 지속

적인 유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의 발전구상이나 도시 계획적 정책을

수립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법무부 기준에 따른 취업자격 외국인에 해당하는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가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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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도시공간은 지역 내 구성원에 따라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겪기 마련

이다(Simmons, 1965). 본 연구는 비전문 외국인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시·공간적 이동패턴을 파악하고, 각 체류자격

별 비전문 외국인력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체

류공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비전문 외국인력의 경

우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유입되고, 이들은 크게 E-9비자와 H-2비자 외

국인으로 구분된다. 두 그룹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하는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시·

공간적 이동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유입 배경에는 차이가 있는가?

경제적 원인에 따른 이주발생과 사회자본적 원인에 따른 이주발생의 차

이가 두 집단에서 드러나는가?

셋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해당 체류공간에

어떠한 공간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비전문 외국인력을 각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점은 향후 증가

하는 외국인 규모와 더불어 발생하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토대로 적절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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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5) 중 체류자격이 비

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인 외국인이다. 체류자격별 인원을 알

수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이용해야 하므로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으로 설정하였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그 중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인 화성

시(E-9비자)와 안산시(H-2비자)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미시적 관점에

서 체류공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외국인의 분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인

자료에는 보통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 출입국자는 통계상 정확히 집계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기관별 상이한 통계 집계방식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민의 특성상 정착한 지역의 사

회·경제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 이들의 이주경로를 정확히 분석하기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내국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외국인의 외적 특

성으로 인하여 법정리 단위의 소규모 지역단위까지 통계를 공개하게 될

경우 이는 외국인의 신상정보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읍면동 단위까

지만 공개되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시·공간적 이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체류자격별로 집계한 통계연보의 원시자료(2008

5)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예정인 외국인들 중 외국인등록 절

차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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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를 이용하였고, 등록외국인의 유입규모 변화와 법무부의 대분류

차원에서 유형별 외국인의 패턴의 상이함을 먼저 파악하였다. 그 중 상당

수를 차지하는 취업자격 외국인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비전문 외국

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전국과 수도권에서 특히 어떠한 양상을 보

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하는 E-9비자

와 H-2비자 외국인의 시·공간적 이동패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사례

지역인 화성시 향남읍과 안산시 원곡동을 선정하였다.

두 사례지역 간 체류공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법무부 통계연보와 행

정안전부의 유형별 외국인 자료(읍면동)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안

전부에서는 비자 사증으로 구분하기보다 외국인 취업자, 결혼이민자, 유

학생, 영주권자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해당 자료는 읍면동 단위로

공개되고 있어 앞서 이용한 법무부 통계연보와 결합하여 사례지역의 E-9

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규모를 추정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가장 외국

인이 밀집한 구역을 선정하였다. 해당 구역은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화

성시 향남읍 평리(발안만세시장 일대)이고,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안산

시 원곡동 다문화특구이다.

본 연구는 수학적이거나 정교한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접

근보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에 대해 기술적 설명 방식을 통해 접근하

고 이동패턴을 지도화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두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유

입으로 인한 지역별 체류공간의 차이는 소규모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진

행하였다. 사례지역 분석은 문헌자료와 공개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선행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야외 답

사를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 내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이 초래한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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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

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과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발생

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국내 외국인의 정착

과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등의 문헌자료를 고찰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국내 시 군 구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규모의 변화

와 유형별 외국인의 분포를 분석하고,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취업자

격 외국인의 시 공간적 패턴의 변화를 파악한다. 제4장은 취업자격 외국

인 중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인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며 이들의 유입 배경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각 체류

자격별 이동패턴의 차이를 보인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은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이 소규모 체류공간에 미친 영향의 차이를 중심

으로 각 체류자격별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사례지역의 인구학적 변화, 산

업 및 상업시설의 변화, 외국인 체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분위기 및

기존 주민의 심리적 변화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전

체적 내용 요약과 더불어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다. 연구

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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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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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1) 이주 이론

국제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계화 현상에 따른 이주와 사회자본에 따른 이주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이주현상에 대한 연구는 배출-흡입이론

(pull-push)에 따라 해석되어왔다. 배출국의 압출요인과 유입국의 흡입요

인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이주가 발생하고, 상호작용에는 보통 경제적 요

소와 합리성이 바탕이 된다는 이론이다. 배출국에서의 무제한적 인구증

가를 전제로, 유입국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할 때 인구의 국제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통 압출요인으로는 배출국의 저임금, 가난, 생활수

준 하락, 경제적 기회 결핍, 정치적 불안 등이 있다. 흡입요인으로는 다

양한 경제적 기회, 상대적인 고임금, 삶의 질 향상의 가능성, 산업의 급

성장, 정치적 안정 및 자유 등이 있다. 즉, 개인적 선호와 자율적인 선택

을 바탕으로 국제이주 현상이 배출국과 유입국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

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orjas(1989)

는 배출-흡입이론에 따라 실증적으로 국제적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하

지만 인구의 국제적 이동 행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제한적 조건 내에서

한정적 측면으로만 분석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더

이상 배출-흡입이론만으로는 이주현상을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이후 세

계화와 사회자본 등의 측면에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특유의 공간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공

간적 분화 배경에는 세계화가 원인으로 등장한다. Sassen(1994)은 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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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의 지역 경제가 지구촌 관점의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측면에서 세

계도시론을 설명하였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해당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필수적으로 필요함과

동시에 신흥 산업(서비스 산업)을 뒷받침 하는 저차임금 산업 종사자들

역시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도시의 성장은 지역 내 노동시장

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저차임금 산업의 종사자들이 소수민족 및

제3세계 이민자들로 채워지면서 공간점유의 주요계층이 변화되고, 결국

이민자 집단이 유입된다는 이론을 설명하였다.

세계화에 따른 이민자의 발생과 공간적 분리현상은 실제로 도시공간

에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쉽고, 도전적 문제에 해당한다.

Hamnett(199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제3세계 이민자의

발생과 함께 도시 내에서 양극화 현상과 계층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

음을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세계화 심화로 인한 국가 간 이주현상은 다

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 속도와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Castles et al., 1993).

Massey(1990)는 선진국으로 제3세계의 이민자들이 이주하는 배경에

대해 앞서 배출-흡입이론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요인도 작용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3세계와 선진국 간의 소득 차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저차임금 산업에 필요한 종사자의 수요가 분절된 이중노동

시장 구조로 인하여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구조

적 변화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고급인력이 저차임금 산업으로의 고용을

회피하고 저차임금 산업은 인력난이 심화되어 이들의 공백을 제3세계의

이민자들이 채우게 된다는 것이다(Massey et al., 1993). 또한 이민자들

이 국제이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유입국 내의 이민자 네트워크

의 형정 수준이 연쇄적인 국제이주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설명하였다. Massey 등(1993)은 네트워크 이론, 제도이론, 인적자본

의 지역적 분화, 구조 이론, 누적 원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이

론은 초기 이주자와 후기 이주자 그리고 비이주자를 모두 포함하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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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인 ‘이주 네트워크’가 이주의 비용과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주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자본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주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계속해서 이주 현상이 영속화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도이론에서는 이주자의 출신국에서 이주현상이 급증하게 될 경우에

유입국에서는 이들의 유입규모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조

치를 취하게 된다. 이 때, 이주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와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민간단체는 이주자를 도우면

서 발생하는 이익을 추구하며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경우 이주자의 유입

국 내에서의 사회적 행정적 절차를 지원함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유입국에서 정부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민간과 시민단체의 개입으

로 이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 이주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네트워크 이론과 제도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소가 주요 원인이 된

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주는 근본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누적원인 이론이다. Myrdal(1957)은 이주현상이 발생하면 초기 이주자의

유입국에서의 소득 증가로 인하여 후기 이주자를 촉발시키고, 후기 이주

자 또한 유입국으로 정착하여 밀집하게 되면 초기 이주자와 유사한 산업

에 종사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 유입국의 내국인이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지역적 분화 측면에서 Faist(2000)는 국제이주 현상을 경험한 이주자

들은 적어도 유입국 중 어느 한 장소에는 뿌리를 내리고 특정 공간을 형

성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국가적 사회공간’을 설명한다. 특정 공간과

그 공간 속 이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특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서 동질적 집단 및 디아스포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는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이주자에게 유익한 사회자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이주

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주민이 유입국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최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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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Portes(1995)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지

적하였다. 사회자본은 해당 구성원들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조정 및

협동하기 위한 희소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 등으로 정의된다.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과 달리 개인에게 존재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만 생산 활동을 향상시키는 점에서 물리적 자본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 한 명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규모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해당 사회자본 구성원의 경제적 문화적 자본의 양에 의해서 결

정된다. Soja(1985)는 외국인 밀집지역은 공간의 사회적 생산 현상과 사

회의 공간적 구성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공간이 지닌 특수성을 바탕

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즉, 외국인은 이미 초기 정착을 완료한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된 것으로 인지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

로 이주행태를 연쇄적으로 행하며 정착현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Faist, 2000).

2) 국제 노동이주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언어나 문화에 차이가 있는

국가로 이주하여 고용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김순양, 2013).

Sassen(1990)의 세계체제이론 입장에 따르면 국제 노동이주는 중심부

의 자본이 주변부로 침투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그는 미국의 1960년대

중반부터 국제 노동이주 분석을 통하여 인구 급증과 높은 인구밀도를 갖

는 국가에서 반드시 이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한다. 즉, 빈

곤 국가가 반드시 송출국에 해당되진 않으며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 노동이주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편 개인의 의사결정과 송출국의 구조적 여건의 영향으로 노동이주

가 발생한다는 논의도 이어져 왔다. 국제 노동이주가 개인의 선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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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생한다고 보는 행위이론에는 배출-흡입 이론, 비용편익 분석, 국제

노동력 이동 이론 등이 있다.

배출-흡입 이론은 유입국과 송출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노동이주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배출요인으로는 송출국에서

의 고용기회 부족, 낮은 임금,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정치·종교적 탄압

등이 해당된다. 흡입요인으로는 다양한 고용기회, 높은 임금수준, 사회기

반시설의 확충, 정치·종교적 안정성 등이 해당된다. 노동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송출국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유입국의 긍정적·부정적 요

인,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장애물, 개인적 의사결정이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송출국을 떠난 배경을 편익과

비용으로 환산하여 편익이 클수록 해당 유입국으로의 노동이주를 선택한

다고 설명한다. 이는 배출-흡입 요인의 이론과 유사하게 특정 시점에서

이주자가 본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노동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먼저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이주를 선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외로 노동이주를 이행하

여 취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설동훈, 1997).

국제 노동력 이동 이론에서는 노동이주가 송출국의 저차임금 산업 종

사자들이 유입국의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설명한

다. 이는 국가별 상이한 경제 수준이 노동이주를 촉발시킨다는 것을 의

미하고,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선진국으

로의 이주를 택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주변 국가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수용하여

국가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독일이 비교적

빨리 국가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Herbert,

2001; Suessmuth, 2006).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은

값싼 외국 인력을 선호하였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

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로 인해 독일 연방 정부는 특정기업에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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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었다.

독일의 사례처럼 유입국의 산업에 안정된 노동력을 공급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내국인 실업률 증

가와 외국인 장기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변화 및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은 국가 내 일자리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노동총량설(A lump of labor)을 바탕으로 논의된다. 외부에서 추가적인

노동력이 유입되면 유입국의 기존 내부 인력의 고용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이다(지은정, 2012).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노동이주가 긍

정적 영향을 갖는지 부정적 영향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

다. Angrist & Kugler(2003)는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으며, Longhi 등(2008)은 외국인력의 유입

이 내국인 고용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외국인력의 유입에 대한 영향력이 명

확히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이중노동시장(분할노동시장) 이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이론은 선진국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산업에 따라 분

할되어 있으며,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전문 외

국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갖는다는 논리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이중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이주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3) 다문화주의와 외국인 밀집지역

다문화주의는 주류집단이 인종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인종의 고유

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의

통합의 조화를 추구한다(김영란, 2013:6).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방식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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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컨대 외국인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요소와

사회·제도적 요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민족은 인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물리적 특

성보다 주로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

Gordon(1964)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란 민족성(peoplehood)을 공유하

는 사람들이 인종·종교 등에 의해 동질화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이외

에도 민족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연구(Nash, 1989)와 거주자·환경요건

에 의한 민족성과 동화작용에 따른 연구(Ward, 1989), 지리적 입지·이주

자의 사회적 지위·언어·종교·교육수준·전통문화 등 다양한 결정요소를

바탕으로 민족성을 정의한 연구(Phinney et al., 2001)등이 있다.

소수의 이주자가 점유하는 공간과 관련 인프라를 통틀어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 부른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주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로 발전시키곤 한다. 이러한 발전은 이주자 간의 정보교환과 이주

의 위험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거주 공간 및 관련 인프라가 특정 공간에 집적하여 형성된 것을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places)이라 부른다(Castles, 2009).

Castles 등(201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4단계의 과정을 겪

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층 중심의 임시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단계,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서 출신국별 이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단계, 이주

자 공동체 중심으로 커뮤니티·상권·직업이 등장하고 유입국 지역과 밀접

한 영향을 갖게 되는 단계, 유입국이 영구적인 정착지로 전환되면서 시

민권을 갖거나 혹은 배제된 이방인으로서 영구적으로 소수민족으로 남는

단계이다. 이론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은 출신국별 주거지 분화와 관련

이 깊다. 이 때, 핵심 쟁점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유입국에서 해체되는지

또는 존속하는지에 대한 것, 외국인 밀집지역의 존재가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또는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외국인 밀집지역의 존재가 사회적 측

면에서 바람직한지 또는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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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외국인의 유입과 거주 규모가 오랜 역사를 거

치지 않았지만, 박세훈 등(2011)은 우리나라가 상호 이주 네트워크 형성

을 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 지적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와 함께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변화를 융통적으로 수용한

다면 도시의 경쟁력과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채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문화가 가져온 개방

성과 독창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Elliot, 2008).

외국인 밀집지역의 성격에 대해서 박세훈 정소양(2009)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박세훈 정소양(2009)은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의 성격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 사회-공간복합체, 하위계층의 집적

지, 정체성 장소, 상품화 되는 공간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공간복합

체적 성격 측면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화되고 재조직되는 관계적

생산물’로 인식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그 지역 내의

외국인의 거주방식을 규정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공간복합체’

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유입국의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고가 인력과 저가 인력에 따른 주거지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보통 저임금 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점 때문에 사

회문제가 발생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밀집지역별로 고유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정체성 장

소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밀집지역별로 해당 거주 외국인에 의해

장소 애착의 대상이 되고, 독특한 의미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긍정적 작용

과 부정적 작용을 동시에 갖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

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은 유입국의 해당 지역이 갖는 하나의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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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장소 마케팅과 문화적 매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상품화 된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1)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구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박세훈, 2010; 송

주연, 2011)와 외국인의 분포에 관해 진행된 연구(김희철 안건혁, 2011;

손승호, 2016; 이용균 이현욱, 2012; 이진영 남진, 2012)와 최근 주요 이

주자로서 떠오르는 한국계 중국인 및 조선족에 대한 연구(박정군 황승연

김중백, 2011; 이석준 김경민, 2014; 정수열 이정현, 2014)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송주연(2011)은 국내 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외국인 노동자나 결

혼이주자 중심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

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

인 유학생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이주과정에 대해 분석하

였다. 이주를 위한 정보획득 경로, 준비 기간, 초기 이주비용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유입국에 초기 이주를 선

행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주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학교와 연구소를 중심

으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가 가장 이주 준비기

간이 짧았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행정적 절차 및 비자

발급 등에 의한 소요시간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결혼이주자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가 다양하여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주과정에서 가장 주요 쟁점인 초기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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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경우 결혼이주자가 가장 적었으며,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도 유입

국에서의 체류 지원 등으로 인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의 합법 여부에 따라 이주비용이 평균 1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고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한편 박세훈(2010)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현상과 밀집지역에 대해 유

형별로 분류하고 그 실태를 사례지역을 통해 분석하였다. 공단배후 노동

자거주지, 대도시 저렴주택지,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전문인력의 고급

주거지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유형별 밀집지역의 사례지역으로 안산 원

곡동,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서초 서래마을을 통

해 공간 내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유형별로 분

류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해당 지역의 차별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다양한 특성은 지역의 차별적인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하며 외국인 관련 정책의 경우 실제 현장 중심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중 국내 도시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거주지역이라 강조하였

다. 이 지역의 경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도시공간적 고

립 현상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

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역 내 존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도시관광 요소로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사회적 비용이나 지

역 내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고 말한다.

이용균 이현욱(2012)은 이주자의 공간은 국적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민족과 국가 단위

로 이주자를 단일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자

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집단은 한국계중국인이며 이들은 공간의 집적

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전국

적으로 분포하지만 특히 서울 내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중국 국적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이주자의 경우 수도권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주자의 경우는 민족별 밀집지역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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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결혼이주자의 경우 최근 도시지역 중심으

로 전개되면서 결혼이주자들이 도시지역으로 상당수 유입되는 것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 남성의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이주자를 단순히 인종과 출신국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체류자격별로 세분하여 이주자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

함을 말하고 있다.

이진영 남진(2012)은 전국의 절반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에서 이들의 거주지 분포와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입지계수와 상

이지수를 통해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2001년 기준

서울 용산구, 중구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 특화도가 높았으나 2009년에

이르러 영등포구 및 구로구 일대로 특화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최근 유입

규모가 급증한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수

도권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분리현상은 대체적으로 심각하지 않으나 산

업단지가 밀집한 인천 남동구, 안산시 등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외국인이 거주지를 선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점은 직장과 공동체였다. 대부분 직장과 동질적 공동체의 영향을

주로 받아 집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주자의 주요 쟁점인 사회

자본과 이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

고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해 갈등지역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희철 안건혁(2011)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

에 해당하는 전문인력과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들은 보통 사회자본, 산업 종류, 거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요인을 추출하자면 제조건설업, FIRE산업, 외국인

커뮤니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문인력은 외국

인 학교 중심으로, 노동자 유형은 이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사회자

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 특히 주

택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주택환경 인프라에 많

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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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인력과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의 서로 다른 요인을 바탕으로 지역

별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지원 과정 중에

주거환경 개선이나 지역활성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의 주거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승호(2016)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서

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40-50대 이주자가 증가하고, 노년층과 유소년

층이 감소하면서 이주자의 평균 연령층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동시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거 유입되고,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국적 외국인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나

머지 국적별 이주자 분포는 상대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주자의 주거공간 재편 측면에서 보았을 때, OECD기준 선진국으로 분

류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출신 이주자는 주거지 분화

정도가 약화되고 있고, 중국과 몽골의 경우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심화

된 것을 밝혀냈다. 대체로 출신국의 경제 수준과 연관성을 가지며, 경제

수준이 낮은 출신의 이주자가 타 국적의 이주자와의 체류공간의 분리를

주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열 이정현(2014)은 외국인 밀집지역 자체가 사회자본으로서 기능

하여 후기 이주자들에게 중요한 네트워크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양면적

으로는 유입국의 내국인과의 접촉을 저해하여 사회적 통합과 더욱 멀어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장기체

류 외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대상으로

서울 대림동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조선족의 경우 직계혈통에서 방계혈

통을 통해 이주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연쇄이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 또한 이주 목적이 경제활동 참여인 조선족은 국내에서도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정군 외(2011)는 국내 조선

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의 출

신배경에 따라 조선족 밀집지역의 특성이 다르게 구현된다는 것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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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에서 농촌에서 성장한 경우, 대학교 이

하의 학력수준을 경험한 경우, 연변지역 출신의 경우에 더욱 강한 민족

정체성과 결집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파악하였다. 조선족의 경우 특수한

정체성으로 인해 국내 도시공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주에 관

련된 이론적 논의들로 풀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보통 거주 밀집지로 시작하여 규모가 발전하

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변화

하는 경우가 많다. 이석준 김경민(20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족의 밀집지역을 분석하였다. 조선족 규모가 증가하면서 조선족 관

련 상업시설이 다수 등장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나 성장과정에 있

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해당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조선

족 배후인구 규모와 상업시설의 입지 등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조선

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식음업에 대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선족

의 식음업은 밀집지역 내에서 한국인의 식음업과 경쟁하지 않고 주로 조

선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창출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조선족 식음업은 유일하게 한국인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류사회인 한국인과의 접점

을 제공하고 이는 조선족 식음업의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과 조선

족과의 여러 갈등이 해당 상업시설을 매개로 해결 할 수 있음을 분석하

였다.

2) 외국인 장기체류와 사회적 현상에 관한 연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증

가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변화와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였다(한형서 최

미옥, 2011; 김준형, 2016). 거주행태 관련한 연구(이혜경, 2012; 한은진

손소영, 2017; 임현철 박윤환, 2014;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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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미친 영향(하승현, 2017; 이윤호, 2017)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형서 최미옥(2011)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체류외국인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은 다음

과 같은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불법체류자 양산과 인권침해, 결혼이

주자 증가로 인한 사회통합의 어려움, 외국인 범죄율 증가, 문화적 갈등

과 의사소통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특이사항으로 결혼이주자의 이혼율

이 2002년 1.2%에서 2009년 9.4%까지 증가하는 등 국제결혼이 이혼 이

후에 주거 안정과 양육 문제, 취업 문제, 체류 안정성까지도 영향을 끼치

는 점을 밝혀냈다.

김준형(2016)의 연구는 외국인의 유입 증가가 내국인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두 집단의 인구 변화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의 유입 증가는 내국인의 인구 증가를 동반

하며, 가령 부정적 영향으로 내국인 인구 감소를 야기하더라도 그 영향

정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입된 외국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을 밝혔다. 비전문 직종이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유입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반

대로 결혼이주자나 전문 직종 또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의 유입은 지역

내 내국인의 인구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결혼이주를 통해 국내에 중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 인구변화

패턴은 내국인과 유사하고,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뚜

렷함을 밝혀냈다.

이혜경(2012)은 이주자가 체류하는 공간을 주거, 소비, 여가 기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주자는 대체로 주거지 주변 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주택 내부 규모나 쾌적성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

다. 즉, 이주자에게 주거공간에 대한 영향력은 외부적 요소보다 내부적

요소에 의한 것이 크며, 초기 정착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소비공간의 경우 유형별 이주자의 생필품 구매 장소를 설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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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악하였는데 결혼이주자와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은 이동거리가 짧았

고 전문직 외국인과 유학생은 그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여가공간은

외국인의 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에 할애하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뚜렷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과 여가공간의 점유행태는 체

류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과 연계되어 외국인의 체류행태에 대해 상당

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혀냈다.

한은진 손소영(2017)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에서 주거이동

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울시 내부 순이동의 경우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없었으며, 시도간 순이동의 경우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는 것을 파악하

였다. 서울시 내부 순이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비한국계

중국인 수,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가 추출되었으며 시도간 순이동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국계중국인 수, 교육기관 수, 노인

복지시설 수, 행정동 총인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전국 외국인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한계이다.

임현철 박윤환(2014)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시군구 평균 거주지 분리정도는 주요 이민국

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은 수

도권에 위치하는 반면, 외국인 거주지 분리정도가 강한 지역은 수도권과

더불어 영남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국인과의 거주지 분리정도

를 전국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의미가 있으나 분리정도

의 차이가 공간에 미친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한 점이 한계라 볼 수

있다.

하성규 외(2011)의 연구는 거주지 분리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주지 분리현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

지는 양면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지역적 고립현상으로 인해 상위 노동시

장 구조에 진입하기 어려운 점과 주류집단인 내국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점에서 사회적 동화 작용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동질적 공동

체 의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강화되며 주류사회로 나가기 전에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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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전하였다.

하승현(2017)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 변화 중에서도 사회적 신

뢰 변동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정 유형별로 외국인을 분류하여

서울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신뢰 변동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는 방문취업, 영주,

결혼이민, 방문동거, 거주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며 유학, 일반

연수, 투자 목적의 체류 외국인은 사회적 신뢰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손상에 대한 해결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른

지역 주민의 태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슈가 자주

거론된다. 물론 외국인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회범죄의 증가로 연결된다

는 근거자료는 아직 없지만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체류자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한형서 최미옥, 2011). 이윤호

(2017)는 이민자 비율이 지역사회 범죄율에 미치는 직 간접적 요인을 분

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 고용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높았으며 간접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지는 양

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즉, 해당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민자의

유입이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직접적 요소가 되지 않음

을 밝혀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

정연주(2001)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2000년까지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 부천에서 연구하였다. 이들은 주

로 26-30세였으며 서울에서는 경공업 부문, 인천과 부천에서는 중공업

부문에 총 40%가량의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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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1-50인 규모의 업체에 외국인 노동자의 약60%가 취업하였는데,

직종별 및 국적별 공간적 분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시기별 각

인종집단의 상이지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은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밀집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 지

역 내의 기업체의 업주들은 인근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국가출신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성규 고성열(2006)은 안산시에 체류 중인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주거지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고용허

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거주지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외

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수

준이었으며 이는 공공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자발적이

고 인도주의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병두(2009)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자체가 일터와 직 간접적으로 제

약을 가지며 생활공간도 이로 인하여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본국 출신의 동질적

이주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며, 새로운 공간에서의 적

응과 정착 전략에 대해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동질

적 이주노동자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당 제약들

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주민은 유입국 내에서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장소의식과 외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3의 교란된 공간 속에서 정체

성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김대의(2017)는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중국동

포의 근로환경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경우 50대

연령층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동포의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을 추월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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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동포의 경우 본국에서도 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유사

한 동종 계열에 종사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국국적 동포에 대한

비자 제도가 자주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 계속해서 이주현상

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 이주노동

자에게 근로환경보다는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가장 큰 관심사임을 밝혀

냈고,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달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

거나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로환경에 대한 열악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보다는 내적 갈등 요소로 설동훈

(1997)은 한국계중국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팽배한 부정적 인식을 바

탕으로 반한감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과의 상호작용에 근

본적 장애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

해 편견과 차별대우를 계속해서 일삼는 관행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면 내국인 고용에 영향이 미칠 것이

라는 논의가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이소현 임업(2017)은 전체 외국인 고

용분포는 대체로 전문직 외국인의 공간분포보다 비전문직 외국인의 공간

분포와 더욱 유사하였으며,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유입 증가에 대해

노동대체성은 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주요 핵심생산가능인구의 고용활동과는 경쟁 관계를 갖지 않음을 시사한

다. 이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

력보다 점차 지방도시의 농 축산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영향이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노동력으로 융화되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차별화 된 정책을 시행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권주안 외(1996)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외국인 고용실태조사를 바탕으

로 노동의 대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노동은 단순노동

직무와 미약한 대체관계를 이루며 중소기업 중심의 인력난을 대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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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1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표본을 국한할 경

우 외국인 노동이 보완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인

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유일한 정책이 아님을 뜻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력의 질은 낮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가 나왔으며,

화합물산업과 조립금속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보완관계를 나타냈고,

섬유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강한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사

양산업에서 노후한 기계설비 교체 대신 외국인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자본의 노후화와 산업의 쇠퇴현상이 가중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각 연구의 목적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단편적

인 분포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통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어왔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 집단’으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

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 의사소통 능

력 수준, 외형적 특징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이질적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집단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외국

인 노동자 중에서도 국내 산업경제의 뿌리산업 대체인력으로 종사하는

비전문 외국인력 특히, E-9비자 외국인과 H-2비자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과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차임금의 외국인(전문 인력)과 저차임금의 외국인(단순기

능인력)으로 단순 구분한 연구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주로 ‘동일 집단’으로 인식되어 진행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

구와 달리 저차임금 산업 중심으로 종사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하

는 E-9비자와 H-2비자별로 구체적인 구분을 통해 분석하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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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두 그룹의 외국인은 법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체류공간에 나타나는 양상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이 각각 종사하는 산업 중 밀접한

업종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공간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외국인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사례가 대다

수였으며 이를 해당 외국인의 주요 종사 산업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E-9비자 외국인이 대다수 종사하는 제조업

과 H-2비자 외국인이 대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 및 중국 관련 식음업을

고려하여 체류공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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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등록외국인의 시·공간적 분포

1.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

1) 1990년대 제도 및 정책 - 외국인 노동자 입국 초기 단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상당수 급증하던 시기는 1980년대 후반 국

내 경제성장의 부흥기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급

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소 규모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면서 내국인만으로 인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전문 또는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외국인 정

책으로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하 산업연수생제도)’를 계기로 본

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

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체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

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당시 3D업종으로는 염

색, 열처리, 도금 및 주조업체, 기계 제조업체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에는 신발이나 피혁과 같은 경공업, 유리 및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까지

확대되었다. 보다 나은 정책의 실행을 위해 1994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를 설립하여 연수생 초청 및 배치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였고, 이 때 외

국인 노동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연수생 신분으로 배치되었다. 즉,

국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한시적 방문객’의 의미가 더 컸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 정책의

첫 타자로서 의의가 있었으나 관리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했고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이나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

다.

1998년 IMF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국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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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고용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 이들이 종사하

는 사업장의 일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본방침 삼

았다. 이를 위하여 신규 산업연수생제도 유치 규모는 최소화하고, 불법

체류자와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거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인력 유입 정책을 처음 시도하던 도입기

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급증과 송출국과의 비리문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력과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2) 2000년대 제도 및 정책 - 외국인 노동자 증가 단계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대우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임금 문제,

열악한 근로환경, 4대 보험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

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00년에 ‘연수취업

자 제도6)’를 시도하였지만, 신분 약점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이 비일비재 했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점차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변화하였

다.

2003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를 2004년에 도입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2003년 불법체류 노동자가 30만 명이 넘

었던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 조치를 취하였다. 2004년∼2007년 동안 산업

6) 연수취업자 제도는 국내에서 연수생 신분으로 2년 동안 연수받은 외국인이 추가로 1

년간 현장에서 ‘연수취업자’로 취업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연수생 신분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허용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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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2007년에 이르러 고용허가

제로 정책이 일원화되었다. 조금 더 통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와 허

용업종 등을 결정하게 되었다. 2004년 첫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허가제

25,000명, 산업연수생제도 38,000명, 취업관리제7) 16,000명으로 총 79,000

명을 포함하였다. 도입 업종의 경우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

산업을 지정하였고, 취업관리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하였다(고

용허가제 홈페이지).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취업관리제는 2007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취업절차로서 기존 정책을 정비하여 특례고용허가제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해 본국과의

출입국 행위에 대해 자유를 부여하고, 취업 업종도 기존 일반고용허가제

보다 더욱 다양하게 허용하여 서비스업에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최장 기간인 3년이 만료되는

2007년에 재고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009년 출국 없

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능 하도록 재고용제도의 확대 조치를 하

였다. 이 때 4년 10개월로 구체적 명시를 한 배경은 최장 기간이 5년 일

경우 영주권 신청과 일반 귀화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는 외

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지양하던 정부 측의 태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혜진, 2017).

7) 서비스분야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2002년 12월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간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

는 제도인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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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대 제도 및 정책 - 사회통합 모색 단계

2010년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한국사회가 동질적 문화를 고수해온 점

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해 소극적 이민 수용정책을 펼쳐왔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과 정책을 개정 및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와 다르게 2010년대는 비교적 외국인력 수용에 대

해 관대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010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

여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10지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해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

국인이 많아지고 외국인 관련 범죄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수사 자료

로 이용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되기 위해 2003

년 말 폐지되었던 제도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2012년에는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제도가 등장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에 취업한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

무를 완료한 시점이라면, 본국으로 출국 후 3개월 이후에 재입국하여 다

시 4년 10개월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소 특수한 경우이긴 하

지만 국내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는 비전문 외국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문에 어느 정도의 숙련도

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던 내국인 고용주들의 주장과 해당 외

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제도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3D업종(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4년 넘게 종사한 경우에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내국인의 고용을 우

선적으로 권장하지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산업분야나 영세

업체의 경우 외국인력을 불가피하게 고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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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변화

기 내 용

1991년
‣ : 해외 기술이전을 위해서 현지인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시키는 제도. 허용기간은 최대 2년. 기업규모에 따라 연수 허용인원을 제한함.

1993년
‣ 산업연수생제도 :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하여 사업장 이
탈,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 연수취업제 :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생 중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게 근로
자 신분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2002년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기간을 1년으로 하고, 국내 노동법의 영향을 받는 기본 권리를 
일부 적용함.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 고용허가제도 : 내국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기업이 인력난에 있을 경우에 외
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정부에서 이들의 도입과 관리를 관장하는 제
도.

2007년

‣ 특례고용허가제도 : H-2비자(방문취업) 외국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제도.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함.

2010년
‣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제도’ 시행 : 외국인 범죄 관련 과학수사와 외국인 근로자
의 사회보장제도 기초 자료로 사용.

2011년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 세부시행 지침’ 수립 : 성실근로자의 재입
국고용허가 신청기간을 재고용 만료기간의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함.

2017년
‣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신설 : 2018년부터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
년 넘게 일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자료: 고용노동부 EPS 외국인고용지원eps.hrdkorea.or.kr 바탕으로 정리.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숙련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나보내고 새

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맞이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회

적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하였다. 2년마다 숙련도, 나이, 연수경험, 한국어 능력, 학력, 보유자산 등

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점수제 비자 획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본 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2018년에 해당 점수제 비자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60만 명으로 추정된다(한국경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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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별 등록외국인의 시계열적 분포

1) 국내 체류외국인의 변화

외국인은 국내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

인으로 구분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이 90

일 이하인 경우이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외국인을 말한다.

2002년까지는 장기체류 외국인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많았다

(그림 3-1 참조). 이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나 정책이 미숙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양상은 눈에 띄게 단기체류 외

국인에 비해 크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경우 다양한 국적을 바탕

으로 이주 목적에 따른 체류 자격을 허가 받고 입국한다. 하지만 참정권

없이 국내에 장·단기 정주하여 우리나라 도시공간에서 규모를 확장해가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도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보너스 시기에서 인구오너스 시기로의 전환을 예

상하며 국내 여러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유입

의 증가는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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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그림 3-1] 국내 연도별 장·단기 체류외국인의 변화

또한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로 인하여 불법체류자

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되는 「외국

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던 2003년부

터 그 수가 감소하였고, 지금까지 연평균 약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진출국을 유도하거나 불법체

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입국 및 취업 등을 알선하는 브

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점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254명을 기록하며 사상 첫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고, 그 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04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체류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직면하

였다(그림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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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84%(약 144만 5천 명)였으

며, 2016년에는 3.96%(약 204만 9천 명)로 증가하였다(표 3-2참조). 2016

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구

분할 경우 중국 약 101만 명(49.6%), 베트남 약 15만 명(7.3%), 미국 약

14만 명(6.8%), 태국 약 10만 명(4.9%), 필리핀 약 5만 6천 명(2.8%)의

순으로 체류규모가 많았다. 즉, 국내 체류외국인의 약 65%가량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다.

2) 등록외국인의 유형과 분포

장기체류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8) 거소신고자를 총합하

여 이른다.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 예정인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 자

격을 받고 그 날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

대상자들로 분류한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 등록외국인이라

지칭한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 2003년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이후로 2006년 약 63만여 명의 등록외국인

을 기록하고, 2014년 약 109만여 명으로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표 3-2] 연도별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과 비율            (단위 : 만 명)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체류
외국인

장기 체류 112 122 138 147 153

단기 체류 32 36 42 432 52

인구 5095 5114 5133 5153 5170

외국인/인구 (%) 2.84% 3.08% 3.50% 3.69% 3.9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통계연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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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기준 총 1,161,677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그림 3-2와 표

3-3 참조).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그림 3-2]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수의 변화

[표 3-3] 전국 등록외국인 수와 비율 추이                (단위 : 천 명, %)

연도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외국인 비율
합계 남자 여자

2008 49,540 854 480 374 1.72

2009 49,773 871 486 385 1.75

2010 50,516 919 515 404 1.82

2011 50,734 982 554 428 1.94

2012 50,948 933 524 409 1.83

2013 51,141 986 563 423 1.93

2014 51,328 1,092 628 463 2.13

2015 51,529 1,143 656 487 2.22

2016 51,696 1,162 665 497 2.2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주: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천 명 단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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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등록외국인의 분포(2008-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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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별 외국인에 대한 시군구 차원에서의 집계는 2008년부터 법

무부에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등록외국인은 2008년 이후 수도권과 울산

및 부산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3-3, 그림 3-4

참조). 특히 경기 남부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현

상은 수도권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와 연접한 충청도 북부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는 2008년 이후 등록외국인의 규

모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08년과 2016년의 등

록외국인을 비교했을 때, 증감순위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표 3-4 참조). 원주시의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 평창올림픽 개

최확정, 춘천시 복전철 등 인구증가 및 유입인구 증가를 위한 여러 방책

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는 강원도 내에서 내국인 감소와 더불어 경기침

체와 유입인구 재유출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태백시의 폐광 영향

등의 이유로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등록외국인의 증가가 미미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수도권과 영남권 해안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

며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순이다(그림 3-4, 표 3-4 참조). 경기도는 전국 등록외국인의 약 32%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39%(21만 3천여 명), 외국국

적동포 14%, 결혼이민자 12.2%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구리

남양주뉴스, 2016.11.14.). 전국 공장의 47.9%(8만 7천여 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탈제조업 현상의 영향을 받아 2013년 전

국 공장의 6.8%가 위치하던 양상에서 감소하여 2016년 말 기준 6.3%가

량(약 8만 7천여 개)이 잔류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에 신규로

등록된 공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신설공장의 37.6%(2,781개)가 경

기도에, 9.9%(731개)가 경상남도에, 7.6%(565개)가 인천에, 7.1%(527개)

가 경상북도에, 6.2%(458개)가 서울에 들어섰다.9) 수도권의 공장 신설

비중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국내

9)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공장설립동향, 「산업입지」, 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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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규모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10)

비자치구를 포함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할 때 2016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분포하는 곳은 안산 단원구이다(표 3-5 참조). 상위 10개

지역 중 김해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 수도권 지역임을 알 수 있

다. 안산 단원구, 서울 영등포구, 화성시, 서울 구로구, 시흥시 등은 주요

제조업 및 영세공장과 산업단지들이 다수 위치하는 대표적인 수도권 산

업벨트 지역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토대로 예상해보면 등록외국인 수

상위 10개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시군구는 등록외국인 중 공장 및 산

업단지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등록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4] 시도별 등록외국인 변화  ( : 명)

2008 2016 증감 순위
전국 854,007 1,161,677 308 *
서울 255,207 273,441 18 4
경기 256,827 373,923 117 1
인천 48,521 59,103 11 9
부산 31,499 41,840 10 10
대구 19,877 26,493 7 14
광주 11,923 19,920 8 13
대전 14,056 17,035 3 15
울산 14,472 23,457 9 11
강원 12,892 15,833 3 16
충북 22,700 35,499 13 7
충남 35,254 60,353 25 3
전북 18,749 27,320 8 12
전남 19,690 31,750 12 8
경북 35,731 51,351 16 5
경남 51,707 81,021 29 2
제주 4,902 19,593 15 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주) 2008년과 2016년 증감 인원은 ‘천 명’ 단위

 [그림 3-4] 분포 (2016년)

10) 상게서,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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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집계할 때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외국인), 기타외국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5]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상위 10개 지역 (2016)       (단위 : 명, %)

지역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외국인/인구

1 안산 단원구 314,002 44,274 14.09

2 서울 영등포구 370,613 36,166 9.75

3 화성시 640,890 34,685 5.41

4 서울 구로구 417,551 32,049 7.67

5 시흥시 402,888 31,299 7.76

6 부천시 851,380 20,405 2.39

7 평택시 470,832 19,935 4.23

8 서울 금천구 235,386 19,268 8.18

9 서울 관악구 506,851 18,756 3.70

10 김해시 529,422 18,432 3.48

[표 3-6] 행정안전부 기준 외국인의 유형 분류

유 형 조 건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 연수생(D-4-7)’인 자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취업자격 
외국인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전문인력(E-1 ~ E-7), 
단순기능인력(E-9, E-10), 방문취업(H-2)인 자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중 국내 거소신고자

기타 외국인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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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유형별로 나누어 전국 관점에서 분포 패턴을 지도화 하고11)

그 차이를 파악해보았다(그림 3-5, 그림3-6 참조).

유학생의 경우 서울 내부와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유형의 외국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분산되어 분

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유학생이라는 신분 자체 때문에 이들의

정주환경이 학교의 소재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역

에서의 분포가 다른 유형의 외국인과 달리 두드러졌다. 경상도나 전라도

의 경우에도 대학이 입지해있는 지역을 따라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유학생 외국인이 다수 분포하는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서울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산시, 서울

동작구,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 서울 관악구 순으로 파악되었다. 경산

시의 경우 총 7개의 대학교12)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에는 카이

스트를 포함한 4개의 대학교13)가 위치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의 경우 총

4개의 대학교14)가 위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다만 다른 유형의 외국인들과 달리 100명 미만의 지역이 없이 지방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결혼이민자의 수가 많은 것

은 등록외국인의 양상과 비슷하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안

산 단원구(3,866명), 서울 영등포구(3,422명), 부천시(3,391명), 시흥시

(3,354명), 서울 구로구(3,175명) 등의 순으로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

되는데, 이는 지방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고르게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11) 체류자격의 분류가 일정하지 않아서 기타외국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2016년 분포는

지도화 분석하지 않음.

12) 경산시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대구대학교, 대경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

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대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가 위치함.

13) 대전 유성구에는 KAIST,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

대학이 위치함.

14)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영산대학교가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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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분포 (2016년)

취업자격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이 다수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중국 및 한국계 중국인을 지칭하며 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부산 일대 영남권 지

역에서도 외국국적동포의 분포가 파악되지만, 수도권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그림 3-6 참조). 실제로 2016년 외국국적동포는 서울 영등

포구, 안산 단원구, 서울 구로구,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부천시,

수원 팔달구, 화성시, 평택시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영등포, 구

로, 금천구 및 안산 등 대부분 지역은 흔히 ‘조선족 집중거주지역’으로

대표적인 곳들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족 특화거리가 관광 상품화 되

는 성장을 겪고 있기도 하다(이석준, 2014). 이들 지역은 보통 절대 다수

를 차지하면서 집중거주지로 발달하고, 인근 동으로 확대되면서 군집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정수열·이정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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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외국국적동포와 취업자격 외국인 분포 (2016년)

취업자격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의 분포양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

인다. 취업자격 외국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소절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3) 취업자격 등록외국인의 시계열적 분포

(1) 전문 외국인력

국내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 자격이 부여된 비자 사

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취업자격이 부여된 비자 사증 중 전문인력

으로 분류되는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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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국인력은 2008년 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약 83만 5천여 명 중

에서 3.7%(31,621명)를 차지하였고, 2016년에는 전체 등록외국인 약 116

만여 명 중 4.0%(46,647명)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전국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급인력 계층을 차지하며 수

도권 내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7, 그림 3-8 참

조).

전문 외국인력의 경우 수도권 지역 내에서 경기도보다 서울 내부지

역에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표 3-7 참조). 기본적으로 이들은 무

역·투자·의료 등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주로 비즈

니스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표적 중심업무지구인

서울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등에 특히 대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최

근 도시개발사업과 IT관련 업체의 탈서울 현상과 함께 분당 및 수원으

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의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지역에 전문 외국인력이 많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 이유로는

2010년 제주도 지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15)가 시행되면서, 등록외국인

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지불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고소

득층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상당수 차지한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연도별 분양실적은

2010년 158건(약 976억 원), 2012년 121건(약 733억 원), 2014년 508건

(약 3,472억 원), 2016년 220건(약 1,49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일보,

2017). 해마다 외국인의 투자 변동 폭이 크며, 외국인의 수도 일정한 추

세를 갖기보다는 단일 시점에서의 변화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제주도의 외국인 전문인력 분포는 예외사항으로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15) 콘도나 관광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발

급하고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한 후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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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국 외국인 전문인력 분포 (2008, 2016년)

[그림 3-8] 수도권 외국인 전문인력 분포 (2008,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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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시기별 외국인 전문인력 상위 10개 지역               (단위 : 명)

2008년 상위지역 전문인력 2016년 상위지역 전문인력

1 서울 강남구 1,348 서울 용산구 1,951

2 서울 용산구 1,219 제주시 1,606

3 수원시 영통구 902 서울 강남구 1,501

4 성남시 분당구 884 서울마포구 1,451

5 서울 종로구 655 거제시 1,091

6 서울 강서구 655 서귀포시 1,038

7 서울 서초구 649 성남시 분당구 954

8 서울 서대문구 595 서울 서대문구 947

9 서울 중구 551 수원시 영통구 910

10 서울 마포구 528 서울 서초구 898

거제시의 경우 2016년 조선업 불황에 빠지기 전까지는 경기 호재 영

향으로 거제시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업의 경우 선

박 발주 과정에 있어서 단순기능 직무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선박 제조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술직 전문인력 및 외

국 선주자 주재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에 보통 2〜4년간 머물게 되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거제시의 외국인 전문 인력이 상당

수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6).

(2) 비전문 외국인력

법무부에서 비전문 외국인력(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하는 비자는 비

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

은 2008년 전체 등록외국인 약 83만 5천여 명 중 59.9%(500,324명)를 차

지하였고, 2016년에는 전체 등록외국인 약 116만여 명 중 46.3%(538,511

16) “거제시 인구, 외국인 포함 27만2,213명 집계”, 거제시민뉴스,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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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를 차지하였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등록외국인 내

에서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 중에서도 값싼 외국 인

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외국인력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는 증가했으나,

타 유형의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을 받아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전문인력과 달리 특정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범위에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

수록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도,

전라도 및 경상남도 지역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의 분포가 많아진 것을 파

악할 수 있다(그림 3-9 참조). 이러한 분포패턴은 대도시 내부지역보다

인접지역의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 훨씬 수월한 입지적 특성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08년에는 수도권에 비전문 외국인력이 약 35만여

명 분포했고, 이는 전국의 71.8%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2016년

수도권 비전문 외국인력은 총 약 32만 3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60.1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비전문 외국인

력의 수도권 소재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으로의 분포가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그림 3-10 참조).

2008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경기도 내 지역은 순위가 상승한 양상

을 보인 반면, 서울 내부 지역의 순위는 대체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이는 서울 내부의 비전문 외국인력은 감소했으나 경

기도의 규모는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등록외국인 상위 10

개 지역을 보여주는 [표 3-5]와 비교할 때, 2016년 기준으로 등록외국인

의 상위 5개 지역과 비전문 외국인력 상위 5개 지역이 순위만 약간 다를

뿐 동일한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안산 단원구, 화성

시,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밀집지역이라 부르는 지역이다.

수도권 산업벨트로 불리는 안산〜화성〜시흥 중심의 지역과 공단 배

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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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

역 특히 경기도의 공장 및 산업단지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을 미루어 볼 때,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산업벨트에 위치한 제조업 및 3D업종 중

심의 사업장에 통근 가능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이 정주

환경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림 3-9] 전국 외국인 비전문 인력 분포 (2008,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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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수도권 외국인 비전문 인력 분포 (2008, 2016년)

[표 3-8] 시기별 비전문 외국인력 상위 10개 지역              (단위 : 명)

2008년 상위지역 비전문
외국인력 2016년 상위지역 비전문

외국인력
1 영등포구 28,448 안산 단원구 26,922

2 서울 구로구 22,455 화성시 26,156

3 안산 단원구 21,725 시흥시 19,204

4 화성시 17,137 서울 영등포구 19,141

5 서울 금천구 14,579 서울 구로구 16,607

6 시흥시 12,447 김포시 13,906

7 서울시 관악구 12,095 김해시 13,542

8 김해시 10,057 서울 금천구 10,894

9 김포시 9,559 평택시 10,616

10 인천 남동구 9,106 포천시 9,751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는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왔고, 외국인 노동자 병원과 시민단체 등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들 지역

에는 중국어 간판의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이 즐비해 있으며 인천 차이

나타운과는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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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국인력과 달리 비교적 경제적 자립성을 지니고 있어 거주지역이 종

사 업체 또는 상점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나타났

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

면서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13년 5,641명에서

2016년 7,018명으로 약 1천 3백여 명(24.4%)이 증가하였다(경향비즈,

2017.).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전라남도 해안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일손을 의지하는 고용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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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전문 외국인력의 시·공간적 이동패턴

1.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개념

1)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념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책적 미비함과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마침내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미완성 체

계에서 추진되어온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초 단계

로 등장한 것이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도는 아

니었다. 3D산업 및 뿌리산업에서 심각한 국내 인력난은 외국인력 대체가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의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활동을 합

법적 틀 속에서 관리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및 경제적 측면

에서 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 도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송출 국가로부터 국내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사업주가 외

국 인력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제도의 특성상 사용자

(사업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 때,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내국인 고용의 노력을 선행하고,

내국인 고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증명하여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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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고용허가제 구분

특례고용허가제

적용
대상

E-9비자
(비전문 취업)

H-2비자
(방문 취업)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합격한 구직등록자

중국,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체류
기간

3년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재고용을 통해 최장 4년10개월까지 가능)

송출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로, 베트남, 태국, 몽골, 라오스 

(총 15개 국가)

중국
한국계 중국

특징
한국인과 상이한 외모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비교적 한국어 소통에 능통

사업
장 

변경

사업장 변경에 대해
제한 있음

사업장 변경에 대해
제한 없음 (무제한 변경 가능)

자료: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수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의 국내

정주화 방지를 지향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가 갖

는 의의는 국내 외국인 종사자들이 연수생 신분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

위를 갖게 된 점이다.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

동자들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출국 만기·보증

보험, 귀국비용,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로 이행해야 하며, 내국인 근로자

와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도 최장 계약기간인 3년이 지나면,

온전히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1년 10개월 연장근무 할 수 있게

되는데 총 4년 10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출

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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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외국인력의 구분

고용허가제는 두 가지 외국인력 도입 체계를 갖는다. 동남아 국가들

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동

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두 가지 외국인력 체계

모두 계약기간은 기본 최대 3년이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1년

10개월 재고용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동남아시아 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E-9비자(비

전문 취업)를 부여하고 인력을 유입하는 제도이다. E-9비자 외국인의 경

우 한국인과 차이가 뚜렷한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특징이며, 한국어 의사

소통에 비교적 능통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E-9비자 외국인은 주

로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H-2비자(방문취업)를 부

여하고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의 국적이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비

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

이다. 이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형성

에 있어 심리적 거리감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적다. 이 때문에 E-9비자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업종에 추가적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이 허용되어

경제활동의 영역이 E-9비자 외국인에 비하여 넓은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두 비전문 외국인력이 사업장 변경에 대해 갖는 권리의

소유 여부이다.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은

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택하게 되

면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정부는 배치한다. 이 때,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업장 변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사업주에게 달려있으며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도 3번으로 제한된

17)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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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취업교육을 받은 후, 고용지원센터에

알선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취업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때, 차후에 있을 사업장 변경에 대한 권리

는 노동자에게 주어지고,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도 무제한일 뿐더러 근

로 개시에 대한 신고가 필수여서 임금체불 또는 인권침해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두 비전문 외국인력이 취업 가능한 업종은 외모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여부의 영향으로 매우 상이하다(표 4-2 참조). 제조업, 건설업, 어

업, 농축산업, 소수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업 분야에는 일반고용허가제로 유입된 동남아시아 외국

인(E-9비자 외국인)은 취업이 불가능하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자체가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원칙과 사업주의 경영·사업 활동을 최우선시 하

는 제도이다. E-9비자 외국인이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 고객 응대에 미숙한 외국인이 꺼려질 뿐만 아니

라, 외모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국인이 거리감을 느끼기 쉬워 서비스

분야의 사업주가 E-9비자 외국인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생김새가 유사할 뿐만 아니

라, 한국어 의사소통에 적응력이 높기에 한국계 중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를 선호하는 인력난에 처한 업체와 산업의 요구에 응하여 정부는 H-2비

자 외국인의 취업가능 업종의 영역을 서비스업에서 대폭 확대시키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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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고용허가제 유형에 따른 취업가능 업종

특례고용허가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육상여객 운송업

호텔업
여관업

일반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 세탁업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2. 비전문 외국인력의 지역별 분포

1) 전국 시·군·구별 시계열 분포

E-9비자 외국인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도시 중심과 인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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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분포하던 경향에서 주변 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E-9비자 외국인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나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

다(그림 4-1, 그림4-2, 그림4-3 참조).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대다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방 도시로 이들의 분포가

확산되는 양상은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 등으로 대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축산업 분야에 배치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2014년에 이미 군 단위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의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제로

축산업 또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18). 호남권의 경우 영암군, 나주시,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E-9비자 외국인의 분포가 집중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대불

국가산업단지 및 공단이 밀집한 지역이며 영세 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외국인력 증가폭이 큰

편이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는 10.1%, 전라남도는 14.4%씩 증가

하였다19).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과 논산과 김제 일대에서 분포가 두드러

졌다. 군산에는 자동차기계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익산시에는 익산수출산

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영남권의 경우 김해 및 창원을 중심으로 E-9비

자 외국인의 분포가 늘어났으며, 주변 화전산업단지와 명지·녹산 산업단

지 부산·진해경제자유지역 등의 입지로 인한 영향이라 이해할 수 있다.

H-2비자 외국인은 E-9비자 외국인과 비교할 때 2008년의 경우 전반

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수도권에서는 안산∼시흥∼화성 일대의 산업벨트 중심으

로, 영남권의 경우 울산 울주군, 경주, 김해시 일대로 H-2비자 외국인이

모여드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1, 그림4-2, 그림4-3 참조). 또한 강원도

와 경상북도의 경우 H-2비자 외국인의 분포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패턴

18) “농촌 외국인 노동자 정책 다시짜야”, 강원도민일보, 2015.01.06

19) “광주전남 외국인근로자 증가... 5년간 내국인 2~3만명 감소”, 연합뉴스,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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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데,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 춘천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연접 특성으로 H-2비자 외국인의 분포가 춘천에서 가장 많고,

영남권의 울산 울주군과 경주의 경우 지역 내 위치한 천북2산업단지나

월성전원단지 등의 공장과 배후지역의 서비스업을 이루는 상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 E-9비자(좌)와 H-2비자(우) 외국인 분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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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9비자(좌)와 H-2비자(우) 외국인 분포 (2012년)

[그림 4-3] E-9비자(좌)와 H-2비자(우) 외국인 분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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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외국인의 경우 전국 평균 증가율인 1.22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이었다(표 4-3 참조). 서울

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E-9비자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 파악되었다. E-9비자 외국인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로 농촌지역의 심화된 고령화 현상과 핵심생산가능 인

구 연령대인 청년들의 유출로 인하여 부족한 농·축산업의 인력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 유입이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전국 평균 증가율인 1.06보다 높은 지

역은 인천, 경기,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북, 충남, 광주, 제주 지역이

었다(표 4-4 참조). 대전의 경우는 변화가 없으며,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

이 가능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광주광역시가 가장 증가율이

크다. 이는 광주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체 및 공장이

밀집해 있고, 하남·송암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광주 내 산업단지의 실적

이 향상되면서 광주 전체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외국인력 유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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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도별 E-9비자 외국인 수 변화                    (단위 : 명, %)

2012 2016년 증감 2012년 대비 증감률

224,344 273,679 49,335 1.22 
서울 5,434 3,365 -2,069 0.62 
인천 14,361 14,737 376 1.03 
경기 84,684 104,886 20,202 1.24 
강원 2,538 6,844 4,306 2.70 
대구 6,974 8,115 1,141 1.16 
경북 16,692 20,434 3,742 1.22 
부산 8,699 9,675 976 1.11 
울산 5,153 5,730 577 1.11 
경남 33,199 38,570 5,371 1.16 
대전 807 839 32 1.04 
충북 8,987 12,898 3,911 1.44 
충남 16,151 20,620 4,469 1.28 
광주 3,730 4,418 688 1.18 
전북 6,204 8,456 2,252 1.36 
전남 7,714 12,769 5,055 1.66 
제주 1,971 3,115 1,144 1.58 

[표 4-4] 시도별 H-2비자 외국인 수 변화                  (단위 : 명, %)

2012년 2016년 증감 2012년 대비 증감률

전국 234,939 249,542 14,603 1.06
서울 95,726 83,172 -12,554 0.87
인천 9,698 10,931 1,233 1.13
경기 89,735 106,485 16,750 1.19
강원 1,090 884 -206 0.81
대구 1,447 1,873 426 1.29
경북 3,216 4,591 1,375 1.43
부산 2,240 2,075 -165 0.93
울산 4,395 4,742 347 1.08
경남 5,658 7,225 1,567 1.28
대전 974 975 1 1.00
충북 4,562 6,284 1,722 1.38
충남 10,042 12,762 2,720 1.27
광주 1,442 2,555 1,113 1.77
전북 1,716 1,664 -52 0.97
전남 2,336 1,882 -454 0.81
제주 324 832 50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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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시·군·구별 시계열 분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약 60%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

도권 지역에서의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하는 E-9비자 외국인과 H-2비

자 외국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국 차원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의 분포

패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으로 인한 도시 공간의 여러 변화나 문제점은

주로 ‘밀집’한 공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절반이 넘게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만을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E-9비자 외국인은 수도권 외곽으로 점점 확산되는 분포를 나타내고,

그 영향력과 분포 영역이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4-4, 그

림 4-5, 그림 4-6 참조).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고르게 분포하였던 과

거와 달리 2016년에는 서울 내 대다수 지역에서 E-9비자 외국인의 분포

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내에서의 공장 수 및 공

장용지 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탈제조업 현상으로 인하여 경기 지역의 수

도권 산업벨트 중심으로 점차 밀집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서울 내부에서는 동대문구·

중랑구·성동구 일대와 영등포구 및 강서구 등에 비교적 다수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광주, 안산, 김포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며 해

당 지역들과 연접한 천안이나 음성군으로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음성군의 경우 총인구의 10.1%가 외국인으로 전국 시군구 중 서울 영등

포구(12.1%), 전라도 영암군(10.2%) 다음으로 높다. 음성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자비로 마련한 무슬림 사원도 있으며, 캄보디아 노동자

들이 지역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은 서울 서남권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안

산 및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남서부에서의 뚜렷한 집중현상을 보이

고 있다(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참조). H-2비자 외국인의 경우는

과거엔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일대에서도 밀집지역으로 파악되

었으나, 점차 영등포구 및 구로구 일대로 분포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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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재 조선족 집중거주지역으로 유명한 가리봉동과 대림동이 그 예

이다. 또한 경기권에서는 경기 북부보다 경기 남부에 주로 분포하였다.

[그림 4-4] E-9비자(좌)와 H-2비자(우) 외국인의 수도권 분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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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9비자(좌)와 H-2비자(우) 외국인의 수도권 분포 (2012년)

[그림 4-6] E-9비자(좌)와 H-2비자(우) 외국인의 수도권 분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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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의 비전문 외국인력 비율  (단위: 천 명, %)

분

E-9비자 외국인 H-2비자 외국인

2012년 2016년 증감
전국 
비율

(2016 )
2012년 2016년 증감

전국 
비율

(2016년)

전국 224 274 49 100.0 235 250 15 100.0

비수도권 119 152 34 55.7 39 48 9 19.4

수도권 104 123 19 44.9 195 201 5 80.4

) 세종시 제외

이로 인하여 수도권 내에 한국계 중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집중적으

로 증가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 2016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20)를 진

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소득이 2,000만 원대(393명·20.9%)와

3,000만 원대(110명·5.9%)라고 답한 비율이 26.8%에 이르며, 4,000만 원

이상이라 답한 상대적 고소득층도 69명(3.7%)에 이르고 있다(이민정책연

구원, 2016). 적어도 한국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중산층21)에 해당한다는 통계 수치인 셈이다. 이는 외국국적동포들

의 국내 유입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커뮤니티가 강화되고 확

대되면서 같은 지역 출신끼리 영업을 확장시켜주거나 도움을 주면서 자

족적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나가는 자생적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자립 특성이 E-9비자 외국인에 비하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E-9비자 외국인은 비수도권의 전국 비율이 55.7%로 수

도권(44.9%)보다 크지만, 행정구역 수와 면적 대비 밀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에서 E-9비자 외국인이 더 집중 분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비수도권(19.4%)의 약 4배가 수도권

20)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로서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중국동포 1,880명의 표본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임.

21) 중위소득의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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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H-2비자 외국인이

E-9비자 외국인에 비하여 수도권 집중경향이 크고, 수도권 내에서도 경

기 지역보다 서울 내부에서의 집중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서울 내부 지역보다는 경기 지역 일대에서 수도

권 집중 현상을 보이며, 충청권까지도 그 영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5 참조).

3. 소결

본 장에서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E-9비자 외국인과 H-2비자 외국인으

로 분류하여 시계열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집단은 각각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하에 국내로 유입된다. 두 집단의 주

요 차이점은 생김새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다. H-2비자 외국인은

E-9비자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과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한국어에 대한

빠른 적응력 때문에 고용허가제 사용자(사업주) 측면에서 선호하는 외국

인력이다. 이러한 사업주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H-2비자 외국인의 취

업가능 업종에만 서비스업이 대거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 횟

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동남아 출신의 E-9비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및 중국 출신의 H-2비자 외국인의 시·공간적 분포 양상은 상

이하였다(그림4-4, 그림4-5, 그림4-6 참조). 수도권 산업벨트가 위치한

안산시·시흥시·화성시 일대로 두 집단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분포

하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서울의 분포(3,365명)는

파주시(5,424명)나 평택시(5,279명)보다 적었다. E-9비자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서비스 업종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업에

서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울 내 사업장이나 대도시 내의 대규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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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

가 없어서 초기 배정된 사업장의 양·질적 여건에 관계없이 노동 선택권

을 박탈당한다. 자발적 노동 선택권은 차후에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

로 체류할지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할지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주며, 해

당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지역에 대해 갖는 애착심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E-9비자 외국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 지방도시나 농·어촌지역

으로까지 분포가 확산되는 패턴을 보인다. 수도권 산업벨트에 걸쳐 있는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도시의 인구절벽과 농·축

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은 E-9비자 외국인으로 하여금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들 없이는 농·축산업 영세 사업장이 원

활히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H-2비자 외국인은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 도입 직후 가장 많이 유입

되어 해당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경기도 남부권 산업벨트

지역, 영남권 산업단지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되어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4-4, 그림4-5, 그림4-6 참조). 무엇보다 H-2비자 외국

인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도 없고 변경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표 4-6] 수도권 시기별 E-9비자 외국인 상위 10개 지역

E-9비자 외국인
2012년 (명) 2016년 (명)

1위 화성시 14,436 화성시 20,005
2위 포천시 7,244 김포시 11,216
3위 김포시 7,158 포천시 8,964
4위 안산 단원구 6,839 시흥시 6,723
5위 시흥시 6,372 광주시 6,708
6위 인천 남동구 6,032 안산 단원구 6,182
7위 광주시 5,405 인천 남동구 5,866
8위 인천 서구 5,203 인천 서구 5,568
9위 평택시 4,755 파주시 5,424
10위 양주시 4,458 평택시 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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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취업 분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H-2비자 외국인은 서비

스업에서의 진출이 가능한 점과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개인 간병인으로

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E-9비자 외국인과 달리 도시지역 내 취업이

더욱 수월하다. 결국 H-2비자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전개할 지역과 체

류기간 내에 거주할 공간을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체류공간을 선정하고 정착하게 되는 경우 E-9

비자 외국인과 달리 지역 내 적응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지역 내 기존

사회 자본을 이용하여 최대한 정주환경을 자신의 문화에 맞게 변화시키

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H-2비자 외국인은 비교적 경제적 자립성이 갖

추어져 있으며 지역 내 자생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

다.

사례 지역을 통한 체류공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E-9비자 외국인 최

다 거주 지역인 화성시와 H-2비자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인 안산 단원

구를 비교하였다. 2016년 기준 화성시는 E-9비자 외국인 20,005명, H-2

비자 외국인 6,141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비율22)은 3.26의

[표 4-7] 수도권 시기별 H-2비자 외국인 상위 10개 지역

H-2비자 외국인
2012년 (명) 2016년 (명)

1위 서울 영등포구 21,423 안산 단원구 20,739
2위 안산 단원구 17,681 서울 영등포구 18,993
3위 서울 구로구 15,894 서울 구로구 16,390
4위 서울 금천구 10,583 시흥시 12,480
5위 서울 관악구 8,329 서울 금천구 10,476
6위 시흥시 8,135 수원시 팔달구 7,510
7위 수원시 팔달구 5,827 서울 관악구 7,141
8위 부천시 5,710 부천시 6,999
9위 서울 광진구 5,457 화성시 6,141
10위 서울 동작구 4,700 평택시 5,336

22) (E-9비자 외국인 수)/(H-2비자 외국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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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갖는다. 안산 단원구는 E-9비자 외국인 6,182명, H-2비자 외국인

20,739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비율 0.30이다. 현실적으로 동질

적인 집단만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고립국 이론을 제외하고 불가능하

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외국인노동자로 대표되는 두 체류 자격을 동시에

포함하지만, 두 집단 간 정반대의 비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

교 분석이 가능한 지역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체류자

격의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체류공간의 비교 분석에 대해 제

5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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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전문 외국인력의 체류공간 비교

1. 사례지역 선정과 분석방법

1) 사례지역 선정과정

법무부에 따르면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되는 외국인은 E-9(비전문

취업), E-10(선원취업)23), H-2(방문취업) 비자 외국인이다. 2012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E-9비자의 경우 화성시이며, 2016년 기준으로

2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표 5-1참조). E-9비자 외국인의 증가 수도 가장

많고, 2016년 기준 E-9비자 외국인의 최다 밀집지역인 화성시를 사례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에서는 H-2비자 외국인의 증가 양상이 두드

러졌고, 서울 구로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대부분 감소 양상을 보였다

(표 5-2참조). H-2비자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밀집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이 대표적이다(이

석준, 2014). 하지만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H-2비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을 비교할 때, 대표적인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이 소재하던

서울시의 H-2비자 외국인 규모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표 5-3참조). 4

년 간 가장 많이 H-2비자 외국인이 증가한 지역은 시흥시였으나, 2016

년 기준으로 시흥시 H-2비자 외국인의 수(12,480명)는 안산시 단원구

(20,739명)와 상당한 차이(8천여 명)를 갖기 때문에 사례 지역을 안산시

로 선택하였다(표 5-2참조).

23) 법무부의 201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된 등록외국인이

총 537,833명이고, 그 중 E-10(선원취업)비자 외국인이 총 14,612명으로 3%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E-10(선원취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10(선원취업)비자 외국인을 제외하고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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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등록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 이하 읍면동 단위에서의 체류자격에 따

른 정보공개는 외국인의 특성상 지역 내 극소수 거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통계

연보에서는 각 읍면동 단위로 등록외국인의 규모를 집계 및 공개하고 있

다.

[표 5-1] E-9비자 외국인의 시기별·4년간 증가치 상위지역         (단위: 명)

E-9 비자 외국인

2012년 2016년 4년간 증가치

1위 화성시 14,436 화성시 20,005 화성시 5,569

2위 김해시 10,728 김해시 11,358 김포시 4,058

3위 포천시 7,244 김포시 11,216 음성군 1,753

4위 김포시 7,158 포천시 8,964 포천시 1,720

5위 안산 단원구 6,839 시흥시 6,723 파주시 1,537

6위 시흥시 6,372 광주시 6,708 거제시 1,462

7위 인천 남동구 6,032 안산 단원구 6,182 이천시 1,429

8위 광주시 5,405 인천 남동구 5,866 광주시 1,303

9위 인천 서구 5,203 인천 서구 5,568 안성시 1,051

10위 평택시 4,755 파주시 5,424 밀양시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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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H-2비자 외국인의 시기별·4년간 증가치 상위지역        (단위: 명)

H-2 비자 외국인

2012년 2016년 4년간 증가치

1위 서울 영등포구 21,423 안산 단원구 20,739 시흥시 4,345

2위 안산 단원구 17,681 서울 영등포구 18,993 안산 단원구 3,058

3위 서울 구로구 15,894 서울 구로구 16,390 평택시 1,897

4위 서울 금천구 10,583 시흥시 12,480 수원 팔달구 1,683

5위 서울 관악구 8,329 서울 금천구 10,476 화성시 1,470

6위 시흥시 8,135 수원 팔달구 7,510 아산시 1,347

7위 수원 팔달구 5,827 서울 관악구 7,141 부천시 1,289

8위 부천시 5,710 부천시 6,999 안산 상록구 1,225

9위 서울 광진구 5,457 화성시 6,141 경주시 1,185

10위 서울 동작구 4,700 평택시 5,336 오산시 1,135

[표 5-3] H-2비자 외국인 감소 양상 상위 10개 지역             (단위: 명)

구분
H-2비자 외국인

지역  변화 2012년 2016년

1위 서울 영등포구 -2,430 21,423 18,993

2위 서울 관악구 -1,188 8,329 7,141

3위 서울 광진구 -749 5,457 4,708

4위 서울 마포구 -741 1,723 982

5위 서울 동대문구 -740 2,695 1,955

6위 서울 동작구 -710 4,700 3,990

7위 서울 용산구 -675 1,675 1,000

8위 서울 송파구 -623 3,004 2,381

9위 서울 성동구 -613 2,376 1,763

10위 포천시 -558 1,345 7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중 취업자격 외국인에 해당하는 전문 외국인력(E-1∼E-7비자),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취업(H-2)의 각 비율을 우선적으로 계

산하였다. 분석시기(2012년, 2016년)의 화성시와 안산시의 읍면동 등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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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화성시와

안산시의 읍면동별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와 H-2비자)의 규모를 추정

하였다. 화성시와 안산시의 읍면동별로 추정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

는 다음 표 5-4와 표 5-5와 같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체

류공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E-9비자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인 화성

시 향남읍(3,942명)과 H-2비자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10,578명)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인의 특성상 이들의 지역 내 유입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정확

히 경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통계에서 집계된 읍면

동 단위의 외국인 규모가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밀도를 가진 채 일정하

게 분산된 분포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태원 해방촌 골목,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지, 서울 동부 이촌동 일본인 마을과 같이 특

정 골목 중심 또는 법정리 소규모 지역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화성시 향남읍과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신문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한 심층 인터뷰

를 바탕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판단되는 화성시 향남읍 평리(발안시장 일대)와 안산시 원곡본동

안산다문화음식거리(안산역 앞 일대)에 초점을 두어 체류공간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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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화성시 향남읍 평리(좌), 발안만세시장 일대(우)

[그림 5-2] 안산시 원곡동(좌), 안산다문화음식거리 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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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화성시 읍면동별 비전문 외국인력 추정                 (단위: 명)

분

2012년 2016년

취업
자격

전문
인력

E-9 H-2
취업
자격

전문
인력

E-9 H-2

화성시 21,146 395 15,677 5,073 26,999 843 20,005 6,141 

봉담읍 2,196 41 1,628 527 1,873 58 1,388 426 

우정읍 913 17 677 219 1,568 49 1,162 357 

향남읍 3,022 57 2,241 725 5,320 166 3,942 1,210 

매송면 116 2 86 28 142 4 105 32 

비봉면 417 8 309 100 434 14 321 99 

마도면 1,082 20 802 259 1,356 42 1,005 308 

송산면 390 7 289 94 586 18 434 133 

서신면 470 9 348 113 608 19 450 138 

팔탄면 2,934 55 2,175 704 3,380 106 2,504 769 

장안면 1,877 35 1,391 450 2,610 81 1,934 594 

양감면 1,239 23 918 297 1,513 47 1,121 344 

정남면 2,110 39 1,564 506 2,024 63 1,500 460 

동탄면 301 6 223 72 343 11 254 78 

진안동 619 12 459 148 681 21 505 155 

병점1동 261 5 193 63 272 9 202 62 

병점2동 79 1 59 19 127 4 94 29 

반월동 211 4 156 51 170 5 126 39 

기배동 177 3 131 43 178 6 132 41 

화산동 598 11 443 143 648 20 480 147 

동탄1동 563 11 417 135 611 19 453 139 

동탄2동 91 2 67 22 146 5 108 33 

동탄3동 128 2 95 31 195 6 144 44 

동탄4동 * * * * 233 7 172 53 

남양읍 1,354 25 1,004 325 1,981 62 1,468 451 
* : 동탄4동은 2015년 동탄2신도시에서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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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안산시 읍면동별 비전문 외국인력 추정                 (단위: 명)

분

2012년 2016년

취업
자격

전문
인력

E-9 H-2
취업
자격

전문
인력

E-9 H-2

안산시
28,32

5 
508 7,328 20,488 

31,95
1 

497 6,682 24,771 

상록구 3,506 210 489 2,807 4,687 155 500 4,032 

일동 293 18 41 234 349 12 37 300 

이동 696 42 97 557 1,049 35 112 902 

사1동 464 28 65 372 505 17 54 434 

사2동 133 8 18 106 169 6 18 145 

사3동 390 23 54 312 794 26 85 683 

본오1동 523 31 73 418 490 16 52 422 

본오2동 169 10 24 135 262 9 28 225 

본오3동 255 15 36 204 439 15 47 377 

부곡동 141 8 20 113 139 5 15 120 

월피동 194 12 27 155 238 8 25 205 

성포동 43 3 6 34 25 1 3 21 

반월동 158 9 22 126 150 5 16 129 

안산동 48 3 7 39 78 3 8 67 

단원구
24,81

9 
298 6,839 17,681 

27,26
4 

342 6,182 20,739 

와동 676 8 186 482 835 10 189 635 

고잔1동 333 4 92 237 297 4 67 226 

고잔2동 128 2 35 91 150 2 34 114 

호수동 150 2 41 107 196 2 45 149 

원곡동
11,87

5 
143 3,272 8,460 

13,90
7 

174 3,153 10,578 

원곡1동 3,489 42 962 2,486 3,074 39 697 2,338 

원곡2동 64 1 18 46 116 1 26 88 

초지동 4,851 58 1,337 3,456 3,734 47 847 2,841 

선부1동 877 11 242 625 531 7 120 404 

선부2동 1,989 24 548 1,417 3,704 46 840 2,818 

선부3동 335 4 92 239 637 8 145 485 

대부동 53 1 14 37 83 1 19 63 

2) 분석 방법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자료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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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집계하고 있다. 해당 관계부처별로 외국인에 대한 집계 기준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역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그 차이는 실제로 해당 지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

쳤는지에 대해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24).

면담은 지역 주민, 내국인 상점주, 외국인 상점주, 화성외국인노동자

센터 관계자,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관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내

국인 공장주 및 사업주,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직접면담

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이

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의 경우 지역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된 화성시 향남읍의 평리(발안만세시장 일대)와 안산 원곡본동 다문화음

식거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방문과 이들

의 체류 시간이 가장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평일과 주

말의 지역 분위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 사례지역별로 평일과 주말

을 구분하여 동일 시간대의 비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녹음과 사진촬영 등의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여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자 하였다.

2. E-9비자 외국인의 체류공간: 화성시 향남읍

1) 향남읍 개요

향남읍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인구 81,691명(내 외국인 포함),

30,79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총면적은 50.005㎢이며 1㎢당

24) 2017.10∼2017.11 기간 동안 진행함. 주중과 주말을 모두 관찰하고자 격주로 조

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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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명의 인구밀도를 가진다. 총 21개의 법정리와 73개의 행정리로 이루

어져 있고, 향남읍을 중심으로 북쪽에 팔탄면 봉담읍 정남면, 남쪽에 장

안면 양감면 평택시 청북읍에 접해있다. 향남읍 내 법정리 중 지역별 주

요사항을 살펴보면 구문천리에는 화성 발안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증

거리에는 증거리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한다. 동오리에는 동오첨단산업단

지가 위치하고, 백토리에는 백토리산업단지, 상신리에는 향남제약일반산

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향남신도시가 건설되기 전까지 장짐리, 평리,

발안리를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되었다. 행정리와 상신리 북부지역 하길

리 일대는 향남택지개발지구로서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며 중심상업시설

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그림 5-3] 향남읍 평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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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특성

향남읍은 향남택지개발지구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내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향남2신도시의 영향으로 2016년 6월

기준 7만 명을 돌파하였다. 화성시 전체로 보았을 경우 동탄의 중심기능

은 물류(삼성)와 주거(동탄신도시), 향남의 중심기능은 산업(향남제약공

단)과 주거(향남신도시 1,2기)로 크게 구분된다. 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하

여 향남읍의 경우 2010년 49,188명에서 2015년 64,777명으로 인구가 약 1

만 5천여 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면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

과 이는 향남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리·상신리·하길리를

중심으로 내국인이 집중되는 현상에 의한 영향이 컸다.

비전문 외국인력으로 유입되는 E-9외국인의 경우 평리·발안리 또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구문천리를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었다. 실

제 현장답사를 통해서 E-9비자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을 평리 발안만세시장 일대에서 다수 마주칠 수 있었다. 향남읍

의 내국인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

이 그 증거이다(표 5-6참조). 2010년 향남읍 전체 인구의 6.06%에 이르

던 외국인이 2016년에는 9.13%로 증가하였다. 향남읍 내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향남읍의 내국인 중 0-19세 학령인구와 학령인

구를 둔 부모연령층(35-49세)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5-7참조). 이는 구득 가능한 인구자료가 읍면동 단위여서 E-9비자 외국

인이 밀집하는 소규모 공간에서의 내국인 연령층별 인구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향남읍의 내국인 연령층별 변화는 신

도시 개발 사업으로 젊은 연령층의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유입되는 영향

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국인이 증가하

더라도 외국인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남읍에 E-9비자 외국

인이 밀집한 체류공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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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향남읍의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비율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06 6.77 6.40 7.87 9.16 9.20 9.13

주) 등록외국인/내국인으로 계산.

[표 5-7] 향남읍의 내국인 연령층별 인구변화                   (단위: 명) 

2010 2015 증감

총계 49,188 64,777 15,589

0~19세 14,118 18,473 4,355

20~34세 12,662 12,944 282

35~49세 13,648 19,546 5,898

50~64세 5,609 9,169 3,560

65세 이상 3,151 4,645 1,494

자료) 경기통계

현장답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례지역 평리(발안만세시장 일대)의

내국인 인구변화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발안만세시장이 위치

한 평리 상업중심가에는 내국인의 거주행태는 대부분 확인할 수가 없었

으며,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내국인의 거주행태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

권 내 건물주나 제과점과 떡집 등 상점의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운영되

어야 하는 내국인 상점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내국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안시장 쪽에는 이제 거의 한국인들은 없다고 봐야지. 기껏해야 건물

주인 사람들이 맨 꼭대기 층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이제 거의 이쪽은 외국인

들 모여 사는 마을이 된 지 오래야.” (평리 상인 / 52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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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4] 평리 발안만세시장의 E-9비자 외국인

[표 5-8] 향남읍의 주택 형태 변화                              (단위: 호)

2010 2015 증감

주택 (총) 16,065 22,785 6,720
단독주택-계 2,140 2,686 546

단독주택-일반 1,579 1,556 -23
단독주택-다가구 277 381 104

단독주택-영업겸용 284 749 465
아파트 12,914 18,572 5,658
연립주택 367 136 -231
다세대주택 555 1,242 68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89 149 60

향남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파트 수가 가

장 많이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볼 경우 준주거지역 일대에 신규 건

설된 영업겸용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이 전체 주택 증가량

(6,720호) 중에서 18.7%를 차지할 만큼 상당수 증가하였다(표 5-8참조).

또한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임시처소 등이 포함되는데,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

으로 외국인의 거주행태가 해당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공장 인근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빈도는 대략 20%

비율(100개 사업체 중 약 20개 사업체) 정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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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지역의 공인중개사 거래실태를 파악한 결과, 외국인들이 주로 3

∼4명씩 함께 거주하는 원룸 및 투룸의 경우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30

∼40㎡가구가 평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55만 원에 이르고 있었

다.

“바닷가 쪽으로 기아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하청업체나 용역업체가 주

변에 많이 생겼어. 여기에 합법인지 불법인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 가

난한 외국인들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여러 명 모여 살지.”

(발안리 주민 / 37세 여자)

“구문천리 쪽 공장단지에서 컨테이너에 모여 사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이쪽

평리나 발안리 쪽에 집 하나 구해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경우도 많아. 우리 윗

집만 하더라도 태국인 남정네들이 서너 명 같이 살더라고.”

(평리 주민 / 64세 남자)

지역 주민과의 심층 인터뷰에서와 같이 E-9비자 외국인의 일부가

상당히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동남아 출신

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거주환경 조건에 대해 큰 불만을 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10명 중 7명은 주거형태에 불만 없음) 정

보를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E-9비자

외국인의 가장 큰 관심은 임금수령 가능여부와 노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네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뉴스에서 들었

던 나쁜 이야기처럼 마냥 무서웠는데, 지금은 밤에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외국

인들 말고는 그냥 외모 다르고 한국말 잘 못하는 시골 아저씨 느낌이에요.”

(중학생 / 15세 여자)

“향남읍 안에 버스 돌면서 한국인들 보는 건 향남신도시 쪽 빼고는 거의

못 보지, 뭐. 평리나 발안리, 제암리 쪽은 운전하다보면 Hello 인사만 주구장창

듣지. 나도 가끔은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여행 나와 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

(10-1번 버스 기사 / 51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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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5] 평리 일대 부동산 시세와 원룸 밀집지역

실제로 평일과 주말 낮 시간(12시∼16시)에 평리 발안만세시장 일대

를 조사한 결과, 버스정거장 앞과 소매상점 또는 대형할인마트, 길거리

구제 옷 상점 등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거리를

상당수 차지한 실정이었다. 일부 상점 주인과 마트 직원, 버스 기사, 지

구대 경찰관들을 제외하고 길거리를 통행하는 한국인은 현장조사 시간(4

시간/1일) 내에 총 7명 관측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마주친 외국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중에서도 까무잡잡한 외모를

가진 외국인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태국이나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이

라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많은 나라는 태국이죠. 향남에서 외

국인 마주치면 10명 중 6명은 태국인이고, 나머지는 베트남, 필리핀... 마지막으

로 조선족이 제일 적죠. 태국 애들이 이 지역에서 쪽수가 많아서 당당한지, 얘

네 때문에 출동하는게 대다수에요.”

(발안지구대 경찰관 / 38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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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및 상업시설

화성시는 각종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이 신규로 들어서고 있으며, 향남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향남읍 구문천

리에는 화성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

라 시화지구와 화옹지구 등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평택항과 가

까운 교통 요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기아자동차기술연구소, 경기도

화성바이오밸리, 화성마도일반산업단지 등의 입지를 유도하였다. 경기도

내에서 실제로 화성시는 제조업 사업체 수가 최다인 지역으로 대략

8,500여 개의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화성시 향남읍은 화성시의 제조업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2010년 대

비 2015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제조업이다(표 5-9참조). 2015년

기준 제조업 1,522개, 도매 및 소매업 1,047개, 숙박 및 음식점업 960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E-9비자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될 때 적용 받는

고용허가제 기준을 토대로 총 종사자 수 300명 미만이고 외국인 종사자

를 고용한 공장에 해당하는 업체를 2011년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그림

5-6참조).

사례지역인 평리 서측에 위치한 장짐리 일대에 공장들이 다수 분포하

고 있다. 평리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 부적절한 조건이

다. 따라서 평리 주변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이 대거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존의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계속

해서 공장 및 산업단지의 시설 및 확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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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향남읍의 사업체 변화                          (단위 : 개)

2010 2015 증감

전산업 3,172 5,523 2,351

농업, 임업 및 어업 1 3 2

제조업 660 1,522 86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3 2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 17 4

건설업 65 90 25

도매 및 소매업 617 1,047 430

운수업 318 553 235

숙박 및 음식점업 616 960 3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7 4

금융 및 보험업 39 41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9 191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 91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61 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9 4

교육 서비스업 125 188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 173 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 145 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0 422 13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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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5-6] 화성시 공장 분포

“우리 같은 영세공장들은 내국인 쓰기엔 인건비가 아깝죠. 경기도 좋지 않

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조선족과는 다르게 동남아 사람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공장 인력난 채우기에 부담이 없죠.”

(한국인 공장주 / 53세 남자)

“화성시의 경우에 E-9비자 외국인은 제조업 공장 중에서도 악취 심하

고, 소음 심하고, 뜨거운 열 기운 있는 페인트나 용접 쪽 공장에 대다수 일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외국인들이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도 눈 있고 귀 있

는 사람이라서, 합법인 외국인들도 그쪽 계열 공장은 가는 걸 꺼려하거든. 그러

니 고용허가제에서 그런 공장에 배치된 외국인들이 돈은 벌어야겠는데 사업장

변경은 할 수가 없으니, 초창기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결국엔 기존에 일했던

그 공장밖에 일할 곳이 없는거야. 악순환이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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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남자)

향남읍에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식음업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 되었는데, 실제로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태국, 베트

남 중심의 외국계 음식점이 건물 1개당 평균 2∼3개의 상점이 소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5-7참조).

“한국 온지는 3년 되어가고, 식당 오픈한지 1년 조금 넘었어요. 한국

오기 전에 화성에 태국인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더라

도 화성 오고 싶었어요. 고향 친구들 밥 주는 것도 기분 좋고, 나도 친구들 많

이 사귀잖아요.”

(태국음식점 외국인 상점주 / 39세 남자)

평리2길 및 발안만세시장 중심으로 평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

요 소비자 계층은 외국인 노동자(E-9비자)였다. 내국인의 거주분포가 상

당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평리와 발안시장 입지 상 향남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구역이나 내국인 집중거주지역과도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7] 동남아 국가 관련 주요 식음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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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사례지역의 주요 가로변 건물의 1층 업종분포를 조

사하였다(그림 5-8참조). 주요 상업시설과 음식점은 동남아 국가 관련인

곳이 많았으며, 한국계 중국인이 상점주인 관련 상업시설은 중심 가로변

뒷골목 쪽에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상점은 대부분 대형

빌딩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평리 발안만세시장 지역에는 휴대폰 판

매점의 수가 특히 많았다. 대부분의 상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간판과 안내문이 외국어로 안내되어 있는 곳을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주말(금∼일요일)의 경우 동남아 국가 출신의 외

국인 노동자들이 원거리의 공장 기숙사 및 숙소에서 외출하여 평리 쪽으

로 소비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점을 관찰할 수 있

었다(그림 5-9참조).

자료: 야외 현장조사(2017.11)
[그림 5-8] 평리 발안만세시장 일대 상업시설 업종분포 (1층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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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 5-9] 향남읍 평리 내 주요 상권 이용 행태

“내가 생전 영어 공부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워낙 외국인들이 많아지

고, 가끔 가다보면 한국말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 무작정 배달전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영어공부를 시작했지.”

(한국인 상점주(치킨) / 49세 남자)

“주말 금토일에는 거의 외국인들 장 잔뜩 본거 트렁크에 실어서 서너 명 씩

공장단지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저녁 시간대에는 거의 택시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몰려서 같이 택시를 타. 한국인 손님들 태우는 건 주말일

경우에 하루 평균 2-3번 정도? 거의 외국인 친구들 태우고 다니는 게 우리 밥

벌이야. 얘네 없으면 이쪽 우리 택시장사들 다 망할걸?”

(택시기사 / 55세 남자)

4) 외국인 체류 지원 인프라

평리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게 되는 민간단체이다(그림 5-10참조). 사실상 공공에서 운

영하는 외국인복지센터는 합법적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응대하고, 정작

대다수의 문제로 나타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절차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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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돕고 있다. 임금 체불이나 인

권 침해를 일삼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소송 사건까

지 도맡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화성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보통 5〜25인 사이의 공장에서 가장 많이 일

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들까지 다 계산하면 훨씬 더 많지.”

“화성에나 안산에나 하나같이 다 악덕업주들만 있는 건 아냐. 열에 한 두

집이 문제가 있는 공장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실제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

하거든. 화성에 작은 공장 구멍가게까지 다 더하면 6천여 개인데, 그 중에 5%

만 잡더라도 300여개잖아?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지.”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남자)

실제로 향남읍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사업장 변경을 할 자

유가 없어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은 정주 환경보다 근로 환경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다. 한국계 중국인

(H-2)과 달리 대다수가 공장이나 산업단지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신체적 상해나 건강 악화 등의 피해를

자주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도시 성격을 갖는 화성시의 특성상 농 축산업에 종사하는

E-9비자 외국인의 수도 상당하며, 이들의 경우 지역 중심 시가지와 비교

적 거리가 먼 곳에 체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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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10]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한윤수 소장

평리 내에는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용하고 있

었으며, 이를 지원 및 협력하는 이주민센터도 위치하고 있었다. 까리따스

이주민 화성센터의 경우 평리일대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의 언어능력 향

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었다(그림 5-11).

이외에도 향남읍 구문천리에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가 입지하고 있

었다. 해당 센터는 화성시가 설립하고 (재)까리타스 수녀회 유지재단에

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

으며, 보통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융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용접, 자동차

정비 등의 전문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진

행되고 있었다.

“한글 잘 몰랐어요. 여기 학원(까리타스 이주민 화성센터)와서 많이 배

웠어요. 이제 한글 알아서 잘 속지 않아요.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베트남 / 27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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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11]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좌), 까리따스이주민 화성센터(우)

5) 내국인과의 공존

현장조사 및 지역 주민 심층 인터뷰를 통해 E-9비자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E-9비자 외국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향남읍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로 본국에서 일행이 없이 홀로 이주

해온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 이주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었다. 하지만 국내에 정착하면서 낯선 지역에서의 적응 생활에 있어서

독립적 의사결정보다는 동일 출신국의 선행 이주민 또는 동남아시아 국

가 계열의 타국인을 통한 정보와 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향남읍 주민이 E-9비자 외국인을 바라

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E-9비자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임대인)은 이들에 대해 약간의 기피감을 가지고 있었다.

향남읍에서는 외국인들이 공장 내 기숙사나 비거주용 컨테이너 건물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택 및 원룸단지에서 거주할 경우 2명 이상

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주민(임대인)은 여러 명의 외국인

이 함께 살기 때문에 임대한 가구의 내부 상태가 한국인이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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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노후 정도가 가속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을 이웃 주민으로만

접하는 주민들의 경우 초기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할 때는 상대적 기피감

이 있었으나, 언론에 노출되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부정적 이슈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E-9비자 외국인들에 대해 비교적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사례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

가한 상태에서 한국인 상점주는 이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대체되면서 매

출 감소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더 증가한 경우도 있어 매우 호의적 태도

를 보였다. 가령 PC방이나 노래방, 마사지 샵의 경우 기존 한국인을 대

상으로 영업할 때보다 매출이 상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국의 가족들

과 연락할 때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 등을 위해 주로 방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구직 활동을 위한 정보 취득을 위해 PC방을 방문

하여 검색과 함께 주변 외국인들과의 정보 공유도 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다 할 단점은 없지만, 그래도

어색하고 낯설고 어려운건 사실이죠. 그래도 가게 매출은 그 사람들 없으면 운

영이 안 될 만큼 매출에 주요 고객층이에요.”

(한국인 상점주(화장품) / 42세 여자)

“여기 외국인들은 집에 컴퓨터 사두고 쓸 정도로 여유도 있지 않고, 사

놓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때 처분할 수도 없으니 굳이 사지를 않더라고요. 그

래서 가게 매출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올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한국인 상점주(PC방) / 36세 남자)

내국인 또는 외국인 상점주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게에는 영어 안

내 표지는 기본적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핸드폰 가게 또는 도 소매업 생

활용품 상점 등에서 외국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단지 내에서 실제로 E-9비자 외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공장주는

대체로 자신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직접 선호하는 외국인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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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12] 평리 일대 주요 소비자 계층인 E-9비자 외국인

경우이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활동에 있어서 만족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

으며, 기존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출신국의 외국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장주 입장에서도 동일 국가 출신의 경우 비슷한 가치관

을 가진 외국인들이기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선호하고, 외국인의 입

장에서도 사업장 내 적응을 빨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대상이 되었

다.

“우리 공장은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전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

어서 가끔 불편할 때가 있지만 옆에 사람이 또 일 잘 가르쳐주고 나한테도 의

사전달을 잘 해주니 서로 좋더라고요.”

(한국인 B공장주 / 57세 남자)

발안지구대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 국가 출신 중에서는

태국인과 연관된 지구대 출동건수가 가장 많았으며(약40%) 조선족 관련

출동건수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난

동을 부려 영업 방해로 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

다. 그 외 외국인의 경우 치안에 위협을 주지 않는 편이었으며, 향남읍의

E-9비자 외국인은 한국 공권력에 대한 의식을 갖추고 있는 편이라 전했

고, 출동 후 경찰관의 계도활동에 대해 순응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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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13] 발안 지구대와 외국인자율방범대

많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수로 인하여 기

존 내국인 중에서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중 자

원자를 중심으로 순찰대를 결성하여 지구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하는 등

의 지역 커뮤니티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태를 주로 관찰할 수 있

었다.

3. H-2비자 외국인의 체류공간: 안산시 원곡동

1) 원곡동 개요

원곡동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이 공존하는 곳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총인구 55,587명(내 외국인 포함), 15,482가구가 거주하고 있

는 지역으로 총면적은 2.15㎢이며 1㎢당 25,854명의 인구밀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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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안산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일대

또한 원곡동 남쪽으로는 반월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위치하고

있어 원곡동 내에는 공장 기숙사 또는 사택이 위치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고, 안산 다문화음식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음식거리는 4호선 안산역과 접해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활

발히 일어나고 있는 한 정거장 차이의 초지역 일대(초지동, 선부동)와 달

리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 인구 특성

원곡동의 경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68.43%의 인구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안산 원곡동이 다문화특구지

역으로 지정될 만큼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표 5-10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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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향남읍과 비교하였을 때, 체류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안산의 경우 특히 단원구 원곡동은 별다른 도시개발사

업이나 산업단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70년

대 내국인이 반월공단의 주요 인력일 때부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중심

지로 원곡동이 중점적으로 형성되어왔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

한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내국인과의 인과관계에 상당한 영향관계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곡동의 경우 0-19세 학령인구와

20-34세의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 5-11참

조). 이는 안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핵심 노동력이 내국인에서 외국

인으로 이미 상당수 대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1980년대부터 외

국인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원곡동 자체가 공단과의 근접성,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저렴한 주거비용,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외국인 사회자본 등

으로 인해 계속해서 외국인을 불러 모으는 요충지가 되었다.

“여기 다문화특구 안에는 거의 95%는 외국인이죠. 둘러보면 조선족 음식점,

조선족 마트, 동남아 음식점들이잖아요. 특구 바깥쪽 원룸촌은 거의 조선족 주

택단지에요. 한국인들이 다문화특구로 들어올 일은 전혀 없죠. 한국인은 다들

집주인이면서 서울 살거나 안산사람이면 중앙역 쪽 잘사는 양반들이지 집주인

여도 집 관리하러 찾아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공인중개사 / 51세 여자)

[표 5-10] 원곡동의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비율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곡동 47.77 55.11 53.29 61.37 67.49 70.50 68.43

주) 등록외국인/내국인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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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원곡동 내국인 연령층 인구변화                         (단위: 명)

2010 2015 증감

합계 30,126 32,021 1,895

0~19세 6,794 6,449 -345

20~34세 7,511 6,938 -573

35~49세 8,836 8,966 130

50~64세 4,888 7,021 2,133

65세 이상 2,097 2,647 550

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15] 다문화특구 내의 한국계 중국인

“내가 김밥장사 한 지 7년은 됐는데, 사실 여기서 장사하면서도 중국인들 조

선족들 무서워서 하루하루 심장 졸여가며 일 하러 나온다고. 며칠 전에는 술에

잔뜩 취한 조선족 하나 와서는 가게 깽판치려던거 겨우 말려서 되돌려 보냈어.

한 해 한해가 갈수록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지... 이러다 한국인 사장들도 다

쫓겨날 만큼 많아지니, 조금 불편하긴 해.”

(한국인 상점주(김밥) / 52세 여자)

원곡동의 경우 1980년대 공장지대 배후 주거지일 때부터 연립주택이

대다수였는데, 현재는 빌라나 원룸 형태로 변화되었고 특히 H-2비자에

속하는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 다세대 주택의 분포가 매우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표

5-12참조), 다문화음식거리의 약 90%가량이 지상 7층 이하의 건물에 해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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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원곡동 주택형태의 변화                               (단위: 호)

2010 2015 증감

7,588 12,155 4,567
단독주택-계 1,523 1,238 -285

단독주택-일반 184 55 -129
단독주택-다가구 1,008 762 -246

단독주택-영업겸용 331 421 90

아파트 5,481 6,319 838
연립주택 94 121 27
다세대주택 422 4,445 4,023
비거주용건물내주택 68 153 85

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16] 다문화음식거리 내 저층 건물

또한 다문화특구 내 저층위주 건물에는 1,2층은 대부분 식료품점 및

핸드폰 판매 대리점, 외국인 상대의 은행 및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3〜4층 이상부터는 마사지 샵, 노래방, 다방 등의 유흥업소들과 인력사무

소들이 대다수 점유하고 있는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6). 이는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 후, 본국으

로 출국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상당수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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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해당 업소나 상점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안

산다문화 파출소 경위로부터 알 수 있었다.

“여기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은 10명 중 8〜9명은 조선족이죠. 이 사람

들은 동남아 외국인들처럼 혈혈단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삼삼오오 식구들을 데

리고 들어와요.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고. 그런데 이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

까 부작용이 워낙 심한 거죠.”

(안산다문화파출소 A경위 / 남자)

원곡동의 경우 아파트의 증가규모의 약 5배가량 정도 다세대주택이

증가하였다(표 5-12참조). 이는 원곡동 내에서 총4,567호 세대가 증가한

점에서 약88%에 이른다. 원곡동은 다문화특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

함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과 이들의 주거수요에 대

한 대응으로 발생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H-2비자 외국인 및 동남아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시장가격을 파악해보았다. 2017년 하반기 기준으

로 20〜40㎡의 다양한 크기의 주택들이 밀집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평균

보증금 300〜600만원에 월세 20〜55만원까지 주택 조건에 따라 다양하

였다.

“원곡동 조선족들은 마냥 공장가서 일하는 동남아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어

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건너오기를 애초에 식구들까

지 데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가족이나 대가족끼리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투룸에 많게는 9명이 사는 집도 봤어요. 이사 나갈 때 보니까 집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 / 51세 여자)

“사실 우리도 원곡동 주민이긴 하지만 이젠 우리가 비주류인 느낌이에

요. 원곡동하면 언론에서나 신문에서 다들 외국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다문화

특구랑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사니까 워낙 외국인들을 자주 보죠. 그래도 조선

족이라고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해 지고나면 골목길 걸어올

때는 아무래도 무서워서 빠르게 걸어요. 다문화특구 주변은 워낙 외국인이 초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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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지역여서 집값도 잘 오르지도 않아요.”

(원곡동 P아파트 주민 / 39세 여자)

3) 산업 및 상업시설

안산 원곡동의 산업구조는 도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숙박 및 식음업

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안산 국가산업단지의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의 소재로 인한 것으로, H-2비자 외국인의 경우

서비스업에 취업가능한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더불어 운수업

이나 숙박 및 식음업 또는 도소매업에서의 산업 발달이 향남읍보다 두드

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원곡동은 2010년 대비 602개의 도·소매업이 증가하였고, 제조업568

개, 숙박 및 음식점 업이 109개 증가하였다(표 5-13참조). 원곡동 남쪽으

로 반월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위치하면서 공장25) 밀집지역

이 자리 잡고 있다(그림 5-17참조). 다문화음식거리는 왕복 8차선의 도

로를 건너기만 하면 공단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

만 화성시 향남읍과 달리 신설 공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공단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 85%는 되죠. 중국 애

들은 거의 여기 다문화특구에서 자기들 음식팔고, 다방이나 노래방 장사하고 있

죠. 사실 중국인들은 노동자라고는 할 수 없지. 우리랑 하는 장사들이 다 비슷

비슷한데...” (한국인 상점주(문구) / 49세 남자)

사례지역이 산업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

가 출신의 외국인(E-9비자 추정)들은 관찰하기 힘들었다. 즉, H-2비자

25) 화성시 향남읍의 공장을 분석한 기준과 동일함. 공장등록통계를 이용하여 H-2비자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될 때 적용받는 고용허가제 기준을 적용하여, 총 종사자수 300명

미만이고 외국인종사자를 고용한 공장에 해당하는 2010년까지의 공장과 2011 ~ 2016년

사이에 신설된 공장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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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원곡동 외국인의 약 90%를 차지하고 안산의 산업도시 영향력

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보다는 H-2비자 특성상 취업 가능한 ‘서비스업’

의 허용범위가 공단 배후지역에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점

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13] 원곡동의 사업체 변화                              (단위 : 개)

2010 2015 증감

전산업 4,349 6,230 1,881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제조업 925 1,493 56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 26 17

건설업 111 199 88

도매 및 소매업 1,279 1,881 602

운수업 476 667 191

숙박 및 음식점업 618 727 1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26 12

금융 및 보험업 22 38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4 152 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 96 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5 257 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3 0

교육 서비스업 55 79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 87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1 157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6 341 4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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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5-17] 안산시 공장 분포

그림 5-18에서 초록색 음영처리 된 구역은 인력사무소가 대거 위치

한 구역으로, 1층에 철물점 및 영세 제조업체 위로 인력사무소가 즐비해

있는 구역이다. 실제로 안산 산업단지와 가장 인접한 교통요지인 안산역

앞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및 가사노동 구인 광

고를 하는 사무소가 많았고, 연구자도 현장조사 중 관련 전단지를 다수

발견 및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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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데이터드림 ‘중국음식점’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5-18] 중국음식점 개점 분포와 상권 형성

분홍색 원 구역은 안산다문화음식거리 특구로서, 원곡동 조선족 거

리라는 인식이 대표적인 곳으로 인력센터도 매우 많았으며, 한국계 중국

인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답게 중국 관련 음식점이나 식료품점이

대다수 즐비해있다. 다문화음식거리 중심 상권에는 식당, 슈퍼, 핸드폰

대리점, 여행사,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은행 등이 다수 밀집해 있고, 노상

점포들도 대다수 연중무휴로 열리고 있다. 안산 다문화음식거리로 지정

된 구역 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국



- 105 -

식 음식점과 중국식 마트나 수입고기 정육점,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전

자제품 가게 등이 다수 존재했다. 다문화음식거리 외곽으로는 원룸단지

와 노래방 및 다방 등 유흥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26)에 따르면 다문화음식거리 특구 내의 전체

상점 수는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외국계 상점은 53개소 증가하였

다. 현재 전체 1,420개소의 상점이 위치한 다문화음식거리 특구에서 269

개가 외국계업소였다. 하지만 269개 업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업소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222개소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며, 전

체 업소 중 109개소가 음식점에 해당하였다. 기존 중국음식점과 인접한

지역으로 새로운 중국음식점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5-18참조). 노란색 원 구역은 다세대 주택 및 원룸단지가 밀집한

구역으로 건물 외관에는 중국 국기나 해당 중국인 소수민족과 관련된 깃

발이나 전통 의복이 걸려 있는 곳이 많았다.

다문화거리 내의 주요 상업시설 업종분포는 다음 그림 5-19와 같다.

“다문화특구 안에 이렇게 다문화시장이 생겼어도 하나의 통합적인 상인회를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우선 서로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끼리끼리 자국민 중

심으로 모여 지내니까 자잘한 상인회가 생겨버렸어요.”

(다문화시장 한국인 상점주 / 61세 여자)

26) 안산 다문화지원본부(2017),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조사(경제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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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야외 현장조사(2017.11)
[그림 5-19] 원곡동 다문화음식특구 일대 상업시설 업종분포(1층 업종 기준)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생선 비린내 풍겨가며 비위생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한국인은 거의 방문하지 않고, 조선족 자국 동포들만 와서 물건사고 장

사하는거죠... (한국인 상점주(식당) / 49세 여자)

“다문화특구 안에는 제일 임대료 비싸죠. 얘네들한텐 거의 우리나라 명

동급인 곳이니까. 먹을 곳 있지. 살 곳 있지. 놀 곳 있지. 근방엔 일할 곳 있지.

내국인 부동산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임대료 상승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1,2년이 멀다하고 가게들이 싹싹 바뀌고 있죠.”

(공인중개사 / 46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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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기 장사한지 얼마 안됐고, 아는 언니가 하던 가게 물려받았어요.

아마 처음 가게 열은 지 한 10년쯤 되었을걸요? 아, 그 언니도 우리 동포에요.”

(중국 식료품점 / 여자 38세 중국동포)

원곡동의 경우 내국인의 지역 내 입지 선호도는 낮은 편이지만, 외국

인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명동과 같은 공간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본 결과, 10년 전에는 보증금 200〜300만 원에 월세 20〜30

만 원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30〜80만원까지 가격 폭이 커졌다. 대부분

임대 전입자들은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 및 동포들 내부적으로는 노

점 상권과 판권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특이사항은 오히려 자국 동포 사이에서 강

력범죄가 제일 많이 야기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료: 직접 촬영(2017.11)
[ 5-20] 다문화음식거리 내의 중국계 식료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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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21] 각종 인력사무소

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22] 한국계 중국인이 운영하는 노점상

4) 외국인 체류 지원 인프라

현재, 원곡동 내의 이주민 센터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복지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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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곡동의 종교시설 중심으로

이주민들을 위해 체류지원을 담당했으나, 2009년 안산 다문화특구 지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지원 및 협조하고

있는 형태였다. 또한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거주 최다지역이기에 정부와

지자체 측면에서 이들을 안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의 길로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해왔다. 내 외국인 간의 정기 다과

모임, 외국인 대상의 무료 건강검진, 세계전통문화공연 및 콘서트 개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캠프 주최, 다문화 어울림 체육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원곡동 내에 다문화특구를 지정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의 적응

과 문화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목표 대상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참여율은 전체의 15%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평일과 주말 한국어 강습 교실에도 전

체 수강생 중 약 10%의 수강자만이 중국 및 한국계중국인에 해당되었

고, 나머지 수강생은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했다.

“사실 원곡동 안에서 지원하는 외국인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계중국

인(조선족)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단이 어찌되었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순화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강의 들으러 올 시간에 장사를 1시간 더 한다는 주

의고, 관심도 없는거죠. 결국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대다수 수강생이 돼

요. 다른 지역처럼 보통 한국에 잘 적응해서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

(다문화지원본부 관계자 / 여자)

이처럼 연구자가 관찰 조사한 바, 평일 및 주말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비율이 눈에 띄게 적었으며 평균 과반도 넘지

않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전체 프로그램의 약 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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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다문화음식특구 일대 외국인 지원 기관

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24]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자료: 직접 촬영(2017.11)
[그림 5-25] 안산 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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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국인과의 공존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 연고지가 없어도 자유

롭게 중국국적 동포들이 왕래하며 취업함과 동시에 원곡동은 이들이 거

주하는 중심지였다. 하지만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과의 심층인

터뷰를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곡동은 외국인 유입의 급증을 경험하던 초기에 외국인에 대한 내

국인의 공포감과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원주민(한국인)이 지

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문화특구

및 주변일대는 내국인 거주지역이라는 시선보다는 조선족 및 동포 마을

이 되어버렸다. 원곡동 내 H-2비자 외국인(한국계 중국인 및 동포)은 화

성 향남읍과 달리 국내로 이주할 때 직계가족이나 일행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동행인이 있다는 것은 초기 이주비용이 E-9비

자 외국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선

택하는 합리적 행위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E-9비자 외국인

들이 홀로 국내로 유입되어 공장 내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던 것과 달리

H-2비자 외국인의 거주환경은 비교적 쾌적한 편이다. 다만 한 가구에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이유 때문에 전입·전출 성수기 때, 심각하게 훼손

되거나 노후한 주택의 조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H-2비자 외

국인을 상대적으로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원곡동의 H-2비자 외국인은 안산반월공업단지에 종사하는 경

우보다 다문화음식거리 특구 내에서 서비스업 관련 상업 활동에 참여하

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인 상점주의 경우,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설상가상 중국동포들까지 장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

계하고 호의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졌다. 무엇보다 특구 내에서 노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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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한국계중국인의 행태 때문에 기존 한국인 상점주나 중국 외 출

신의 외국인 상점주들의 불만이 컸다.

H-2비자 외국인들은 중국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획득한 소득

을 지역 일반 상권(한국인 또는 중국 외 출신의 외국인 상점)에서 소비

하기보다는 자국 동포의 또 다른 상점에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되는 H-2비자 외국인이 유입되더라도 지역 경제

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수 있

다. 따라서 원곡동의 경우 내국인이 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아도 중국국

적 동포만으로도 폐쇄적 공동체를 이루며 거주·노동·소비활동이 모두 가

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특구라고 이름은 되어있지만, 보시다시피 다문화 인종보다는 조

선족과 고려인 동포가 훨씬 많아요. 여기서 사소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파만파

부풀려져 외부에 알려지고 결국 언론에도 노출이 되는데.. 사건사고 나면 확대

보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상 조선족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들어오면 좋겠

다 싶죠.” (한국인 상점주(제과)/42세 여자)

원곡동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치안이 좋지 않은 슬럼가의

이미지이다. 과거 조선족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곳도 원곡동과 멀지

않은 곳이다. 그 이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님비인식은 강했으나, 해당 사

건 이후 내국인의 정주행태나 방문빈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외국인의 꾸

준한 유입이 계속되었다.

안산 다문화파출소 경위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은 자기들 나라 공안경찰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협박하는 일이 흔해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사

람들이 원곡동에서는 한국경찰이나 공권력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눈 앞에서

사건사고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안산시 전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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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110여 개였는데, 현재 안산시의 CCTV 설치개수는 3,547개에 이

른다. 전국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1위답게 사실상 치안에 허점이 많으며

이에 대한 감시체계는 필수라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수

행하는 동안 실제로 외국인이 따라 붙거나 전단지나 광고지를 강요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문화음식거리라고 해서 SNS에 뜨고 한번쯤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

는데... 분위기가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저희를 외부인으로

배척하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긴 분명 한국인데 말이죠.”

(수원 거주 / 20대 대학생)

“사실 원곡동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다들 혀부터 내둘러요. 그런데 막

상 가게 하다보면 이런저런 진상들도 만나지만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사람마

다 다른 거지. 출신이 어디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보다는...”

(한국인 상점주(편의점) / 47세 남자)

4. 소결

본 장에서는 서로 다른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이 미시적 관점에서

체류공간에 끼친 영향을 사례지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E-9비자 외국인과 H-2비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을 선행하고, 심층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은 화성시 향남읍의 발안만세시장 일대(평리)와 안산

시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특구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두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 결과, 화성시의 경우 E-9비자 외국인

의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유출현상이 크지 않았으며, 읍면동

내에서 약간의 공간적 이동을 할 뿐 화성시 향남읍을 벗어나진 않았다.

반면, 안산의 경우 H-2비자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더불어 학령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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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20∼34세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연령층의 유출현상이 나타났다. 안

산의 H-2비자 외국인은 E-9비자와 달리 서비스업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국인과의 고용경쟁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주택유형의 경우 두 지역 모두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수가 증가하

였으며, 화성시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증가폭도 상당한 것을

볼 때 안산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E-9비자 외국인은 열악한 주거환경보다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고용이 보장되는지와 임금에 관한 사항이 가장 큰 관심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및 상업시설의 변화 분석결과, 화성시는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E-9비자 외국인도 제조업과 농 축산업에 배치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관련 업체인 산업단지 내 공장과 변두리 지역의 농가가 주

요 거처이므로 화성의 E-9비자 외국인은 출신국이 다르더라도 다수가

한 공간에서 밀집하여 정보를 나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안

산 H-2비자 외국인은 이들의 대다수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고용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매우 고밀도로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자

국 동포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E-9비자 외

국인은 기존 상권 및 한국인 상업경제에 어렵지 않게 융화되고 상권 활

성화를 재탄생 시켰으나, H-2비자 외국인은 다문화음식거리 특구 내에

서 오히려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상권 분위기를 야기하였다.

외국인 체류지원의 경우, 화성시는 비교적 공공이나 민간에서 지원하

는 프로그램의 외국인(E-9) 참여율이 상당했으나, 안산시 외국인들(H-2)

특히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계획 대상이기도 했

으나 참여율이 상당히 낮았다.

지역 구성원 관점에서 화성 향남읍에서는 주민(외국인을 이웃으로 둔

한국인), 한국인 상점주, 외국인 상점주, 공장주(한국인), 외국인 주민 모

두 E-9비자 외국인의 유입증가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노동의 결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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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더라도 향남읍 경제나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반면, 안산 원곡동에서는 외국인 상점주와

공장주(한국인), 외국인 주민은 H-2비자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으며 이들의 정착생활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 구성원인 주민(한국인), 한국인 상점주,

경찰관계자 등의 경우 H-2비자 외국인의 증가는 원곡동에 긍정적 영향

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끼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H-2비자 외국

인들로 하여금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이상 지

역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방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두 사례지역의 비전문 외국인력의 체류에 따른 특성을 정리하면 표

5-14와 같다.

[표 5-14] 비전문 외국인력의 비교 (화성시와 안산시)

구 분 E-9비자 외국인
(화성시)

H-2비자 외국인
(안산시)

이주비용 홀로 입국 식구 및 동행인과 함께

독립적 의사결정 기존 초기이주자 
네트워크의 영향 받음

같은 동포의 네트워크 
영향을 받음

거주환경 공장 내 기숙사, 원룸
( 적음)

원룸 및 투룸
(조건에 대해 세세하게 

고려함->불만사항 쉽게 가짐)

노동환경 제조업 분야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식음업 및 가내 서비스)

사업장 변경의 자유 없음 있음

임금 갈등 없음 있음

지역 산업경제 기여도 긍정적 부정적

소비활동 기존 상권 및 내국인 
상권과 교류 많음

기존 상권 및 내국인 
상권과 교류 거의 없음

인권침해 쉽게 노출됨 피해를 입어도 대응방안 
준비됨

지역 내 사회문제 영업방해, 폭력 강력범죄

치안 집단적 위협감 없음 집단적 위협감과 분위기를 
주도함

지역 내 인식 3D업종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굳이 없어도 무방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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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 증가에 주목하여,

이들이 미시적 공간 차원에서 끼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각 비전문 외국인

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으로 나누었다. 두 그룹 사이에 이

동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두 그룹이

각각 체류하는 지역에서 공간적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질문

을 시작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무부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로 E-9비자와 H-2비자

비전문 외국인력의 이동패턴을 분석하였고, 사례지역으로 화성시 향남읍

과 안산시 원곡동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야외답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9비자 외국인의 경우 주로 제조업과 농축산 및 어업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보충하기 위해서 배치되었으며, 이는 수도권에서 비수

도권으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

급성장이 일어나며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심 내에 소재하

던 제조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현상으로 지방도시에서 농축산업과 어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때문

에 E-9비자 외국인이 대도시 및 수도권에 한정되어 체류하던 과거와 달

리 지방 도시로 점차 확산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H-2비자 외

국인은 과거에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으나 수도권과

영남권 일대로 집중하는 이동패턴을 보였다. H-2비자 외국인은 E-9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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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업 가능한 업종27)외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내국인과 비슷한 외모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H-2비자 외국인에

대한 사업주의 선호도가 더 높은 점과 H-2비자 외국인의 단독적인 점포

운영의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의 분포가 집중되는 것이다.

둘째, 두 그룹의 비전문 외국인력은 사업장 변경 자유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E-9비자 외국인은 고용주(사업주)가 전적으로 이들의 사업장 변

경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류공간(거주지)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

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는 체류공간 내에서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인

‘체류’ 이상의 행태를 뛰어넘는 ‘정주’행태를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

났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은 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독립적인 자유가 인정되어 스스로 체류공간을 선정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외국인은 소속감을 갖게 되고 기존 지역의

장·단점들을 이주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하여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모

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차이점은 화성시 향남읍과 안산시 원곡동에서 소

비활동과 내국인과의 공존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이 각각 추구하는 관심과 목표에 차

이가 있었다. E-9비자 외국인은 업종 종류를 떠나서 최대한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구직활동에 관심이 컸다. 이들은 보통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소득 수준과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이상 최대한 오랜 기간 취업활동을 전개하는 것

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한 생김새

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단독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가

장 큰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체류공간의 기존 주민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인식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화성시 향남읍의 경우 지역 주민은 E-9비자 외국인

27) E-9비자 외국인의 취업 가능한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건설폐기

물처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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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해당 지역에서 그들은 쇠퇴하는

상권의 신흥 소비자로 등장했으며 동일 국가 출신의 집단화 현상이 나타

나지 않아 체류공간에 위협요소를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파악되었다.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지역 주민은 H-2비자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보였다. H-2비자 외국인(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국적동포의 유

입은 반월공단의 배후인 원곡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역과 관련 상

권이 밀집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일한 이주배경을 지닌 외국인

의 집단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기존 주민과의 거주지 분리

현상과 상권 경쟁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은 취업 업종과 정

주양상에 차이가 있으나 계속해서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은 공통적이다.

현재 이들에 대해 정부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

의 유입 규모가 증가할수록 강제적인 통제 조치의 효력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사증별로 세분하

여 파악하는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고, 이들이 유입되어 체류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관련 정책과 공간적 변화에 적절한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

다.

2.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지향해오던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은 최근 국내 여건상 필수불

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부문의 해결책으로 유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양성화하여 활용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기본 3년 계약기간 또는 연장 기회

를 통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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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전문 외국인력 중 특히 E-9비자 외국인의

불법 체류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합

법적 체류자격이 불법 체류자격으로 전환되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공간적 변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한 지

역 내의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E-9비자 외국인에게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권리를 동일하게 부

여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이 행해지면 개인적 선호에 따른 거주지 선정이

이루어진다. 체류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대

해 갖는 소속감과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외국인이

적응하는 속도와 내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다. 음성군의 경우

셋째, 국내로 유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전반적

인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는 지역별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통계를 고려해보면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

부 등 여러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기관별 집계 방식을 통해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이 도시공간에 체류하면 단일 측면의 사회 문제보

다는 여러 측면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사업장 내 인권침해

로 인해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의 흡수 유입이 이

루어진 경우, ‘노동’과 ‘거주’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

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 외국인 관련 문

제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한계는 외국인의 행태로 하

여금 지역의 공간적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지역별 컨트롤타워가 구축된

다면 답습되는 외국인 관련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

고, 향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를 고

려하여 지역의 도시 계획적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체류자격 구분을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초점을 두고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E-9비자 외국인과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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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외국인(한국계 중국인)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분석과정에 있어서

국적별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체

류자격별 외국인에 대해 구득 가능한 실제 자료는 법무부의 2008년부터

집계된 시군구별 통계연보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읍면동 단위의 실제

외국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외국

인주민통계를 토대로 E-9비자와 H-2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때문에 실제 유입 규모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다. 끝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사례지역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조

금 더 장기간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과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으

로 인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일반화보다 사례지역 중심의 경험적 연구가

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의 체류행태까지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면 관련 연구에 매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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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o-Temporal Moving

Pattern of Non-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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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for St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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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line in working age population, caused by population aging

and lower birthrates, has drawn migrant workers into Korea to create

an economy relying on this substitute workforce. The government,

since the 1990’s, has especially implemented policies that aim to

alleviate labor shortage issues for non-professional (3D) jobs. More

recently, academic inflation has furthered the tendency to avoid

lower-paying jobs among domestic workers, which in turn accelerated

the immigration of non-professional migrant workers.

The current investigation divides non-professional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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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wo groups based on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t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on a micro-level how immigrants

with E-9 and H-2 visas each have an impact on their settlements

upon entering the country.

Three questions drive the investigation.

First, how do the spatio-temporal moving patterns of E-9 and H-2

visa holders differ? Second, what factors underly this difference in

spatio-temporal moving patterns between the two groups? Third,

what impact did the influx of E-9 and H-2 visa holders each have in

the two regional cases chosen in this paper?

To gauge spatio-temporal moving patterns, city, county (gun) and

borough (gu)-level data from 2008 to 2016 on the number of E-9 and

H-2 visa holding residents were amassed and analyzed.

Hyangnam-eup, Hwaseong-si was chosen to serve as a regional case

for E-9 visa holders. For H-2 visa holders, this was the city of

Ansan-si, Wongok-dong.

The key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

First,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type of businesses

that E-9 and H-2 visa holders could each work for, although the two

groups are often referred indiscriminately together as ‘migrant

worker.’ The physical appearance of a foreign national and his(or her)

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were two criteria that influenced

employment decisions the most for business owners. The E-9 visa

holders tended to move away from 'the capital or a metropolis' to

'periphery of the city or rural cities'. This was likely caused by

severe labor shortages in Korean agriculture, dair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typically located in non-capital regions. On the

other hand, H-2 visa holders were seen to live near the capit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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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large cities,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service

industries. This indicates that H-2 visa migrants are similarly drawn

to capital regions as do Korean nationals, and thus could compete for

jobs with domestic workers.

Second, the most promine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reated by the EPS was whether they are allowed to move to new

jobs freely. The E-9 visa migrants are denied right of residence as

they have no freedom to change jobs. They are often the victim of

human rights abuse, and take up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illegal

immigrant population in Korea. Conversely, H-2 visa holders are

granted the freedom to change jobs, or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labor. They are also given right of residence independent from their

work, meaning they are not required to live in the vicinity of their

workplace. This leads to an interest and attachment to the

settlements of their own choice, a phenomenon that was clearly

discernible in the case of Ansan-si, Wongok-dong, a region densely

populated by H-2 visa migrants.

Third, the two groups showed differing interests and goals. E-9

visa migrants were interested in the continuity of their work, while

H-2 visa migrants were more interested in the maximization of profit.

Due to this difference in interest and goal, the two groups had

significantly dissimilar relationships with their settlements and with

local residents, and displayed markedly different attitudes regarding

their will to improve social relations with local residents.

Lastly, there was a clear contrast in how native residents viewed

the two groups. In Hyangnam-eup, Hwaseong-si, the native residents

had considerably favorable opinions of the local E-9 visa holders.

This was because this group strove to quickly adapt to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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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having active interactions within the region as a new

class of consumer in a preexisting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H-2 visa holders in Ansan-si, Wongok-dong had little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despite the similarities they had in physical

appearance, and frequently came into conflict with indigenous shop

owners. While the local government office strove to diffuse the

tension with various policies that support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into society, the H-2 visa holders (Korean-Chinese), who make up

approximately 90%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Wongok-dong, show

very low rates of participation. This overall attitude towards the local

community has given rise to a negative perception and aversion

towards H-2 visa holders from local resid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reassess preexisting policies that prohibit

the permanent residence of migrant workers. The last thirty years

have brought about a difference in circumstances; we are no longer

safe from the risk of population decline. Thus, it will benefit all

parties to move beyond the idea of non-professional migrant workers

as a group needing strict control. Revising regulations on permanent

residence will allow us to reduce the detrimental consequences of

illegal residency, assign length of stay based on skill level, and foster

a sense of belonging for immigrants to the local community.

Second, E-9 visa immigrants should also be allowed the freedom to

change jobs. Voluntary choice of work and settlement leads to a

sense of attachment and higher interest for the local community.

Considering that E-9 visa holders make up the majority of the

migrant population working in industries with severe labor shortages,

this will likel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peed of adap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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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occupancy in immigrant settlements.

Third, there is a clear necessity of a control tower that

systematically manages immigrant affairs. Up till now, this

responsibility has been split between multifarious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functions and incompatible ways of running surveys. The

resulting lack of systematic understanding as well as a

well-integrated approach to immigrant affairs are an obstacle to

delivering support in a strategic manner, which then negatively

effects the way of life for migrants in their settlements. A systematic

control tower will allow u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igrant population, and will also aid future urban planning by

reducing social costs at the regional level.

◆ keywords : non-professional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

migration, Employment Permit System, space for staying

◆ Student Number : 2016-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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