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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배우자와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넘나드는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국제이주의 흐름에서 ‘이주의 여성화’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현상으로 다측

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여성 결혼이주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

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경계가 불분

명한 이주여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주여성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제도화 정도

를 기준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 가사노동 이주여성, 성노동 이주여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집단에 대한 정부대응의 특성을 분석한다. 정부는 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범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이주여성집단에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변화 뿐 아니라 노동시장, 국민국가의 성원권, 복지국가의 수

급권 등에서 다양하고도 중요한 사회변화를 예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대응은 거시적

수준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는 국제이주의 논의와 미시적 수준에서 노동-결혼-국적이 복

잡하게 얽혀 있는 개별 이주여성의 삶과 노동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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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화, 국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제이주 주요한 특징

이다(Castle & Miller, 2009: 133; Kymlica & He, 2005; IOM, 2005: 109-110). 이주의 여성화 

흐름을 살펴보면 여성에게는 노동이주와 결혼이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생애과정에

서 이주를 전후하여 취업 및 결혼, 가족 형성이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된다. 요컨대 여성의 

경험 안에서 결혼-노동-이주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Piper and Roces, 2003: 3-5). 특

히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인구학적 변화에서 기인된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에서 여성이주자를 요구하는 노동수요가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Castle and Miller, 2009: 145).

세계적으로 이주는 국제경제의 변화, 지리･정치적 변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성이주자와 여성이주자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Piper & Rocoes, 2003: 1-4). 남성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노동자로 이주하는 반면 

여성들은 유출/유입국의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가사노동(domestic work)이나 

각종 서비스업 등 전형적인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사적노동과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노

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이주자들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렇게 상이한 경제영역에서 요구되는 노동 수요는 종종 젠더화 되어있고, 유입국의 정책으

로 인해서도 여성이주자와 남성이주자들의 생활과 자격(entitlement)도 달라진다(Piper, 2007).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외국인집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집단의 유입 형

태에 따라 현재 정책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외국인정책 대상 집단은 외국인노동자(남성)과 

결혼이주자(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크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다문화 담론

의 확장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피상적이고, 결혼이주여성에 편향, 중복

되어 있으며, 행정 편의적, 업무 중심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김혜순, 2008: 67). 그러나 

우리 사회에 유입되는 여성이주자들은 결혼이주자만이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을 위

해 유입되는 이주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 현재 한국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주여성 집단

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이주자는 전체 이주 집단 내에서도 최하층에 위치하여 가시

화되지 못하고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으며, 이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선주, 2006: 1-2). 이와 같이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

자의 위치에 놓여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매우 취약한(vulnerable)한 지위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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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역동적인 신분상의 변화가능성을 지닌 주체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주 여성은 ‘한국인의 배우자’이자 ‘한국 국민의 어머니’면서 ‘노동자’이며 ‘준한국인’ 혹은 

‘외국인’이며, ‘합법/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사적/공적 공간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주체들이

다. 

기존의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정책 혹은 소수자 정책영역에서는 ‘결혼이주자(여

성)’와 ‘외국인노동자(남성)’로 양분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고, 다문화 담론 속에서

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된 초점대상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놓친 연계 고리인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을 강조하면서 이주여성을 포괄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는 여성이주자 집단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설계에서 무엇보다 이들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주 여성들을 국제이주 경험에서 결혼

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넘나드는 연결된 연속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상이한 정

책대상으로 인식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복잡한 정책대상 집

단이다.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의 특성과 경험은 남성 이주노동자의 그것과 상이하

다. 이주여성의 노동은 생산영역뿐 아니라 재생산영역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이주 여성들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응되는 정책설계를 고려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지닌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제이주흐름에서의 이주여성들의 증가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데 대하여 살펴본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주의 여성화’의 의미

를 생산노동 뿐 아니라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분업, 유입국에서의 성별화된 노동수요를 중심

으로 파악하다. 더불어 목적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수와 특정한 유형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유입국의 법과 정책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주여성을 

유형화(typology)를 시도한다. 이주 여성들은 사적/공적 영역의 기준과 정부대응의 정도를 

법･정책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marriage immigrants), 가사노동 이주여성

(domestic worker), 일반노동 이주여성(general workers), 성노동 이주여성(sex workers)으로 유

형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제기되어야 할 논의 및 아젠다를 살펴본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에게 상이하게 대응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장기거주 한국국민이 될 결혼이민자와 단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구

분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활동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여성이주의 

노동과 현실은 가정과 사회, 노동시장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며 결론 맺을 것이다. 



194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국제이주 연구에서 젠더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Agrawal, 2006: 21-22). 이전의 국제이주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전통적인 이

미지와 논의는 남성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는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부속된 존재

로서 가족재결합 범주에서만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홀로 독립적으로 이주

하고 있으며, 경제적 직업을 얻기 위해 독립적으로 이주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의 

양상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최근 ‘이주의 여성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현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Castle and Miller, 2003: 67), 이러한 현상은 이주

의 시대(age of migration)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경향 중 하나이다(Castle and Miller, 2009: 

10-12). 국제이주 연구들에서 국제이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성별이 결정

적인 요소라는 것은 널리 확증되었으며, 성별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이주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져 왔다(Carling et al., 2005; Piper, 2005; Gabaccia 

et al., 2006; Piper, 2007). 

‘이주의 여성화’ 개념은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 중 다수가 여성이주자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는 ‘동반 이주자(tied 

movers)’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외, 2006: 25). 1990년대 이후 이주의 여성화 경향이 감지되면서 일군

의 학자들이 젠더가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작동 지점이라는 것을 논의하

고 있다. 사회적 성역할인 젠더는 기존의 이주연구에서 빠진 여성에 대한 분석 추가, 성별

화된 이주 유형, 이주적응과 정책에서 불평등성을 지적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젠더

가 단지 이주과정의 한 외부변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주의 구성요소로서 설정되어 다

양한 정체성, 실천양식,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Honganeu-sotelo, 2000; 박

신규, 2010: 183).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의 여성화’는 국제결혼의 증가현상과 함께 논의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국제결혼이주 역시 노동이주라는 경제적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는 ‘아내’ 와 ‘노동자’로서의 이주여성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은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이주한 나라의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고, 국

제결혼여성이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등 국제결혼과 이주노동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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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주여성들은 이주 전후의 과정

을 통해서 ‘노동자’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노동자’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Piper 

and Roces, 2003: 3-8). Sinke(1999)는 이주와 결혼은 항상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주결혼

의 결정과 이주노동을 결정하는 전략이 유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주노동의 수용 조건이 까다로운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로 이주하기 위해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이주 통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김현미, 

2006). 다양한 집단의 이주여성들은 유출국과 유입국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

치고, 유입국의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있어 그들의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

고 있으며 복잡하다. 

동일한 지역이라도 ‘이주의 여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개별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시아지역의 유입국에서는 여성이주자들이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과 성산업

종사자(sex workers)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어(dominate) 있다(Agrawal, 2006: 27-28).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여성 가사노동자의 수가 많은 국가들도 있으며, 일본처

럼 외국인가사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한국처럼 재외동포에게만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의 국제이

주를 이해하기 위해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유입국에서 성별화된 노동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개별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이주여성 집단의 수와 형태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국가의 법･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1) 생산 및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

과거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서 주로 고려되었던 것은 생산노동이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노동의 국제적 분업 뿐 아니라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분업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이주

를 분석하기 위한 거시수준의 분석인 세계체제론은 세계화로 인한 불균등 발전의 틀 안에

서 이주여성을 국가-노동간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Sassen(1998)은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

는 원인이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저임금으로 시장화 되었기 때문이라

고 논의한다. 기존에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던 일들이 시장화 되는 것은 국제노동 분업의 결

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제조업의 쇠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화와 

분업화로 숙련된 노동력의 필요성이 점차 적어지는 반면, 미숙련의 저임금 일자리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Ball, 2004; 이선주, 2006: 131). 세계화된 세계경제는 선진국 내의 

서비스산업의 확대 및 양극화로 인하여 저기술･저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주여성

들은 이러한 저임금･저숙련 기술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가정부,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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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하녀 그리고 단순조립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다. 즉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

종이나 특정 서비스부문으로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이 유입된다는 입장이다.

이주여성에 의한 노동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주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

은 생산 노동 뿐 아니라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재생산 노동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재생산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재생

산 노동에는 가족의 가사일, 노인이나 어른 그리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아이들

을 사회화하는 일, 가족 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Parrenas, 2001: 103; 

Brenner and Laslett, 1991; Glenn, 1992). Parrenas(2001)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가사노동에 대

한 사례연구에서 세계화과정의 재생산노동 정치학을 분석하면서, 이를 “돌봄의 연쇄(Global 

Care Chains)” 혹은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선진국의 전문직 여

성은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이주여성의 가사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고,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들은 선진국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본국에 있는 더 가난

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구매하여 본국의 가족을 돌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화는 단일화된 시장경제라는 공식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한 지역에서의 생산 

활동을 국지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재생산활

동도 점차 상품화됨에 따라 글로벌 세계시장경제의 맥락 속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한 지역

의 재생산활동은 다른 지역의 재생산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분

업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경제의 매커니즘 안에 존재하는 재생산노동은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Parrenas, 2001: 60-61).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결혼 역시 

재생산의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조건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논의들이 이러한 초국적 영역의 맥락에서 진행되지 않고, “다문화 사회” 혹은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동화작용 촉진의 방법으로 논의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생산 노동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이주를 다루는 학문적 연구가 드

물고, 이 여성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파레나스, 2009: 9-11).1)

일반적으로 재생산 노동은 법의 경계 밖에 있거나 노동법규가 정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

지 않기 때문에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재생산노동은 그 노동의 성질상 가정과 같

은 사적인 공간에서 감정노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인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다

는 점 때문에 가시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생산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이주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 Parrenas(2001)의 한국어판(파레나스, 2009) 서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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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화된 노동 수요

유입국에서 이주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이 반영되고 확장된 것으로, 성별로 구별된 고

용구조를 반영하는 특정 직업군에 주로 종사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여성이주자들이 전통

적으로 여성적인 일자리(typically female)라고 여겨지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들은 주로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 성산업 종사자(sex workers), 식당종업원, 호텔 도우

미, 공장 조립라인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직업군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개인적 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 순종적이고, 여성이 온순하길 원하는 가부장적 유형과 관련이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이러한 유형화된 직종에서의 이주여성의 노동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이 확장되

어 나타난 것이다(Agrawal, 2006: 28). 물론, 여성노동자들도 남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제조

업,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 분야에도 취업하고 전문직 이주여성노동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에게만 특화된 몇몇 서비스 직종, 즉 가사도우미, 간병인, 보모, 서비스업 등에서 이주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은 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업종이다. 그 위계의 꼭대기에는 의료서비스와 육아서비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다. 아시아지

역의 이주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성산업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화된 결혼시장

에 유입된다. 아시아에서 남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공적/생산 영역(formal/productive 

sector)에서,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사적/재생산 영역(informal/reproductive sector)에서

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다.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남성이주노동자와 비교하여, 지

속적이며 경제변동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서도 여성 이주

노동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었었다. 현재도 건설 및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수요는 줄고 

있는 반면, 가사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요인까지 감안하면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이다(Asis, 2003: 

3-5). 즉, 인구구조의 변화, 유입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으로 여성 이주노동자

에 대한 수요는 경제상황(경기둔화, 실업 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성별화된 이주와 유입국에서의 성별화된 노동수요의 과정은 이주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지위(the most vulnerable, the most flexible)에 위치하게 한다. 노동시장에 편입된 이주여성들

은 두 가지의 서로 맞물리는 메커니즘-일차적으로 유입국의 여성(majority women group)에 

비해서, 이차적으로는 동일한 남성이주자에 비해서도-에 의해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지위

에 위치하게 된다. 여성이주자들은 젠더, 계급, 인종에 의해서도 차별받게 되면 동일한 이주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으로 처우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으로의 여성이주는 전통적으로 성별 분업화된 노동 뿐 아니라 새롭게 상품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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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생산노동과 돌봄노동 영역-결혼이주여성, 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대리모 등-으로 변해

가고 있다(김혜순, 2008; 김민정 외, 2006: 176; 김현미, 2006: 176; 이혜경, 2005). 가사노동

에 대한 수요증가는 신흥공업국인 아시아지역의 유입국 노동시장에서의 국내여성의 역할 

변화에도 영향이 있다.2) 육아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입국의 여성들이 더 많은 풀타임 일자리

에 참여할수록, 보모 및 가사노동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유입국에서는 본국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가사노동자 및 재생산 노동 이러한 직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기도 한다(파레냐스, 2009: 9-10). 전통적인 성역할, 성별화된 구조가 이

주여성들을 특정한 직종에서 노동하게 한다. 또한 유입국의 성별화된 노동수요는 여성 이주

노동자와 남성 이주노동자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유입국의 법과 정책 

이민정책에서 이주민의 수와 범위의 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crucial)이다. 유입국

의 법･정책은 목적국 사회에 진입한 이주민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유입국의 

법･정책은 국제 이주자의 수, 흐름, 유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

서 다문화담론 및 관련 정책의 급속한 성장은 결혼이민자라는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

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만들고, 여성이주자들이 한국인과의 국

제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한국의 법과 정책이다. 같은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국가일지라도 ‘가사노동자’에 대한 비자가 있는 싱가포르, 홍콩과 이러한 비자형태가 없는 

일본에서 가사노동 이주여성들의 수와 흐름은 상이하다. 또, ‘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일본

과 한국으로 유입된 성 관련 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자의 수가 압도적이었던 것은 이

들 국가의 출입국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국제이주의 전망은 세계경제와 지정학적인 광범위한 변화와 최근의 정책

변화의 결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정치와 정책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젠더화된 이주양식

을 발생시키며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 이동성을 지배하는 법과 

규칙은 종종 젠더화된 결과를 낳으며, 이주자들은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 내에서 다르게 위

치 지워진다. 그리고 사회 혹은 공동체로 이주자들을 통합시키는 데 여향을 미치는 정책들 

역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입국에서의 결혼이주자의 생활과 기

회들은 법과 정책에 의해 복잡하고도 친밀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고 국가 그 자체와 자신의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한다. 

2) 여성의 국제이주는 유입국 뿐 아니라 유출국의 가정,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혼 여성들의 

이주와 장기간의 부재로 남겨진 아이들과 성역할 변화, 가족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주된 초점은 유입국 측면에서 이주여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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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관련 정책은 국가가 어떻게 유입이주에 대응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즉, 어떤 이들에게

는 개방적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폐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결정한다. 이주의 내용과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 및 법안은 매우 유의미한 요인인 것이다(Oishi, 2005: 

20-56; Williams, 2010: 162-181).3) 국제적 노동시장에서 강한 수요의 요구가 있을 때라도 국

가는 종종 국외 노동력의 유입을 막으려고 노력한다4).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

구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일지라도, 이러한 변화에 대

응하여 어떠한 유형의 외국인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개별국가들의 중단기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2. 선행연구 검토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국외연구들이 노동이주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자가 증

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

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정책마련이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들(김이선 외, 2006; 설동훈, 2006; 이삼식 외, 2007), 결혼이민자와 한

국사회의 다문화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이다(강휘원, 2006; 김혜순, 2008; 

전경옥, 2007; 박채복, 2008; 최현실, 2009; 최종렬, 2010;  황정미, 2010; 전형권･이승희, 

2011). 좀 더 구체적인 분야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정경운, 2007; 박신규, 2010)나 국민정체성에 대한 연구(서운석, 2009), 사회연결망

과 행위전략에 대한 연구(황정미, 2010), 시민권에 대한 연구(김비환, 2007; 신지원, 2010; 황

정미, 2011; 2012), 국제인권과 연계한 연구(홍성필, 2007), 결혼이주여성의 법적권리(형근혜, 

2011)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의 연구들이 새롭게 한국사회에 등장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사회에 관한 연구들이었다면, 결혼이주여성을 국제이주이론 및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연결

시킨 연구들(이혜정 외, 2006; 이선주, 2006; 전형권, 2008, 2012; 황정미, 2009; 기계형, 2010; 

김민정, 2012)은 기존의 국제이주 이론적 논의에서 빠진 젠더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3) 이주라는 현상은 유출국과 유입국이 있어야 하므로, 유입국의 정책만이 이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

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유입국의 정책과 법률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주의 흐름과 규모와 유

형을 관리･통제하는 주요한 영향은 유입국 이민정책의 영역이다. 

4) 그렇지만 국가의 권리부여(empowerment) 권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개개인 행동을 전부 

규율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이주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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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및 여성학 분야의 연구는 외국학자들이 동남아시아 이주여성들의 연구를 통해 개

발한 이론들과 개념들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서 외국의 이주여성과 국내의 이주여성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김민정 외, 2006; 김현미, 2006; 이혜경 

외, 2006; 황정미, 2009; 윤인진, 2010 재인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

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연구(김영란, 2007), 국제이주에서 여성노동을 젠더적 

시각에서 본 연구(김미경, 2004; 이선주, 2006; 2009), 법적 관점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문제

를 진단한 연구(김교숙, 2010)가 있다. 조선족 여성들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는 이혜경 외

(2006)은 조선족이라는 출신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주의 여성화와 여성이주노동자의 

초국가적 가족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변혜정(2007)은 여성의 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를 논의

하였고, 홍세영･김금자(2010)은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 가사노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박홍주, 2009), 외국

인 가정부에 대한 연구(이혜경, 1997; 2004)와 보살핌의 상품화를 여성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허라금, 2008)가 있다. 성 관련 직종에서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친밀성’이 

전지구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거나(김현미, 2004), 여성인권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인간안보에 초점을 둔 연구(김애령, 2008; 이정옥, 2004)들로 소수의 연구들만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분야의 연구들은 국제 이주라는 거시적 차원과 이주여성 개인의 사회･문화적 적

응과 같은 미시적 차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국제이주 

논의와 개별국가의 법·정책, 정부대응의 제도화와 같은 중범위적 차원의 논의를 연계하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종범(2008)은 한국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외국인집단을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심각하게 대

두된 것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시발되었

으나 그 의미를 다른 소수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김선희･전영평(2008)은 2000년

대 이후 결혼이주의 급속한 증가세와 더불어 결혼이주자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였음을 밝히

면서도, 그간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자를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여 시행되는 정책들이 인구 관

리적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권보호 차원의 정책들이 부족하

다고 논의한다. 최무현(2008)은 참여정부에서의 다문화정책 내용의 주요 정책대상을 결혼이

민자, 국내 혼혈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별로 정책수단 유형분류를 한다. 그리고 다문화정책

의 정책대상에 따라 정책수혜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대상에 따라 정책수단에서 차이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숙연(2008)의 연구는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대상을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불법노동자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소수자 정책이 차별적 포섭과 배제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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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대상의 정체성의 형성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각 

대상 집단에 대한 정책방향이 달라짐을 논의하였다. 한승준･박치성(2011)의 연구는 우리나

라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으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집단을 상정하고, 이 

두 집단의 사회적 형성의 차이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정부가 대상 집단을 언제 

누구로 결정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권익을 높여주려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규제, 

즉 부담을 주는 정책설계를 하는 경향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

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다문화 담론의 급속한 확대 속

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성격이 강한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둘째, 외국인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들은 결

혼이주자(여성) 혹은 외국인노동자(남성)을 비교하면서 두 대상집단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차이, 정책의 차이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적영역에서도 활동하며, 재

생산 노동도 수행하는 이주여성의 노동의 특성 및 의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다. 

Ⅲ. 이주여성 유형화

1. 이주여성 유형화 

본 연구는 국제 결혼이주와 국제 노동이주를 넘나드는 이주여성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주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데 우선, 대한민국에 유입

된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유형화(typology)5)을 시도하였다. 한국사회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은 결혼이민자들만이 아니며, 여성 이주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5) 유형화에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연역적 접근방식의 유형화(typology)와 귀납적 접근방식의 유형

화(taxonomy)이다. 기존연구가 논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학자 간에 그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 대

상을 연구할 때, 주로 분류 혹은 Typology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Typology 접근방식은 이론적 개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대상이 해당 개념에 따라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구분하는 방식이

다. 그 기준은 개별연구자가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한다. 반면에 Taxomony 연구방식은 복잡한 시

스템을 분석하거나 현실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분류를 시도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경

험적 도구로 인식되거나 혹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분류를 시도할 때 활용된다. Typology 접근 방

식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사례보다는 개념차원의 관점을 보다 잘 드러내 준다. 유용한 경험학적 지

식을 생성하고 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제공하는(weber, 1949; Bailey, 1994)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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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 가사노동 이주

여성, 성노동 이주여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1> 이주여성 유형화

제도화 
정도

높음

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

낮음

가사노동 이주여성 성 노동 이주여성

사적영역(가정) 공적영역(시장･사회)

활동 공간

a) 돌봄노동(care work)을 수행하는 이주여성들은 노인 돌봄, 간병, 아이돌보기 등의 활동을 하는데, 동일한 
노동이지만 요양원, 병원처럼 사회영역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은 일반노동 이주여성 영역에 포함되고,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자의 영역에 포함된다.

b) 예술흥행(E-6) 비자를 지닌 이주여성의 경우, 그 비자에 합당하는 체류기간과 노동조건에 적합한 공간(예, 
호텔, 유흥업소에서의 노래, 댄스 등)등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반노동 이주여성의 영역에, 비자조건에 
적합지 않는 활동(성매매 혹은 성 관련 산업 종사)을 하는 경우에는 성노동 이주여성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림 1> 이주여성 유형화의 기준으로서 가로축은 이주여성들의 활동공간을 나타낸다. 

젠더와 공간에 대한 과거의 논의에서 공/사적 영역 구분은 남성성을 공적공간에, 여성성을 

사적공간에 결합시키는 이분법적 논의였다.6) 사적영역인 가족과 노동시장 및 사회영역으로 

간주되는 공적영역의 구분이 가족임금에 기초하여 남성-생계부양자 vs 여성-피부양자의 이

분법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초기 산업사회의 기본틀로 제기된 공/사 영역의 구분은 점차 

6) 사적/공적 구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Walby(1990)의 Theorizing Patriarchy에서 가져왔다. 웰비는 가부장

제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사적 가부장제(Private patriarchy)는 가부장 개인에 의해 집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 지배다. 이것은 배타적 전략으로서, 여자는 본질적으로 집 바깥의 공적 생활참

여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적(公的) 가부장제(public patriarchy)는 그 형태가 집합적 양상을 

보인다. 여자들은 정치나 노동시장 같이 공공 영역에 관여하지만, 여전히 재력, 권력, 지위에서 분리

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Walby는 여성 억압이 한때 가족 속에서 발견되었다면, 이제는 전체 사회 전

반에 자리 잡게 된 셈이다. 여성들은 이제 공공 영역 모든 분야에서 분절된 하위 영역에 종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제의 모습은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Walby가 언급하

듯이, 여자들은 집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착취당하는 사회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Gidde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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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는 공적영역으로서의 사회와 재생산을 담당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을 기능적으로 분업화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문현아, 2008: 

62). 현실에서 공/사 영역의 경계는 흐려지고 중첩되어져서, 공/사 영역 구분은 붕괴되고 있

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특히 성별역할과 관련된 공/사 영역의 구분은 아직도 강력하게 작

동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의 많은 제도와 정책들은 공/사 영역 구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별역할 분업에 의거하여 형성되었던 법과 정책들은 이주여성과 관련된 국가

정책, 이주노동정책, 사회통합정책, 가족제도 및 복지제도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주 여성

의 삶과 일에 대한 국가의 법과 제도의 공/사 영역의 재구성 및 재편하기 위해서는 공/사 

영역 구분에 의한 문제점을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로축은 제도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이주자 관련 법률이나 정부정

책의 유무와 같은 정부대응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주자에 대

한 정부대응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을 위한 정책의

제설정이나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기존의 참여자도 아니었고 정책대상도 아니었던 여성이주

자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새롭게 한국 국민이 되었건, 외국국

적의 거주민으로 살아가건, 생산영역의 노동자이건, 재생산 영역의 노동자이건, 각각 이주여

성 집단에 대하여 국가가 이주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정책과 법률7)을 살펴보는 것

은 유용하다. 

여성이면서 외국인, 여성이면서 한국인이기도 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대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정책이 마련된 공식적 제도적인 정부대응 뿐 아니

라 이주여성에 대한 법이나 정책적 결정을 미루는 무대응의 모습을 한 대응에 대해서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부대응은 무대응적 대응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면 뿐 아니라 불

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의 두 

번째 측면(two face)에 대하여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이다(Bachrach and Baratz, 

1962; 1963, 632-642).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채택한 결정 뿐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는 정부가 회피하는 쟁점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공공정책으로 보아야 

한다.(Heidenheimer, et al., 1993: 9; 남궁근, 2008). 정부의 비행위(inaction) 또는 무결정

(non-decision)도 그러한 행의나 결정에 대한 압력에 저항하여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

7) 유입국의 법과 정책은 이주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주여성들

은 유입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입국의 법률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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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구될 때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책영역에서도 체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

는 문제를 파악하면서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현

실적으로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 만에 정책의제로 채택되며, “정부가 왜 특정정책을 

채택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집단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해진다(남궁근, 2008). 

한국 현실에서 중요한 노동과 복지문제와 같은 주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비결정

(non-decision)’8)의 영역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비결정의 영역･수준이야말로 더 중요한 정치

과정이요, 권력관계이다(최장집, 2005: 18-19). 국가는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 정책과

정을 통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고자 개입한다(혹은 개입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 어떤 문

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는 국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 된다(이재경･이은아, 2010: 

12).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의무와 권리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는 가장 오랫

동안 공공연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권리 구성방식과 국가의 의무부과는 자국민과는 

상이할 것이다. 여성이면서 외국인, 여성이면서 한국인이기도 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해서 정

부는 이주여성 집단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무대응 포함)하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정부대응의 특성으로 법･정책의 유무 및 제도화 정도와 담당 정부부처 또는 관련

부처 그리고 정책적 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 집단 중 정책

의 적용을 받는 집단과 그러하지 못한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내고자 한다. 

Ⅳ. 이주여성과 정부대응 

1. 국제결혼 이주여성9)

1) 정부대응의 특성

(1) 법과 정책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된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등이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가족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이러는 와중에 

8) non-decision을 해석함에 있어 남궁근(2008)은 ‘무결정’ 혹은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의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으로 최장집(2005)은 ‘비결정’으로 명칭한다.

9)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혼인귀화자+국적미취득 결혼이주자)’ 용어를 사용한다. 정부의 공식적

인 표현은 ‘결혼여성이민자’인데, 이러한 표현은 혼인귀화자에 한정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맥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자, 국제결혼이주자 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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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 전반을 다루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

에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시행

되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으로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가 설치되고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 이어서 <제2차 다

문화가족지원정책(2013-2017)>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 결혼이주자 집단은 다른 이주여성 집단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상으로 인식되고 있

다. 여성결혼이주자는 다른 여성이주자 집단에 비하여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지위를 향유한

다10).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및 지위는 한국 국민인 남편과 아이들에게 부속되어 주어지는 권리이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의 엄마라는 특성에 기인한

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다른 여성이주자 집단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

이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크다.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지위를 

이혼과 동시에 박탈당하게 되어 그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11). 국

가가 이혼한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려는 경우는 한국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

우에 한정된다. 결혼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초기에는 한국사회에의 동화적 적응

을 지원하는 통합정책 성격의 다문화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처 간 경쟁적인 다문화정책의 실행으로 정책

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12) 그런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실제로 결혼

이민자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가구의 비율이 52.9%를 차지하고 

10) 국제결혼이주의 동일한 조건이 남성결혼이주자 집단에 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고 있다.

11) 외국인근로자보다는 낮지만, 결혼이주자의 불법체류외국인이 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한승준･박
치성, 2011). 이러한 결혼이주자의 이혼문제는 다문화가족 해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관

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략했을 경우 성 관련 종사자로 

전락하거나 외국인 범죄와의 관련성도 높다. 

12)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특이한 점은 결혼이주여성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중국) 
및 중국출신 여성들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여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다. 정부정책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여성결혼이민자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출신

의 여성이었고, 정부의 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축인물들은 동남아시아 여성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한족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동화주의 성격이 강한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 한국어가 자유롭지 못한 이주여성들을 우선시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206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

있다(설동훈 외, 2006). 또한 배우자의 장애 및 과도한 나이 차이13) 등으로 실질적으로 여성

결혼이주자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혼 및 사별로 인해 결혼이

민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2) 담당 정부부처 

결혼이주여성정책의 관심의 초점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법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정책

에서 여성가족부 주도의 가족정책으로 이동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3-2017)>에 의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정부기관은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방부, 외교부, 경찰

청, 방통위, 법원으로 총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다.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고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

합대책’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12개 부처가 7개의 과제를 분담 

시행하였다.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후로는 법무부의 사업영역이 확장되었으며, 

2007년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된 다문화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

책을 전담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고

용노동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정책을 비교해보

면, 정책과제 영역이 5대 영역에서 6대 영역으로 확대되었는데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

출확대’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추진기관을 비교해보면 외교부, 국방부, 외교부, 방통위, 법

원 기관이 1차 기본계획과 달리 새롭게 관련부처로 등장하였다.

(3) 정책적 관심

국제결혼 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으며, 관심초점은 담당 정부부처의 다양

성만큼이나 다각적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축의 변화를 보인다. 결혼

이주여성정책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서 출발하여 인신매매성 국

제결혼과 이후의 가정폭력, 안정적인 체류 등의 인권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런데 2006년도 이후 정부지원을 급증하였는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

화되고 대안으로 가족지원정책의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부터는 결혼이민

자들의 취업활동 지원, 그리고 개인차원의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그녀들이 속한 가정 전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지원의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다(한승

13) 다문화가정 부부 평균 나이차 17년이다. 젊은 이주여성이 결혼 후 아이들이 고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나이가 된다(여성신문, 20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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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박치성, 2011).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대책’14)이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문제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문제에 대응을 준비한 

것이다(남지민, 2012).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대책’을 기점으로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경제

활동 및 취업지원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부가 부처로 자리배김하기 시작하였다.15) 초기에

는 결혼이주자의 사회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였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이규용 외, 2011), 여성결혼이주자도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이

라는 인식을 가지고 결혼여성이주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이주여성 노동자와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고혜원 외, 2010; 양인숙 외, 2010). 2010년 이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 차별과 편견 없는 수용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2) 정부대응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국제결혼 이주여성 집단은 공간적으로 사적인 가정의 영역에 위치하면서도, 정부의 대응

이 높은 집단이다. 정부대응의 성격은 주로 결혼이민자 개인에 대응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국제결혼 가족의 열악한 경제상황 하에서 결혼이주자들

은 노동시장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일자리와 여성이주노동자가 일자리 특

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향후 정책설계에 필요할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에

서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논의와 이주여성 노동에 대한 논의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대응은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 위치할 때 보다 적극적이

었다. 한국국민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형성･유지하는 재생산활동이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 또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목적으로 보

인다. 

정부대응이 동화주의적 사회통합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통합문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심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본적 접근시각은 다르지 않다. 노동자로서의 결혼이주

14)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워회 주관으로 2009년부터 준비, 2010년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

로 발표함

15) 결혼이민자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노동부의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만 한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전국 고용지원센터 및 직업훈련 기관 등 산하 추진체계 및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결혼

이주자의 취업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양인숙 외, 2010: 
60-61). 노동부는 2010년 6월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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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의 고령화 및 저소득화로 인한 다문화 

가족 유지를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의욕이 높고 가족의 경제상황은 그녀들의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있

지만,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보육 및 가사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는 취업을 희망하는 현실적인 여건은 취업지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이규용 외, 2011: 4).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국내여성들의 현실과 궤도를 같이한다. 결혼

이주자들이 사회영역에서 노동을 하게 될 경우, 가정 내에서의 육아, 노인 돌봄 같은 재생

산 가사노동의 공백이 발생하게 됨을 이해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의욕이 높고 경

제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족의 돌봄 노동, 및 재생산 노동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인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인식에서 한국시민으로서 사회의 

노동자로서의 인식변화도 요구된다. 이주여성에 대한 국외 연구들의 주된 논의는 돌봄의 지

구적 위계와 연쇄 고리 및 돌봄의 공백에 대한 것이다(Hochschild, 2000; Hondagneu-Sotelo, 

Yeates, 2009). 이 측면에서 지구적으로 위계화된 돌봄 고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누가 

돌봄 노동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상황을 고려해 보면,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이들과 노인들은 누가 보살피는가?’의 문제가 드

러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를 앞에 두고 결혼이민자들이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도구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결혼이민자들이 노동하

는 자녀양육, 노인 돌봄,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Lan(2008: 834)은 외국

인 신부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국제결혼 이주와 가사노동자의 이주

에 대한 논의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 신흥공업국이지만 싱가

포르, 홍콩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수가 많고 노동이주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

인 가사노동자의 수요문제가 정책적으로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2. 일반노동 이주여성16)

1) 정부대응의 특성

(1) 법과 정책 

산업연수생제도 이후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한동안 산업연수생제도와 고

16) 본 연구의 일반노동 이주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 아닌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를 가

리킨다. 이 영역에 속하는 직종은 고숙련 전문직부터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병원, 양로원등의 간병

인도 이 영역에 속한다. 이 영역의 범위도 넓고 다양하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다수의 이주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저임금･ 저숙련 직종인 단순노무 직종 및 서비스 직종 등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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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허가제가 병행되다가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일원화되었

다.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된 외국인 노동

자에 대한 고용허가제17)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취업기간 동안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기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등은 합법 신분의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

하게 대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여성이주노동자

도 명목상으로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국적동포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무점포 소매업, 여관업, 일반 음식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기초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 

및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단순노무행위’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12월부터 서비스업분야

에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가사, 간

병, 보육 등에서의 조선족 여성노동자의 수와 비율은 증가하였다. 유입국에서 이주여성의 

노동수요는 성별화되어 있으며, 여성이주 노동자의 주된 일자리인 서비스 업종에서 지속적

인 확대경향을 보여 왔다18). 하지만 한국정부의 법과 정책은 성별 분화된 특성을 반영한 외

국인력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외국국적동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주자 노동의 특성과 현실은 남성이주노동자의 그것과 상이하다. 첫째 100만원 미

만을 받는 여성외국인근로자는 72.9%를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남성외국인노동자들은 

100만원~200만원미만을 받는 비중이 64%를 차지한다19). 둘째,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종

사하고 있는 업종은 유입국의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며,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

지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연수와 제조, 건설 등의 노동 분야에서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 간병, 예술흥행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0). 이렇

17)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외국인력 정책이지만, 정주화 

방지를 위한 출국조치, 불법체류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퇴거, 작업장 이동 권리에 대한 제

한 등 인권침해 및 노동권 침해의 요소가 여전히 있다.

18) 2002년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 허용된 이후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석족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44.6%
에 달할정도로 높아졌다(윤인진, 2010: 3-5).

19) 월평균 임금수준별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참고

20) 산업연수와 제조, 건설 등의 노동 분야에서는 남성이 다수(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 간병, 
예술흥행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다수(84.5%)를 차지하고 있다(강영옥 외, 2009). 2013년 외국인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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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주여성의 노동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된다. 셋째,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가 상이하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30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집

중되어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비율이 높

다21).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

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영옥 외, 2009: 93-94). 외국인 산재근로자에서도 남녀의 비율

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산재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은 꾸

준히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산업재해근로자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비전문취

업(E-9)은 총 22만 6천명 중 남성 20만 4천명, 여성 2만 2천명이고, 방문취업(H-2)의 경우 총 

18만 6천명 중 남성 11만명, 여성 7만 5천명이다(통계청, 2013: 13). 남성과 여성의 체류자격

별 비율차이가 산재근로자의 남녀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남성의 생산노동으로 가정하였기에, 여성이 집중

되어 있는 노동의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한 법･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체계 아래에서 여성인 이주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권리 주장도 어렵다. 

(2) 담당 정부부처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 귀화와 관련된 총체적인 법체계의 정립을 수행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22)의 소관부처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숙련 외국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간 양해각거(MOU)를 체결하고 사

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고용관리 측면에 초점으로, 정책대상으로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차

별에 대한 개선과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관련 정책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외국인노동자를 고려하거나 특화된 정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2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만 이주여성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노동환

사에 의하며 제조업의 79.3%, 건설업의 95.6%가 남성노동자이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65.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53.7%가 여성이다(통계청, 2013: 10).

21) 여성 이주노동자의 91.5%가, 남성 이주노동자의 82.3%가 기업규모 3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

다. 여성이주노동자는 4인 이하 사업장 고용비율이 현저히 높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

이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는 71%를 넘는 반면 남성은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은 소

규모 음식업과 가사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김영옥 

외, 2009: 93-94). 

22) 결혼여성이민자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다. 

2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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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24)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정책적 관심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유무 및 관심사항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남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안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산업연수제도가 야기한 송출

비리, 불법체류,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단순기능인력의 취업을 제도

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화되면서 추진되었다(고혜원･이철순, 2004: 17). 산업연구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전환과 같은 정책적 제도화 및 변화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도

모하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의 신분에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정

부대응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집단 중에서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이주노동자는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고 관심이 높은 집

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적 관심을 저조하다.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 10여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여성 이주노동자에 관심과 연구는 산발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도 차별실태나 인권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주여성의 노동의 특성을 파악한 여성이주노동자에 특화된 정책적 관심은 이제 시작단계

라 할 것이다25). 

2) 정부대응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이주여성들은 성별 분리된 노동시장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일자리

로 여겨지는 일 가운데서도 사회적 인식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일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주 여성들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을 감수하기도 한

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법적 보호의 정도는 남성이주여성 

노동자들과 다르다. 여성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성격상 사고나 사고에 의한 사망 보

다는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사망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질적 적

24) 여기서의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함

25) ‘외국인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와 입법･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젠더법학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포럼이 개최되었다(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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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제외되는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을 뜻한다(Yuval-Daivis, 1991: 62-63; 유정희, 2008: 214 재인용). 따라서 이주여

성들의 일자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젠더’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 외국인노동자정책에서도 

요구된다. 

이제까지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남성임을 가정하였

다고 보인다.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건설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이주자들은 서비스, 식음료, 숙박 등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간병 등 돌봄 노동 영역, 

성 산업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현실에서 이주여성 노동의 성격과 그녀들이 속한 노동환

경의 특성은 남성이주노동자에 비해서 법의 혜택을 부여받기에 어렵다. 또한 노동 관련법과 

정부정책은, 이주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일자리는 성별화된 노동이라는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별화된 노동수요에 반

해 정부의 대응은 몰성적 정책(gender-blinded government policies)이다. 이제까지 정부의 외

국인노동자정책은 잠재적으로 생산노동을 담당하는 남성 노동자를 가정하였고, 여성의 노동

특성 및 이주여성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성적 접근이었다. 따라서 정책설계 시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의 특성과 노동여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이주를 규제하는 법은 종종 젠더화가 높게 되어 있고, 젠더 편향을 반영하며, 그 나라의 

규범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젠더화된 규제는 여성 이주자와 남성 이주자들이 일하는 유

형을 통치한다.(Williams, 2010: 21). 정부는 남성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지만 

‘여성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대응 해왔다. 대한한국에는 이미 다수의 여성이주노동자들

이 존재한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아주머니도 그녀들이고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해도 

그녀들이다. 공장에서도 건설현상에서도 대도시의 음식점에서도 일하는 그녀들을 볼 수 있

다. 여성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요측면과 여성이주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및 환경

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서 정부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특성 및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남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이주노동정책은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주여성

들은 국내 여성인력보다 낮은 위치, 외국인노동력 중에서도 남성노동자에 비하여 낮은 위치

에 처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일자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

입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일자리들이다. 더구나 국내 중장년층의 빈곤계층의 여성들과 일

자리 경합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이주여성 노동자의 역할은 돌봄 영역에서부터 그 함의가 커지고 있다. 간병인과 같

은 돌봄 영역에서 이주여성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서울시내 주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70-80%가 재중동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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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8), 노인요양병원 직원 중 전체 5%가 외국인으로 대다수는 조선족 간병인들이다(국

민일보, 2008/9/21).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부터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간호사/개호복지

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이 구조적으로 가속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외국인 간호/개호 인력 확보의 기본방침으

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 협정)26)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노동자의 일본 내 취업은 원칙적

으로 불허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그런데 돌봄노동 영역에서만큼은 이주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인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노동 이주여성 중 돌봄 노동27)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역할과 의미에 관심이 증대되

어야 할 것이다. 간병, 노인보조와 대인서비스의 돌봄 노동 및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이

주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입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미비와도 연결된다. 유럽

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타의 유럽국가에서 사회보장정책으로 해결되는 유아나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중해 국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김

시홍, 2010: 51).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행된 유럽 각국의 사회복지 제도 개혁으로 복지

재정 지원이 빈약해짐에 따라 사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이주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경향

이 늘고 있다(김경미, 2009: 66). 한국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복지 시스템이 미흡하

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정비는 느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영역의 돌봄 노동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

여 왔다. 한국에서 돌봄 노동은 낮은 임금, 사회보험의 배제, 소비자 위주로 되어 있는 공급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김경희, 2009: 171-172). 게다가 정부가 중장년층 내국인 여성인력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책으로서 돌봄 서비스에 개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한 노동공급의 과잉으로 이 분야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돌봄 노동의 저임금의 문제는 돌봄 노동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해당 노동영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보완적인 노동력 수급을 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한편

으로는 내국인들이 소비하는 서비스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 묶어둘 수 있는 것이

다. 사회영역의 돌봄 노동의 문제점은 단순히 여성이주노동자가 감내해야하는 고된 노동조

26) 일본은 EPA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간호사/개호복지사의 

‘후보자’를 두 나라로부터 수용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간호사/개호복지사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일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합격률 1.2%, 2011년 합격률 4%로 매우 적은 수치이

다(최민경, 2011).

27) 돌봄 노동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병원 등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정부 사회서

비스 제공형태로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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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저임금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돌봄 노동의 질 저하, 복지국가 사회서비스의 문제와도 

연계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3. 가사노동 이주여성

1) 정부대응의 특성

(1) 법과 정책

노동시장이라는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에게는 노동 관련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

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노동하는 가사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제정 당시부터 가사노동이 ‘개별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는 이유로 가사 노동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노동자성’이 인정하지 않고 있

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관계 법령에서 제외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28)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비공식부문으로 이주여성들의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입으로 우리나라 가사노동자의 분포형태는 출퇴근하며 계약시간 

별로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는 국내여성이 담당하고 입주하여 전일제의 일은 이주여성이 주

로 담당하고 있다(강이수, 2009: 236, 박홍주, 2009: 77). 고향을 떠나 입주가사노동자의 경우

에는 음식, 거취 등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의존도가 높

은 편이다. 이러한 높은 의존성에 인하여 그 취약성의 정도가 높다. 또한 고립된(isolated) 노

동 여건은 그들의 노동과 삶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힘에도 대응할 만한 힘을 기르기 어렵게 

한다(Lycklama, 1989; Gulati, 2006). 유입국에서 사적 계약에 의한 노동의 경우가 대부분 그

러하지만,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

다(Gulati, 2006).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이전에는 외교관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함께 오는 가사도우미 이

외에는 외국인의 가사노동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가정부를 비롯한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

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2002년 말부터 ‘취업관리제’로 재외동포에 한하여 

가정부 등 일부 서비스업 부문에 진입이 허용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양성화되고 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공식적 통계로 파악되어 않고 있다(강이수, 2009: 236

).29) 더구나 불법 체류자와 합법체류자가 뒤섞여 있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정확한 수치

28) 내국인 여성노동자도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관련 법령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가사노동

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유급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
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

는 상태이다.  

29) 2002년 이후 서비스 분야로의 조선족 동포의 취업이 허용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조선족 여성들이 주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215

를 파악하기는 더 어렵다.

(2) 관련 정부부처 

가사노동 이주여성관련 법 및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담당 정부부처도 없다. 다만, 

가사노동 이주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령화 및 저출산, 다문

화사회 등 장기적인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처 내에 신설한 장기전략국30)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12/2/21). 하지만 법무부 등은 외국인 

관련 사회문제 등을 우려를 표하고, 노동계에서는 가사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40∼60대 저

소득층 한국 여성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도 있다는 반대 논의가 나타났다. 

(3) 정책적 관심 

국외연구들이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하여, 국내에서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산업화된 선진국들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

여가 증대하고, 핵가족화의 진행 등으로 가족 내 육아, 간병과 같은 돌봄 노동을 포함하며 

청소, 요리 등의 재생산노동인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족 내 재생산활동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복지서비

스 불충분성 등의 요인들과 결합하여 가사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노동은 가족생활을 유지, 배양하고, 사회적 노동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보조적 역할로,  

가정 내에서 수행되며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아이 돌보기, 노인수발 등과 같은 돌봄 노동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재생산 노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구성원 여성의 무급노동

으로도 국내 중장년층 여성의 출퇴근 형태의 유급노동으로도 이제는 조선족 이주여성의 노동

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

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부담을 덜고 육아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유입에 대

한 논의는 정부 밖(모종린, 2013)에서 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

는 국내에서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외국 인력의 범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정책과 법제도 차원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되지 못하는 것에 비해, 

국제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먼저 포착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협약

로 가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고 의사소통이 비교적 쉬워 다

른 외국인보다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필리핀 출신의 가사 도우미

도 늘고 있다.

30) 장기전략국은 2013년 9월30일에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조직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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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되었다. 2011년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노동협

약의 핵심조항에 대한 합의인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란 고용계약을 맺고 가사 관리나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가리

킨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

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제노동기

구는 협약 채택을 통해 가사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 선언한 것이다. 협약은 급여와 노동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의무 작성과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재해 때의 보상절차 마련 등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원칙을 

명시했다(한겨례, 2011/6/16). 한국정부도 가사노동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적 협

약이 우리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준을 거치고 관련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미세한 

변화일지라도 이주여성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감지되

고 있다.31)한국사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정책

형성은 점점 더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도 정책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정부대응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수요는 유입국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입국의 여

성들의 유급노동을 위한 사회생활이 활발해질수록, 정부가 국내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독

려 할수록 유급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유입국 여성(고용주)

의 노동시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양육 및 가사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적 분위기

와 정부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도 유급가사노동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아시아 지역이라도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노

동자 수는 많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수는 적다. 동일한 지역일지라

도 국가별로 가사노동자의 수와 비율은 편차가 나타나는데, 유입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과 유입국가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라마다 상이하기 작동하기 때문이다(Oishi, 2005). 한국

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자녀와 노인에 대한 돌봄과 가사노동에 공적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생산

과 재생산을 양립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강이수, 2009: 236-238). 외국인 가

31) 이러한 변화가 법으로 가시화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비자

제도가 있고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수가 많은 홍콩에서도 가사노동영역에서 제도화 발전은 더디다. 
최근 홍콩 종심법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영주권 획득자격을 인정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은 항

소법원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서구 금융업체 직원 등 외국인은 7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WSLKorea, 2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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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자의 수가 적은 일본, 한국에서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수가 많은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도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하나이다. 아시아 정부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존

의 젠더화된 노동 분업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남녀 간의 가사노

동 분담을 보다 평등하게 하려는 시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대

체하는 대안으로 노령자와 어린이의 돌봄을 위한 정부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여겨진 것은 

없었다(Oishi, 2005: 56). 향후의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유입국 여성의 경제활

동 뿐 아니라 유입국 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점점 사회화, 제도화의 방향으로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개별 가

정이 어린이, 노인, 신체 부자유자를 돌보아야 하는 사적의무를 지닌 만큼 국가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충분한 돌봄과 보호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각 가정은 능력과 필요에 따라 사적으로 가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경우 가장 저임금으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화 시대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국가에게는 이상적인 주체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사회재생산은 본국의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은 유입국

과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invisible)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여성의 가사노동

이 임금노동에 편입되지 않아 저평가되고,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여겨진 것과 유사하다. 계

층과 인종의 사회재생산 체계 내에서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발전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생산된 노동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

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간다. 생산체계 뿐 아니라 재생산체계도 국제적으로 계층화되면

서, 이주 여성들은 유입국의 맨 하층의 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여성들이 하는 일, 삶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재평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러한 재평가 논의 

과정에 가사노동 이주여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한국인을 재생산하는 생물학적 재생산 측면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앞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재생산노동, 가

사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Folbre는 가사노동 개념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돌봄을 개념화하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특정 역사적 국

면에서 나타난 사회재생산 위기를 성별과 세대의 권력 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나

아가 사회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 노동을 파악하여 그 비용을 공평하게 남

녀, 국가/자본/가족이 분담하게 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모든 국가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살피는 비용에 대해 가

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으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olbr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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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노동 이주여성32)

1) 정부대응의 특성

(1) 관련 법 정책 

성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대응의 정도는 낮다. 무대응 양상을 한 정부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산업 종사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성노동 이주여성의 유입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국가들 간의 불균등한 발전과 성의 상품

화, 국제인력송출업자나 국제인신매매조직의 활성, 송출국가의 인력해외송출 장려정책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다. 이에 더하여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에 그것을 방

관한 정부정책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시킨 원인으로 파악

된다(설동훈 외, 2003). 성산업에 유입되게 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무대응은 예술흥행 체류

자격 여성들에 출입국관리 측면의 대응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이주노동자 중 예술흥행공

연(E-6) 체류자격으로 유입된 경우 불법체류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이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매매강요 등 고용계약과는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폭

력과 잦은 이송, 매상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윈원회, 

2012: 25-26). 이주여성들은 업소주인, 고객, 매니저들로부터 폭행, 성폭행, 언어폭력과 같은 

학대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영란, 2006: 164), 인신매매의 위험에도 일상

적으로 노출되어 있다(설동훈 외, 2003; 설동훈 외 2011). 성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은 

공식경제부문과 지하경제의 경계를 넘나들고,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단기비자로 국내에 유입된 유흥관련 종사자들의 불법체류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

러한 체류자격의 불법성은 착취를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이주여성 성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는 다른 직종의 이주노동자에 비하여 더 취약하고 착취에 더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비가시

성에서 기인한다(Gulati, 2006: 66-69)33). 아시아지역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직종으로 성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들이 제시되고 있다(Asis, 2003; Piper, 2003; Oishi, 2005). 

우리나라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에게 가사노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

해서 그 수도 적어서 가사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의 주요 동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성

산업 종사 이주여성들의 수는 상당하다. 

32) 관련 문헌에서는 성 노동자(sex worker) 혹은 완곡한 표현으로서 엔터테이너(entertainer), 유흥업 및 

성산업 종사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성매매 등을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하느냐 아니냐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33) 이러한 직종에서 이주여성들은 착취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특정한 취약성에 노출되

어 있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보호가 필요한가? 이러한 업종에서 이주여성들의 유입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Gulati, 200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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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정부부처 

성 산업 종사 이주여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부재하다. 몇몇의 부처들이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예술흥행 비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술흥행비자 발급 개선, 기획사 관리, 업소에 대

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여성을 위함 쉼터 설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상 준수

하려는 사항이 발견된다. 법무부에서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연예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와 같은 업무에 관여한다. 

법무부는 예술흥행 사증 외국인 여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인권 침해를 야기한 공연

기획사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경찰 등 감독기관에 통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감독

기관에 공연추천 및 파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흥행 사증을 가진 이주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와 같은 불법 근로자 파견행위는 고용노동

부의 단속에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설동훈 외, 2011: 168). 예술흥행 사증발급과 불법체

류자 단속은 법무부가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찰청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체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 추천)을 담당한다. 

(3) 정책적 관심

한국에서 성 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예술흥행(E-6)비자의 운영 및 관리와 

궤를 같이 한다. 2003년 여성부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이주여성 대부분은 예술흥행

(E-6)비자34)를 갖고 입국한 후, 국제인신매매조직과 연루된 국내 유흥업소에 팔려지는 것으

로 알려졌다(설동훈 외, 2003). 입국할 때에는 정식비자를 받고 들어오지만 여러 경로를 거

쳐 성매매를 포함한 유흥업에 종사하고, 법으로 금지한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정부의 대책 

및 관심초점은 예술흥행비자의 심사기준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등 출입국관리 차원정도로

만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예술흥행(E-6)비자 관련 송출업체가 난립하고 불법

적으로 성업하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불법송출업체를 집중 단속하

고, 2002녀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여성 착취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

다. 2003년 6월1일부터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외국인 무희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했고, 

2004년에는 외국여성 전용쉼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최근도 예술흥행비자로 

유입되는 여성의 수는 많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수도 적지 않다. 

한편,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성매매는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여성뿐 아니라 이주노동, 위

장결혼이나 국제 인신매매적 성격을 가진 국제결혼의 형태를 취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국

34) 예술흥행(E-6)비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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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혼여성의 이혼,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 이탈 등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었을 경우 

성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집단에서도 성매매 사례가 발견된다. 이렇듯 외국인 

여성의 성산업으로의 유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과거처럼 입국을 차단하는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효과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설동훈 외, 2011: 172). 성산업에 유입되는 이

주여성들의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예

술흥행 비자 관련 관리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어렵게 할 것이다. 과거 일본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예술흥행(E-6)사증의 발급이 용이하였기에, 이 비자를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수는 상당하였다. 일각에서는 일본 및 한국 정부가 이주여성들의 성 착취를 

용인하는 제도라는 비난도 있었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으로 인한 무대응이 아

니라, 성매매 종사 이주여성을 사실상의 묵인과 같은 무결정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성 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응 국내적 차원에서 보다는 국제 인권레

짐, 국제협약 등의 국제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이정옥, 2004; 김애령, 2008). 여성인권에 대

한 국제사회의 협약은 성매매 분야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00년 유엔은 ‘국제조

직범죄 방지협약’과 관련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를 채택한다. 인신매매(sex trafficking)를 가장 극악한 형태의 조지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그

리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지하게 된 것은 2001년 

7월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인신매매보고서’ 이다. 최하위 그룹인 3등급 판정을 받았

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성매매는 한국정부의 공식적 대책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김은실, 

2002: 43). 이후 미국언론에서 미군 기지촌에 예술흥행비자로 유입된 외국인여성의 성매매가 

문제가 보도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미국무부의 보고서를 고려하

면서 국제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법안 마련 및 개정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4년의 한국 

성매매관련 법안 제정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과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 미국의 언론보도와 

같은 국제적 압력은 국내에서 법제정과 정책마련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지구적인 

성산업 종사 여성의 이동은 한국에서의 현행 성매매 정책의 수립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이정옥, 2004; 이나영, 2005; 김애령, 2008). 하지만 국제적 영향이 국내의 정책

형성과 법제정과정에서 발화점이 되는 문제였음에도, 성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은 예술흥행비자의 심사기준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등 출입국관리 차원정도로만 그치고 있

다35).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작성하는 인신매매보고서에서 10년 동안 1등급 국가(인신매

35) 2002년도에는 예술흥행(E-6)비자 관련 송출업체가 난립하고 불법적으로 성업하면서 피해사례가 늘

고,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불법송출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2002녀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

여 외국인 여성 착취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2003년 6월1일부터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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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방지 최고등급으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따르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현실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

의 처벌 등에 관란 법률｣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의 정의와 처벌 조항을 규정

하였지만, 관련법으로 처벌받은 외국인 전용 성매매 업주 등을 인신매매죄로 처벌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희진, 2013). 

2013년 4월 대한민국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다. ｢형법｣이 개정된 것은 17년만

의 일이다. 2011년 7월에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2013년 3월 형법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2000년 12월에 한국정부가 서명한 ‘유엔 국제조직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

가들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실의 복잡다단한 인신

매매 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운 법 내용을 비판하면서, 개정된 형법이 미국무부의 평가에서 1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한국인 한국여성뿐 아

니라 외국인 피해 여성들도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폭넓게 적용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희진, 2013). 이 영역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제도화의 움직임은 

국내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관련 법제정에도 2013년 형법 개정과정36)

에서 한국정부는 국외적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성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제도화는 국

제적 압력이 국내 법 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사노동자보다는 진일보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노동 이주여성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라기보다는 

외부적 압력에 마지못해 대응하는 것, 미 국무부의 평가에서 급급하게 대응하거나, 국제협

약의 이행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기준을 맞추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 무희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했고, 2004년에는 외국여성 전용쉼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최근도 예술흥행비자로 유입되는 여성의 수는 많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수도 적지 

않다.

36) 2012년 6월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면서 한국을 2등급 국가로 강등하려고 했

다. 막판에 국무부는 1등급을 재지정 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등급이 

강등되려하자 보고서 발표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주미 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의 요청으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정부 대표단이 위싱턴을 방문하였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

부 당국자 등의 대표단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차관과 인신매매퇴치 담당 특별대사 등을 만나 

대책을 협의하였다. 국무부는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국
민일보, 2012.7.29.) 또한 2013년 2월에도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MBN, 2013.2.17.). 일각에서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미국무부 보고서에서 강등

평가 될 것을 우려해서 형법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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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대응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성 산업은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양상도 더욱 복잡해진다. 더구나 한국사회

에 성매매 산업이 더욱 다양해졌고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업소의 경계가 무너지고 

혼재되어 있다(설동훈 외, 2011). 게다가 우리나라는 성노동 이주여성의 유출국이기도 한다. 

일본,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들이 존재 한다. 세계화의 흐름

과 더불어 성매매의 사회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은 성산업 또는 성매매를 중심

으로 한 여성의 이주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방향을 선택하든 그 정

책과 범의 테두리 밖에서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여성의 존재는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른

다. 이주노동과 결합된 전 지구적 성산업 확산의 문제와 지구화 과정에서 여성의 몸과 연관

된 산업은 이제 더 이상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갇혀있지 않다(김애령, 2008).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출입국관리 차원의 일차적 대책으로는 국가를 넘나들고 유입경로도 다양하지는 이

주여성의 흐름을 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유입국뿐 아니라 유출국가로

서의 대응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매매 국내여성들에게 1997년까지는 고정급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성매매 외국인 여

성들이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한국여성에게도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개념이 생겼다(이정옥, 

2004: 217). 성노동 이주여성들의 유입과 노동조건이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한국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성 노동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 내에 있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인권 및 처한 현실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과 

내용을 국내법차원에서 구체화되게 된 것이다. 

2004년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권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김애령, 2008: 257). 공식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김현미, 2004: 100). 성노동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모색은 성 노동 

논쟁 및 성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여성에 대한 논의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소결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대응의 정도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연구결과 이주

여성의 유형별 정부대응의 강도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생산영역 >재생

산영역) >성노동 이주여성≧ 가사노동 이주여성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일반노동자 범주

의 이주여성일지라도 중소기업 규모의 공장노동자와 소규모 음식점업 종사자, 간병인, 영세

농의 농촌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은 상이함이 드러난다. 남성노동자 혹은 생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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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정부정책이 제도화되어짐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노동영역인 재생산 노동에 대한 

정부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다.

먼저, 정부대응의 제도화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결혼이주여성과 일반노동 이주여성을 

살펴본다. 결혼이주여성은 정책대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준)한국인으로서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적극적이었다. 사회 통합적 성격의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왔고, 다

문화가족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결혼 이민자 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변화해

왔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산업연수생제도’로 시작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성

은 법적으로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로 변화하였다.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화의 방향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증진 및 보호의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이혜경, 2008).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및 제도들이 잠재적으로 대응하고 있

는 노동은 생산노동이다. 한국사회 여성이주노동자의 비중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의 재생산 영역에서 노동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여성노동의 특성과 노동환경으로 인

하여  젠더를 고려한 정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넘나드는 이

주여성의 노동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포괄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이주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가사노동 이주여성과 성노동 이주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사노동자와 성 노동자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는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으로 지목된다(Piper and Roces, 2003; Agrawal, 2006; Oish, 2005).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서 가사노동자라는 직업군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유출국의 여성들에게 가장 합법적

인 지위를 보장하는 해외 일자리이다. 일본에서는 소위 엔터테인라고 명명되는 성 관련 직

종으로의 여성들의 유입 또한 주목할 만한 수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사노동 이주여성

과 성노동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조차 미비하며 정부의 정책대상 집단으로 고려되지도 못하

는 제도화가 낮은 집단이다. 한국에서는 가사노동에 사증이 없으며, 다만 동포에 한정하여 

가사노동 및 간병과 같은 노동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선족 이모’, ‘조선족 간병인’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예술흥행

(E-6) 사증을 가지고 많이 유입되었다. 즉 정부가 가사노동과 성노동 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

에 대한 정문(front door)은 닫아두고 옆문(side door)이나 뒷문(back door)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흥행사증의 문제점은 한국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바 이지만, 성산업 종사 이주

여성에 대한 대응과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적 이슈제기 및 의제설정에서 흥미로

운 점이 발견된다. 이 영역 이주여성관련 정책의제설정 및 법률제정의 변화시작이 국내적 

압력 보다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224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

Ⅴ. 결 론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재생산 위기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계기 중 하나였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국내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가족 및 

사회에서 돌봄 부족이 발생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가사노동, 간병, 간호, 돌봄 노동과 같은 

이주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되는 여성이주자들은 생산영역 뿐 아

니라 넒은 의미의 재생산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암묵적으로 생산영역

의 (남성)이주노동자에 대응하고 있기에 재생산 영역의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대응은 

무결정 대응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대응으로서 법·정책의 제도화는 생산영역의 노

동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재생산 영역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 ‘가

족’ 내에서의 재생산-생물학적 인구 재생산 뿐 아니라 시부모 봉양, 육아, 청소, 가사 등-노

동을 담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재생산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재생산 체계와 이주여성의 

재생산 노동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후속 연구로 요구된다.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임에도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전 지구적으

로 발견되는 이주의 여성화가 한국에서는 어떠한 일반성과 특수성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제

기를 한다. 본 연구의 유형화-국제결혼 이주여성, 일반노동자, 가사노동자, 성노동자-는 아시

아 지역 내 국가들과 이주여성의 관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틀로 활용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 뿐 아니라 노동이주를 포괄하여 논의

하였다. 여성이주자의 노동은 남성이주노동자의 그것과 상이하다. 이주여성 노동의 특성을 

가시화하고 이주여성 노동의 특성과 정부대응 제도화와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노동 중 한국사회에서는 가시화 되지 않고, 정책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던 가

사 노동자와 성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주여성의 노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대상이 된 영역과 무의사결정의 영역이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에 대하여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연계하며 포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지만,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이주여성 노동의 모든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일

반노동 이주여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고숙련 노동자보다는 저숙련 노동자37), 생산영역

의 노동자보다는 재생산노동 영역의 노동자에 주된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 

여성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최근에 여성 

37) 2014년 8월말 현재 전문인력(비자: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회화지도, 예술흥행) 
규모는 50천 명이며, 비전문인력은 612천 명 규모이다. 비전문 인력의 규모가 12배가 넘는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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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중이 늘고 있는 농･림･축산업에서의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

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가사노동과 농가노동 및 생산노동이 연계되

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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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Migrant Women: Typology and 

Government Response

Hyungjoo Song

This exploratory study takes a close look at migrant women who have been woven into 
Korean society as spouses, mothers, and workers. As an emerging trend with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essentially a multidimensional 
phenomenon characterized by the multiple roles played by migrant women. However, 
existing studies of migrant women ve tended to highlight marriage migration while paying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migrant women as workers. This study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female migrants to explore their place in society to address the shortcoming 
of suc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s a typology of female migrants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work, government policy, and other factors. This study groups migrant women into the 
following types: immigrant wives, general workers, domestic workers, and sex workers. 
After the categoriz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policies 
towards each group of migrant women. It was found that government takes targeted 
measures towards each group rather than viewing migrant women as a single group.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in Korean society is forecast to bring about 
significant social changes that are multifaceted and long-term by transforming family 
structure, demographics, and the labor market. Their assimilation into society will also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 and perceived rights to welfare.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 and take both macro and micro policy measures to respond effectively 
to overarching changes by largely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as well as factoring into the daily lives and work of individual female 
migrants who form a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as workers, spouses, an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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