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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한“조선족”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시민(권)적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

박우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또는 동아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작은시도로서 1990년대이후부터가시화된재한조선족집거지에서출현한신규집단으로서

재한조선족집거지 사업가가집거지의주도적집단이됨과동시에집거지를기반한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지위를획득하고자하는일련의과정을이들의 시민권적지위와계급적지위의상호작용을

통한“사회적시민권의지역화(지역사회적시민권)”의시각에서규명하였다. 본연구는한국적(또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국가-시민 관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주의적 또는 계약에 기반한

관계보다 국가주도적 또는 세계질서 주도적인 정치경제 구조의 전환 속에서 공헌적 권리(또는

정체성)에 기초해 재구성을 거듭하는 관계라는 이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90 년대부터

현재까지신규진입집단으로서재한조선족에대한국가의법적지위규정상황, 이법적지위로인한

집거지의출현, 법적지위하에서집거지기반의사업가집단의출현, 사업가집단이집거지의대표적

집단이되는과정등집거지사업가의출현과역할의변화과정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의 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맞물려 변화했다. 이 정책은

세계화의내용이반영된, 민족적성격이산업노동력으로서성격에종속된경제주의적성격을띠었다. 

이성격은 다양한 종류의한국 진입집단의 법적지위를 선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집단의 지위를

다층화하는것은물론재한조선족의동포적지위를다층화하는기초가되었다. 재한조선족의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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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한국의경제주의적시민권정책에의해위계적으로규정되었다. 재외동포로서의지위는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계급적 또는 계층적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였다. 동포노동력으로서의 지위는 한국의 2차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지위였다. 그런데 이 법적 지위의 위계적 규정은 재한 조선족 노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맺는관계와함께재한조선족사업가가합법적으로조선족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 즉재한조선족

내부의고용관계의공식화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역설을낳았다. 위계화된법적지위는재한조선족

인구의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규정되었다.

둘째, 재한 조선족 인구는 동포적 지위와 산업노동력 지위의 동시적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에

유입되었다. 이러한법적지위때문에이들은극히제한된영역에서만노동을제공할수있고, 노동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저임금 임시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이동할수있고노동을제공하지않아도한국에장기적으로거주할수있었다. 이런인구

집단의경제적수준과한국의층화된거주환경이결부되면서특정공간에밀집하게되었고이공간적

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정주 및 유동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자의 수급은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에중요한 조건을제공했다. 위계화된 법적지위가

재한 조선족 내의 고용-피고용, 생산-소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집거지 합법적

조선족인구는고용주로서사업가의계급적 지위의 공식화를보장했다. 집거지거주자의공식적법적

지위가 뒷받침 했기 때문에 사업가 집단은 지역을 기반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지위를요구할수있었다.

셋째,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할 능력이 있고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보유한사람들이집거지사업가집단을 구성하게되었다. 집거지사업가집단은미숙련·저임금

노동력으로구성된집거지에서출현한새로운(경제또는계급)집단이었다. 집거지사업가는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판매업 등 업종에 분포해 있었고 집거지 내, 집거지와 한국사회, 나아가

중국시장까지 잇는 경제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풍부한 정주 및 유동적 노동과 소비인구로

구성된 조선족 집거지는 서비스업 경제를 태동시켰고 집거지 사업가는 이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이

되었다. 법적지위는집거지사업가의출현이라는역설을낳았고, 사업가는집거지라는 지역(local)

에서 합법적 노동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식적 대표집단이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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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사회적지위의유지또는확대를위한정체성의내용을결정했다.

넷째,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은 우수한 계급적(경제적) 지위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가

주도의 단체를 구성했다. 이 조직들은 집거지 구 주도집단으로서 종교단체의 역할을 대신했다. 

집거지의신주도집단이된사업가는집거지를토대로한국사회의보편적인지위를획득하고자했다. 

집거지를사업가의사회, 경제, 나아가정치적토대로삼고있는사업가들에게집거지의건강한유지

및 발전은 이들의 존재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사업가의 집거지 유지의 원리를

배태했다. 이 원리는재한 조선족인구 집단이긍정적(또는 공헌적) 역할을 함에도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즉 집거지 사업가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원리는불공정한현재의상황을공정하게해야한다는“공성정 인식”에기초하고있었다. 이

공정성 인식은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라는 복합적인 신분에 의해 상황적으로 재설정 되었다. 

동시에 집거지 사업가의 여러 가지 역할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주변의 다양한 조직 또는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 기반의 사회적 지위는 다각적으로

구성될수있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는 시민권적 지위와

정체성의다음과같은특징을통해구성된다고볼수있다.

첫째, 시민권적 지위의중층적 구성. 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법적지위는국가의경제주의적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집거지(지역)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지를통해구성할수있었다. 이렇게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시민권적지위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시민권 정책의 중층적인 규정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는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산업노동력과, 

국민으로서의지위는인정되지만가족을기반으로한경제적지위가취약한외국인신부와비교되는시민권적

지위의구성이었다.

둘째, 공정성 인식의 상황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보편적인시민권적지위의유지는집거지의유지와재생산을기초했다. 하지만재한조선족

산업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거지에 대한 제도적 또는 문화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 집거지 구성원들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게 비우호적인 환경적

요소들이공정하지않다고생각했다. 집거지사업가의“공헌적권리”의한측면으로서현재의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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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공정성 인식”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의 원동력이자 집거지

중심의조선족커뮤니티유지의원리(또는논리)였다. 이“공정성인식”은시민권적지위의중층적

규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적 배경과 한국의 시민권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면서(시민권적 지위), 

동포산업인력으로 구성된 집거지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계급집단으로서 사업가(계급적 지위)라는

다중적인 신분과 결부되면서“상황적”으로 재설정되었다. 이 공정성 인식의“상황성”이 한국의

전환기적 성격의 내용이기도 했다.“전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상황적 공정성 인식”은

합리적기회주의자로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정체성이었다.

주제어: 재한조선족집거지, 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 시민권적지위, 계급적지위, 사회적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시민권), 시민권적지위의중층적구성, 상황적공정성인식, 정체성, 

경제주의적시민권정책, 전환공헌적권리

학번: 2008-3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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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1) 연구배경

1980년대말부터한국사회에편입된재한조선족은지속적인인구증가를통해가시적인집단으로

변화했다. 1987 년 이전까지 매년 한국을 방문한 조선족 인구는 1,000 명 미만이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1988년방문자규모는1,660명이었고그뒤1989년은9,047명, 1990년은20,925명(1990년말

체류조선족규모는5,000명)이었다(외교백서, 1991: 218). 1992년의한중수교로한국과중국의인적

교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다. 재한 조선족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 년에는 618,673 명에 달하는

인구 집단으로(출입국통계연보, 2016) 변화했다. 이 인구는 2010 년 제 6 차 중국센서스 기준

1,830,929명중국조선족인구(중국통계연감, 2011)의 1/3에해당하는규모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연길시도시인구와비슷한규모이다.

1980 년대 말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유입된 조선족은 분산적으로 서울의 여러 지역에 편입되었다. 

1990년대중후반부터유입조선족인구규모가커지는동시에서울남서부구로공단지역에몰리면서

이른바조선족집거지는2000년대초중반부터가시화되고중반이후부터급격하게팽창했다. 2007 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127,240명이었고 2015년 말에는 232,456명이었다. 그중 구로구는

2007년의17,948명에서2015년의41,117명, 영등포구는같은시기21,907명에서50,964명, 금천구는

10,569 명에서 25,508 명, 관악구는 10,908 명에서 21,352 명으로 증가했다(출입국통계연보, 2008, 

2016). 서울의 남서부 지역은 2007 년 전체 서울 거주 조선족 인구의 48.2%에서 2016 년의 59.8%로

증가한, 과반수의서울거주조선족이생활하는지역으로변화했다.

재한조선족인구의증가와집거는상업종사에능한일부재한조선족들에게경제적부를축적할수

있는기회를제공했다. 이들은자연스럽게지역에 밀집한조선족을대상으로사업체를설립했다. 이

사업체는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판매업등서비스업에분포하여있었다. 이사업체들은노동력을



2

고용했고 규모도다양했다. 심지어일부 지역은사업체 중절반이상이 조선족(또는조선족 출신)이

소유한 사업체였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 조선족 사업가들이 출현했고, 이들로 구성된 집거지

서비스업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재한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역은 단순한 저임금·미숙련

노동력의거주지가아니라지역거주자의특성에기반한서비스업중심의상권이형성된곳이되었다. 

이 상권의 주요 구성집단이 바로 재한 조선족 집단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집거지 사업가(집거지

쁘티부르주아지) 집단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기보다 재외동포 또는

산업인력정책으로한국의2차노동시장에편입되었다가정책이변화하고집거지가형성되면서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법적

지위가이들의계급적(경제적) 지위의변화에중요한영향을미쳤던것이다. 

다른 한편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윤창출을 비롯한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거지의여론을주도하고집거지를대표하는집단이되고자노력하고있었다. 이들은조직화를통해

조선족단체와조선족사업가단체를결성하여여러가지사업과활동을추진하고있었다. 또한이들은

집거지에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구성원이 되고자(보편적 시민권적

지위획득) 노력하고있었다. 집거지라는지역(local)을기반으로 (중국)조선족또는조선족출신의

집거지주민이면서사업가이기도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가출현했고동시에이들은적극적으로

한국에서의사회적시민권(지역사회적시민권)을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었다.이렇게재한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자신의 계급적(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민권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있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구성)는 이들의

시민권적지위와계급적지위의상호작용을통해이루어졌다.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 이주민(또는 종족) 집거지(enclave)(Portes, 1987), 

민족(종족) 기업(ethnic enterprise) 또는이주민사업가(immigrant entrepreneur) 등의(Light, 1972; 

Light and Bonacich, 1988) 출현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뿐만아니라 이런 현상은 동아시아의 역내의

한국과중국사이의이주(정종호, 2013), 한국과일본사이의이주(김백영, 2016), 중국내부의도-농, 

또는중소도시와대도시사이의이주(정종호, 2003; Jeong, 2014) 과정에서도드러났다. 이주민또는

특정인종으로구성된집거지와 사업가집단은그것(또는그들)이소속되어있는공동체를구성하는

중요한부분으로기능하고있었다. 연구자들은이집거지와이주민사업가를특정시기에출현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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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간주하고있었고, 이현상의원인설명과성격규명을특정시기의사회를설명하는중요한

사례와주제로활용하고있었다. 이런논리라면한국의신자유주의전환기에출현한신규집단으로서

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지역사회적시민권(사회적시민권의지역화)의내용은한국의국가-시민

관계의전환(기)적특징을내포하고있는사례이자주제가된다.

2) 연구문제

한국정부(또는 국가)와 자본(특히 중소자본)이 조선족을 국내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했을 때, 

특정 지역에 집거지를 만들어 주고 이 집거지에서 조선족 사업가를 육성하고자 계획했다는 근거는

없는듯 하다. 그렇다면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시민권적 지위(또는 시민성)는 어떻게 규정되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변화된 계급적 지위를

기반으로설정된시민권적지위의구성논리(정체성)는무엇일까?

한국내조선족또는이주민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연구의성과도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누적되었음에도 사례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연구 주제로서 사업가 집단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포착되었다거나논의된적이없는듯하다.

기존의 재한 조선족 연구는 한편으로 재한 조선족 인구를 한국의 2 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외국인

산업노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설정은 외국인 산업노동력으로서 재한 조선족 인구는 지극히

제한된 경제활동의 자율성으로 인해 열악하고 지정된 산업영역에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경제적 하층집단으로 고착화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존 연구들은 재한 조선족

인구의 혈통적 의미에서의 민족적 성격에 주목한다. 이런 설정은 재한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인 조선족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의 당위성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를 법적 지위와 등치시키고, 법적 지위를 규정받는 “약자”로서 재한 조선족의

정체성이수동적(또는반응적)으로구성된다고보고있다. 

하지만상술한주장들은다음과같은한계가있다고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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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민권 구성의 지역 변수 간과.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국가(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된

것은 맞지만 이들의 시민권적 지위는 생활영역에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야 한다. 국가는 여러 층위로 구성된 조직이자 제도이다. 때문에 특정 지역(local)에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인구 집단의 시민권적 지위는 유연한 국가(중앙정부)의 행위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이인구의일상과직접적으로관계를맺고있는국가로서지방정부의행위도고려해야한다. 

기존 연구들은 시민권적 지위 구성의 지역 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집거지와 이

집거지(지역) 정책을 직접적으로 제정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도

함께고려한다.

둘째, 정체성 구성의 계급 변수 간과. 재한 조선족은 국가의 시민권 규정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면서이규정을완전히수긍하거나내면화한다기 보다 능동적으로모순되는지점과는 충돌과

협상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체성 구성을 위한 약자의 논리가 재한 조선족 인구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재한 조선족은 복합적인

시민권적 규정 하에서 활발한 사회경제적 분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분화한 조선족 인구의 정체성

구성은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계급적 지위에 기초해서 볼 필요가 있었다. 계급적 상층부에 있는

조선족들의 정체성 구성은 수동적으로 구성된다기 보다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정체성 구성의 계급 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계급적 상층부에 있는 집단들이

정체성을어떻게구성해가는지에주안점을둔다.

재한조선족사회는집거지(지역적요소)를기초하여분화(계급적요소)하고있었고, 이두요소가

함축된사례가바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였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본연구는 2000년대초중반부터가시화된재한조선족집거지에서출현한

신규집단으로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가집거지의주도적집단이됨과동시에집거지를기반한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 현상을 이들의

시민권적지위가계급적지위의변화를야기하였고계급적지위가시민권적지위의확대를불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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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적지위와계급적 지위의상호작용의결과로서“사회적 시민권의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형성)”라는시각에서규명하고자한다.1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질문을 설정했다. 첫째, 재한 조선족 개인이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 국가(중앙정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둘째, 이 법적 지위에

대해 재한 조선족 인구는 어떻게 반응했고, 이러한 반응은 집거지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이법적지위는집거지조선족사업가의출현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넷째, 사업가는어떻게

조선족 집거지의 주도집단이 되었고 이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이들에대한지역(지방정부, 지역정치권, 지역주민등)의반응은어떠한가?

3) 연구사례

본 연구가 다루는“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재한 조선족 집거지”를 기반으로 출현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례들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을뿐더러 간혹 언급한

연구들도구체적으로정의를내리지않았기때문에본연구는분석적편의에근거하여사례로서“재한

조선족집거지”와“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범위와내용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재한 “조선족” 집거지

1960 년대 초 경제개발5 개년계획에 의해 국가는 재일교포의 자본을 도입하여 영등포구 구로동에

수출산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했다. 당시 영등포구 구로동은 논과 밭,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야산에는 미 8 군 탄약고가 자리했다. 그리고 서울 중심가가 재개발로 인하여 도심지역에서 이주한

난민촌이있었고원주민은별로없는한적한변두리지역이었다. 처음공업단지를조성키로한12만평

중의대부분은논과밭으로형성되어있었다. 구로동전체인구는2만8천여명, 가옥은5,442호였다.

                                                       
1“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형성)”는 시민권 개념의 틀로 지역을 기반한 사회적 지위의

구성을 설명하는 작업이고, 일종의“지역 시민”이 되는 과정에 대한 개념화의 시도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다루는“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는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을넘어선, 지역에기반하여, 또는

지역을대표하고자하는능동적인사회경제적(또는정치적) 주체로서“지역시민”에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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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년에 설립된 수출공업단지육성위원회는 서울의 구로동지역을 다른 공업단지 개발에 우선하여

조성키로결정했다. 이어이개발사업을뒷받침하는「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같은해9월

14일에제정공포되었다. 일반적으로공업단지(Industrial Estate)는“향후입주할기업체에게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단의 토지를 통합개략조성하고 때로는 공장건물까지 사전에 세워

집단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조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업단지에는 입주자가 정착하기 전에 철도, 도로, 동력, 용수 및 기타 생산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또는공동시설을설치해야한다. 공업단지는집단화되는 종류에따라중공업단지, 경공업단지, 

기술공업단지, 수출공업단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구로공단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조성되었기때문에수출공업단지라불렀다(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169-171). 이런의미에서

공업단지는 단순히 공장들만 있는 공장지대가 아니라 여러가지 부가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다. 수출공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1964 년 12 월부터 1966 년 말까지 구로동

제1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이어 1967 년부터 1968 년까지 1 단지의 서쪽에 제2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1970 년부터 1973 년 사이에 제 2 단지와 인접한 서쪽에 제 3 단지가

건설되었다([그림1-1-1] 참조).

국가주도로건설된이단지는초기의설정목표와다른결과를가져왔다. 구로공단이“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재일교포들의 재산과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 근교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수출산업단지’를설정”한다는목표아래조성되었지만 재일교포중심의단지 조성이라는핵심

내용은 제 2 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에 대신하여 정부는 대기업의 유치를 꾀하였고

대기업들이일부빈자리를메우게되었다. 구로공단은준공직후부터입주기업생산제품의내수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수출산업단지 조성 취지도 흔들렸다. 수출의무 규제는 1970 년대 말부터 점차

완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소규모 도시형 내수기업들의 구로공단 내

입주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1980년대전반, 구로공단의양적확대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

기업체수의증가는이루어졌지만공단의물리적면적자체는고정되어있었으므로기업들의상당수는

기존업체의부지를 임대하는방식으로구로공단에서공장을 신증설하고있었다. 구로공단의이러한

변화는 수출지향공업화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에 따라 조성되었지만 실제로 이 공단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의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변모하였던 것이다(이상철, 2012). 다시 말하면

국가중심적 개발 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의 도시화를 촉발 및 촉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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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과 경부선의 분기점에 형성된 구로공단은 이후 공단에 고용된 노동력의 주거지역과 함께

서울-수도권을 잇는 하나의“지역(local)”이 되었다. 서울로 모여든 지방 및 농촌인구가

공단지역으로몰려드는한편공단에고용된노동력도일정한기간동안증가했기때문에공단지역에는

넓은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고 이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 있었다. 

1990 년대‘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으로 추진된 공단지역의 산업 구조조정은 도시 주변부의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손정순, 2012). 구로공단 지역은 제조업과

(주변부)서비스업으로구성된, 공단노동자들이밀집거주하는“집거지”이기도했다(이지역의주요

산업업종은[부록6]을참조하라). 이곳은한국산업화의역사성과장소성을담은지역이었다.

[그림1-1-1] 한국수출산업공단단지별현황도

출처: 서울특별시구로구, 1997:474.

다른 한편 1920 년대 식민지 하에서 출현한 대규모 임금노동자를 제외하면 해방 이후 1960 년대의

수출지향적산업화는대규모의새로운공장노동자세대를출현시켰다. 이노동자들은대부분농촌에서

직접 충원되었고 임금고용의 경험도 없었다. 어쩌면 이들 새로운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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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1 세대라고 볼 수도 있었다(구해근, 2002:23). 1970 년대를 경유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확대된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구로공단 노동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5 년의 구로동맹파업이다. 구로동맹파업은 1980 년대 전반기 노동운동 세력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합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984 년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유화국면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했고, 노동조합을 결성해냈다. 구로지역

노동운동가들도 1984 년에 대우어패럴, 효성물산, 선일섬유, 가리봉전자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여

기업별 노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장간 연대투쟁은 동맹파업을 중심으로 주변

노조들의지지농성, 점심식사거부투쟁, 노동운동단체의가두시위, 지지농성등으로확산됐다. 이는

노동자들이사업장의개별적이해를넘어‘노동자는하나’라는동질성을확보한투쟁이었다. 투쟁은

1980년 초 정부의 탄압에 개별노조로 대응하면서 와해됐던 민주노조운동이 보인 기업별 노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구로동맹파업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탄압에 대항한‘반독재

민주화투쟁’이었다. 구로동맹파업은 사회운동 세력의 적극적 지지투쟁을 이끌어 냄으로써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해를 넘어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로동맹파업이 투쟁을 통해 다수의 선진노동자들을 배출했고

구로지역노동운동의대중적발전에영향을미쳤다는점, 동맹파업이노동운동의정치적발전을위한

실천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1987 년의 노동자 대투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유경순, 

2007:474-482) 산업화 과정에 한국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과 긴밀한 연계를 둔 노동운동 중

구로연대투쟁은 1980 년대 전반에 발생한 노동투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쟁이었다. 당시

구로연대투쟁은 산업지역에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발전된 긴밀한 사회적 연계에 기초한 최초의

기업간 연대투쟁이었고, 파업이 경제적 불만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가해진

정치적 억압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구로연대투쟁은

한국노동운동의주요전환점이되었고다가올노동계급운동의전조가되었다. 1987년노동자대투쟁은

이런 중요한 유산을 계승하게 된다(구해근, 2002: 184-186). 구로공단지역은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역사성과노동운동및민주화운동의현장성이구현되는지역이기도했다.2

                                                       
2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사료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에서 펴낸 총

15권으로된한국노동사자료총서『구로지역노동운동』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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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건설되고노동력이밀집하는한편산업화를동반한 서울의도시화로인하여서울은기존의

행정구역을신설할필요를느끼게되었다. 그중영등포구에속해있던구로지역이1980년 4월1일

대통령령 제 9630 호에 의해 구로구로 신설되었다. 구로구는 신설 당시 구로동, 가리봉동, 시흥동, 

독산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신도림동으로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구로구, 1997: 29-30). 한국수출산업공단의 1 단지는 구로구에 편입되어(1 단지 현황도는 [부록 2] 

참조) 이후“구로디지털단지”로 불리게 되었다. 1963 년부터 1973 년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서울시 영등포구의 일부 지역으로 편입되었던 관악구 지역은 1973 년 대통령령 제 6548 호로

영등포구에서관악구로분리신설되었다. 이렇게되면서관악구는구로공단과현재의조원동, 신사동, 

미성동등행정동을인접하는자치구가되었다(서울특별시관악구, 1996: 55-57). 금천구는1995년에

구로구로부터시흥동, 가산동, 독산동이분리되여신설된 자치구이다. 가산동에는한국수출산업공단

2 단지와 3 단지가 위치해 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1996: 36-37. 2, 3 단지 현황도는 [부록 3] 

참조).“가산지지털단지”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두개의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렇게

과거영등포구의구로지역에건설되었던한국수출산업공단은산업화및도시화와함께성장하는한편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의 경계지역으로 거듭났다.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한국수출산업단지및인근의노동력“집거지”는최소네개의자치구가“공유”하는지역이되었다.

이“공유”지역에 조선족 인구가 분포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와 정책 제정은

자치구보다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및 제정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었다. 2015 년에 출범한

“서남권민관협의체”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3 구로공단지역은 서울(한국)의

도시화의경험과도시관리의정책적실천들이구현되는곳이었다.

한국 산업화, 노동운동 및 민주화, 도시화의 징표들이 함축된 구로공단 지역은 하나의“역사

극장”이었다. 1990년대중반부터재한조선족을비롯한소규모의동포또는외국인산업노동력이이

역사극장의무대에등장하기시작한다. 외국국적자중재한조선족인구의비율이상대적으로컸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가 한국 입국 초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입국문호가열리지않았기때문에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대규모적인밀집과공개적이고공식적인

                                                       
3 서남권민관협의체의 의욕적 출범에 무색하게 재한 조선족들은 대부분 이 조직을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사업에 대해서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있었다(김석호, 2016). 하지만 인지도가

낮음에도지방정부가주도한이러한정책제안기구와여러사업은집거지사업가의대표성을부각시키고있었다. 

이부분은본연구의제5장에서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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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생활은 가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고 이후 2007 년부터

방문취업제도가시행되면서기존구로공단주변지역은재한조선족의경제적지위와결부되면서주요

생활과 생산의 지역이 되었다. 구로공단을 둘러싼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의 한국인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 이후 큰 폭의 등락이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4 개 자치구의 2008 년과 2015 년 외국인 비율을 보면 구로구는

6.4%에서 10.1%로 증가, 영등포구는 8.9%에서 13.3%로 증가, 금천구는 7.3%에서 11.0%로 증가, 

관악구는 2.6%에서 5.2%로증가했다. 이 4개자치구는대다수의한국인과평균적으로약10% 전후의

외국국적자들로구성되었다([부록4] 참조).

4개자치구에서외국인비율이높은상위5개의행정동을살펴보면, 구로구의가리봉동이 39.7%4, 

구로2동 24.0%, 구로4동 18.2%, 구로5동 10.6%, 구로3동 5.8%였다. 영등포구의경우대림2동이

40.6%, 대림1동19.3%, 신길5동16.5%, 대림3동15.3%, 도림동14.9%였다. 금천구의가산동은17.5%, 

독산3동은15.7%, 독산4동은9.7%, 독산1동7.7%, 독산2동7.7%였다. 관악구의경우신사동12.4%, 

조원동 12.2%, 신원동 7.1%, 신림동 5.7%, 보라매동 5.0%였다([부록 5] 참조). 구로공단 1 단지의

위치가구로구구로3동 170~855번지, 2단지의위치가금천구 가산동 50~233번지, 3단지의위치가

금천구가산동319~715번지(손정순, 2012)인점을감안하면재한조선족및기타외국국적산업인력의

밀집지역은바로구로공단을둘러싼4개구의행정동이되겠다.

재한 조선족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조선족 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배타적인 지역이

아니고영토적경계가물리적및시각적으로분명한폐쇄된지역도아니었다. 재한조선족인구는이

지역에서한국인, 중국에서온다른민족인구, 부분적인탈북자등과함께거주하는한편이지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단 인근 지역에 집거한 조선족 인구에게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인정되면서이들속에서주변의 조선족인구와기타자원을“물질적 토대”로활용하여

성장한 조선족 사업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사업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 한국수출산업공단 1 ·2 ·3 단지) 인근 지역에서 공식적이고

충분한 생산 ∙ 생활 ∙ 소비인구( 노동력과 소비자) 가 있음으로써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4 가리봉동은 1 단지와 2 단지 사이에 위치한 행정동으로서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및 노동운동사에서도 각별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3 년에“구로공단 배후지에서 다문화의 공간으로: 가리봉동”이라는

조사보고서를출간했다(서울역사박물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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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고 이 사업가들이 생산한 재화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즉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와

고용- 피고용, 생산- 소비관계가형성된곳으로한정한다.5

(2) 재한 “조선족” 집거지사업가

“조선족”호칭은 엄격한 정의가 내려진 학술 개념이 아니다.“조선족”은“중국 조선족”의

약칭으로중국화인민공화국정부(국가)가실시한1950년대초의민족식별사업이래중국에거주하고

있는조선인(朝鲜人), 한인(韩人), 고려인(高丽人) 등으로불렸던민족집단에중국공민(公民)으로서

법적 시민권을 인정하면서 사용된 정책적(또는 행정적) 민족범주이다. 이 인구집단은 중국국적의

조선인(또는한인)으로구성되었고주로중국의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과내몽고자치구

동부의 넓은 지역에 분산적으로 분포해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 지역의 조선족들은

급속한분화와이동을경험한다.그중전체인구의약1/3 규모가현재한국에서생활하고있다.

“재한조선족”용어는재한중국동포, 재한중국교포등과함께조선족의한국편입과정에출현한

호칭 중 하나이다. 재한 조선족은 한국에 있는 중국국적의 한인을 지칭한다. 호칭 하나에 국적과

민족적성격이복잡하게얽혀있다.

그런데 이 재한 조선족 인구 중 일부는 지속적인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에 대하여 더이상 재한 조선족이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정책적 민족범주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 사업가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한 조선족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한 집거지에서 출현했고, 이들이 집거지에서

                                                       
5 “집거지”는“enclave”와“town”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enclave 는 노동시장분절론에서 2 차 노동시장

종사자들로구성된(소수민족또는소수인종의)지역으로묘사되고이접근의주안점은누군가에고용된노동자에

있다. 자원동원의 수요-공급 관계의 시각에서는 enclave 를 종족경제(ethnic economy) 또는 집거지경제(enclave 

economy)를구성하는사람들사이의관계로설정하는경향이있고이접근은누군가를고용한고용주에관심이많다. 

이 접근들은 주안점을 서로 다른 곳에 두지만 공통점이라면 enclave 는“(문화적 또는 인종적으로)동질적”인

사람들사이의수평적관계보다수직적인사회경제적관계를설명하기위해사용되는용어라는점이다. 다른한편

town은공간의의미가상대적으로짙고, 그공간을구성하는다양한행위집단과물질(건물, 시설등)을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보통 town 에 대한 연구는 공간 구성, 역사적 형성, 이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역사적변화등에관심을둔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사용하는“집거지”는town보다enclave에가깝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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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내용은 여전히 집거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구성한연결망의상당수내용이 여전히조선족으로구성되어 있기때문에분석의편의상차선책으로

국적에상관없이“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라는호칭을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사업가”는 경제사회학이나 이민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immigrant 

entrepreneur”로 법인을 소유한 자기고용, 가족고용, 유급고용 등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사람을말한다. 이사업가는기업가라고부르기도하지만본연구의사례로서사업가의대부분은

지역적(집거지) 차원에서상대적의미에서의부르주아지로볼수있을뿐사실상의쁘띠부르주아지의

규모이기때문에기업가보다는사업가라는용어를선택하게되었다.

정리하면“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는현재의국적에상관없이중국정부에의해조선족이라는

민족범주에소속되어있거나소속된적이있는사람들중“ 재한조선족 ”집거지 를기반으로출현한

개인 명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고용, 가족고용, 유급고용 등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위치에있는사람으로한정한다.



13

2절. 선행연구검토

1) 재한조선족에관한논의

한국은 1980 년대 말부터 노동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이 되기 시작했다. 1970~1980 년대의 고속

경제성장과지역및세계자본주의체계로의통합은외국자본의한국유입과한국자본의제3세계로의

이전 현상을 유발했다. 동시에 한국 국내의 정치 구조의 변동은 강력한 노동운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나아가노동자들의임금및작업환경을둘러싼협상능력을제고시켰다. 농촌이생산직노동자의

저수지기능을상실하는동시에 지속적인고등교육의성공적 정착으로인해한국은생산직근로자가

절대적으로부족한국가가되었다(설동훈, 1999: 80-107).

인력난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막는 요인인바 중소기업들과 국가는 전략적으로 이 난제를

타개하기위해해외로부터노동자를수입하는데합의했다. 이노동자들은한국자본이진출한국가를

중심으로 수입되었고 이 수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업 영역에

투입되었으며(박영범, 1992; 설동훈 1992; 박래영, 1993; 송병준, 1993; 이혜경, 1994) 그 경제적

효율성은 괄목할 만했다.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은 한국의 2 차노동시장에서 갖은 차별을

감내하면서(김종일 외, 1995; 함한희, 1995; 1997; 송병준 외, 1997)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고용관계가맺어진이주노동자들은작업장내에서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서도여러가지차별

기제의동시적인영향을받았다. 한국사회에서대다수사람들이기피하는업종에고용된데서비롯된

차별 기제와 사회적 배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낳았고 이들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요소(이혜경외, 1998; 석현호외, 2003)로낙인찍혔다. 이렇게외국인산업인력은한국의2차

노동시장의여러영역에다양하게편입되었다. 산업적수요에의해편입된이노동력은다양한기능적

요구가 주어졌고 이 기능적 요구들은 법적, 정책적으로 외국인 산업인력의 시민권적 지위를(Seol, 

2012) 결정했다. 이런연구가설정하고있는외국인산업인력에재한조선족도포함된다. 하지만재한

조선족집단과기타외국인산업인력은최소한법적으로구분되는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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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의들은 조선족 집단은 당연히 재외동포의 법적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종훈, 

1999, 2001, 2003, 2005; 노영돈 1999, 2002)는 주장과 국적 중심으로 볼 때 국민 국가가 혈통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경우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에(정인섭, 1999; 박기갑, 2001) 이마찰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조선족도이주민이라는전제에서

민족적, 문화적특수성을추가해야한다(이진영, 2002)는주장등으로나뉜다. 또한조선족의혈통적

의미에서의 동포적 성격이 어떻게 구체적인 법제화의 과정 속에서 민족적 또는 종족적 성원권으로

구성 또는 재설정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조선족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Kim, 2016)도 있다. 이런 연구는 재한 조선족 집단을 기타 외국인 산업인력과 구분하고, 

이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특정 법적 지위의 당위성을 제기했거나 이 당위성이 어떻게 재구성을

거듭하는지에대한연구이다. 이런연구들은재한조선족의민족적또는동포적성격에주안점을두는

것으로볼수있다.6

재한 조선족은 산업노동력(권태환·박광성, 2004; 이진영·박우, 2009)으로서의 성격과 동포로서

민족적성격이복잡하게얽힌(박우, 2012) 인구집단이다. 이러한복합적인성격은이들에대한국가의

법적, 정책적변화와이변화에대한재한조선족의반응(박우, 2011, 2013) 등을통해파악할수있다. 

재한 조선족의 복합적인 신분 때문에 이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단일한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남아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외국인 산업인력과 똑같은 기능적 역할이 주어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민족적 성격이 외국인 산업노동력으로서의 성격에 적극 반영됨으로 인해 층화된

재한 조선족의 동포적 지위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행위를 단순한 저임금·미숙련 노동자 집단의

그것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다. 재한 조선족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고 이 집거지에서

계급적상층부로서 사업가집단이형성되는 등일련의분화(박우, 2015)를경험한것이 이를설명해

준다. 때문에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는 국가의 법적 지위와 집거지라는 지역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규정(또는 구성)을 동시에 관찰해야 하고, 이들의 정체성은 계급적 변수를

고려하면서구성원리를분석해야한다.

                                                       
6 이런접근은중국조선족을한인디아스포라로보는시각과맥락을같이한다. 식민지배, 분단, 냉전, 탈냉전등

거시구조의변화속에서형성된중국조선족의동포로서법적지위는혈통적의미에서의민족적성격이적극적으로

반영될수밖에없었다. 한인디아스포라연구의동향과쟁점에대해서는鄭根埴(2013)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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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민및집거지에관한논의

한국 사회의 이주민 및 집거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화교와 무슬림에 집중되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들 중 규모가 큰 비 한국계 집단에는 아시아 여러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온

이슬람교도, 불교도, 화교가포함된다(박은경, 1986; 이태환외, 1997; 이덕훈, 2002).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근현대의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개항장, 조계지,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거주해

왔거나 급속한 산업화 이후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빈 공간을

채우면서지역적집거를하게되었다(최병두외, 2011; 정병호∙송도영, 2011; 김병조외, 2011).

조선조말, 식민지배하에서한국에들어온산동성출신중국인노동자및상인들은지연과혈연을

통한네트워크로화교상인단체를형성하여특정지역에서경제공동체를형성했다. 화교상인들은주로

포목, 요식업, 잡화 등 업종에 종사했고 화교 농민들은 도시 근교에서 야채를 재배하였고 쿨리들은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했다. 먼저 이주한 화교 상인들은 가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속적인 이주를

경험한다. 가족단위로 경영되는 화교 요식업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주 고객으로 했다. 

한국화교는 한국사람이나 일본사람과 달리 밭농사에 종사했기에 화교 농민들이 재배한 채소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채소라서 수익도 아주 좋았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화교 농민이

생산한 상품은소비자의 부재로 몰락하기시작한다. 한국화교의연결망, 화교 경제, 화교를 매개한

한국인및일본인과의경제관계는서울, 인천, 수원, 부산, 군산, 마산등지역의화교거주지(이후의

차이나타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김중규, 2007; 류제헌, 2006; 전우용, 2003; 장세훈, 

2009; 박현옥∙박정동, 2003; 김기호, 2016).

일제식민지배의종식은미군정기의시작을의미하기도했다. 한국과일본의경제관계가끊어지면서

일본인을 상대로 했던 화교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미군정기는 한국과 중화민국과의 무역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는 한국의화교들이 본국과의 경제적네트워크를 더잘활용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있는구조를 제공해 주었던것이다. 한국의 화교들은처음에 홍콩상인들의 중개인 역할을

했지만시간이지나면서점차독립적인경제인이되어갔다(왕은미, 2005). 그러나한국전쟁, 그뒤의

산업화 과정에 한국 화교는 국가로부터 오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몰수당하고경제활동도크게제약받았다. 동산, 부동산을보유한화교들은외국인토지보유법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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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자산을 제외하고는 몰수당하거나 매각해야만 했고 나머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중화요리집을운영했다(장수현, 2002; 카세타니토모오, 1997). 그러나국가의지속적인차별정책으로

많은 화교들이 중국으로 귀한이주하여(장수현, 2010; 이창호, 2012b)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화교의

숫자는지속적으로감소한다. 화교의집거지로서한국의차이나타운은그범위와규모모두축소하게

된것이다. 

화교가 운영했던 중화요리집들은 화교들을 고용하였고 화교들한테 요리기법을 전수했지만 화교

규모가감소하면서한국인들이이직업의빈자리를메우기시작했고동시에기술을습득한한국인들이

독립하여 중화요리집을 경영하면서 일종의 경쟁상태를 만들기 시작했다(양필승, 2000). 그러나

외국인토지보유법에 의해 화교는 주택용지와 영업용지의 면적이 규제받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박현옥∙박정동, 2003). 화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화교들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이창호, 2012a). 주류사회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 그리고 자신들의

완전한 동화를 거부하는 노력은 후대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강화를 낳기도 했다(정은주, 2013). 

어찌되었든 현재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화교가 없는 차이나타운(이창호, 2007, 2008)이 되었다. 좀

과장해서표현한다면한국은차이나타운이없는나라가되었다(양필승∙이정희, 2004).

한국거주이슬람교도들의상황도 유시하다. 이들은종교적교리의전파(김성운, 2010) 라는역할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1970 년대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이슬람권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후 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출신 이슬람교도가

출현하기도 했다. 한국의 이슬람은 한국현대사의 빠질수 없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무슬림에대한편향적이고왜곡된교육(이희수, 2001a)과‘9.11테러’로인한이슬람전반에

대한부정적인식은한국사회의무슬림들의처지를더욱어렵게했다(이노미, 2011; 안정국, 2012). 

서울 무슬림들은 이태원 모스크를 중심으로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이태원에 예배하러

다닌다. 이태원에거주하던일본인과미국인을비롯한외국인수가감소하면서이지역은무슬림들에

의해채워졌다(이희수외, 2008).

무슬림의율법상일상생활과직결되는음식은아주중요하다. 무슬림의출현및증가는할랄미트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이 분야의 종사자를 증가시켰다. 또한 할랄미트 수요의

증가는이상품을다루는초국적자본의유통망을한국까지이어지게했다(송도영, 2007, 2011). 이런

상품의 유통망이 확보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전통의 소실보다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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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되었고이는가족이나친족, 혹은본래의거주국에서가지고있던네트워크를통한이주와한국

내에서의 종교적 유대를 통한 집단화를 가능하게 했다(오종진, 2008, 2009; 조희선, 2008; 지종화, 

2011; 김효정2008, 2009; 김대성, 2008; 이희수b, 2001; 이희수∙조영주, 2012). 그러나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낮은경제적지위는무슬림들의밀집거주지역을게토로만드는(조희선, 2010) 조건으로

작용하는경향이있다.

한국의차이나타운, 이태원을비롯한무슬림집거지와함께공간또는장소로서크고작은조선족의

밀집 거주 지역들이 구로공단, 안산 원곡동, 노원구 자양동 양꼬치거리 등에 출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인류학 연구자들과 부분적인 사회학, 역사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라고

한다면 이연구는 최근지리학 연구자들이 관심을두는 주제이다. 연구자들은 한국또는 서울이라는

공간속에서조선족들이어떻게, 그리고어떤공간을구성하고있는지, 그공간의의미는무엇인지에

관심을둔다. 그리고이러한연구의특징중하나는특정한지역또는공간을연구사례로두고있었다. 

예를들어대림동에서형성된조선족의장소성(서지수, 2012), 중국국적이주민의 이주경로를통해

본집중거주지로서대림동(정수열∙이정현, 2014), 간판과사설환전소를중심으로본대림동(박위준, 

2013), 대림동 중앙시장을 사례로 한 시장공간에 대한 문화경관적 해석(전현진∙이준∙강용∙깅성균, 

2012),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조선족밀집지역과거주공간의확대에관한연구(박재영∙강진구, 

2016), 서울 광진구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이용균, 2013)와 조선족 초국적 이주와 로컬리티 변화(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조선족

밀집지역으로서자양동과지역정책(Ha and Park, 2016) 등의연구가여기에해당한다. 행정동수준의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니고 보다 큰 범위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방성훈∙김수현, 2012;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4; 이정현 정수열, 2015)들은 이 지역의 형성과 발달, 이 지역의 다양한

민족사이의관계, 밀집지역의분화등에대해관심을보였다. 

이런 연구들은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한국에 형성된 이주민 또는 다문화적‘공간’의

출현과 구성 요소들에 관심을 둔다. 특정 인구 집단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어떤 연결망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법 및 정책적 환경, 

그리고사회문화적환경이이들의삶의양상과정체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이들로구성된

지역은 어떤 장소성이 있는지(혹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한국의 다문화적인‘공간’으로서 이주민의 집거지 연구는 전형적인 이주민 타운(tow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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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타운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공간또는장소의구성부분의형성과변화에관심을둔다. 

역사적이고 포괄적이며 관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조선족 집거지의 형성에 여러

가지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지만이 연구들은민족 또는인종집단의 내적 (계급)분화의양상과 이

인구의사회경제적엘리트의출현및이들의역할을설명하기위한분석은아니었다. 

  다른 한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집거지 연구는 분절노동시장론의 틀로 설명되고 있었다. 현대

산업사회는 중심 기업(산업)과 주변 기업(산업)으로 분절되어 2 중 경제의 특징을(Averitt 

1968)보이고 이 2중 경제의 내부는 1차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다(Piore 1972, 1975; 

Reich, Gordon, Edwards 1973; Edwards, Reich, Gordon, 1975). 분절노동시장은2차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수요의공백을이주민또는외국인노동자들이채워주는구조로작동하고2차노동시장의특정

산업에 고용된 이주민이나 유색인종의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한다(Piore 1979). 따라서

집거지는 선진 산업국의 2 중 노동시장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많은 이주민들이 2 차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고착화된결과로간주한다(Piore 1975, 1979; Sassen-Koob, 1980). 하지만이집거지는

단순히 2 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 집거지는 노동이주자 외에

상이한 노동시장에 상이한 방식으로 진입하는 같은 민족 이주자(Portes 1976, 1981)와 함께

형성되기도했다.

집거지는노동시장에서행위자들의선택의결과로써1차및2차노동시장과유기적으로결합된, 이

두 노동시장에서 형성되지 않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비공식적 호혜주의에 기반한 집거지

노동시장으로(enclave labor market)(Wilson and Portes 1980; Wilson and Martin 1982; Portes and 

Manning 1986) 불리고 있었다. 집거지는 특정 인구집단이 지리적으로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집거지역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까지 고려한, 활발한

경제활동인구로구성된지역의의미로사용된다(周敏, 1995: 23-29). 미국의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이이런집거지에해당한다.

집거지가 종족경제를 구성한 행위 주체들의 지역적 군집(Portes 1987)이고 이주민 사업가들의

공간적 집거지(Portes 2010: 163)로 묘사되기 때문에 집거지 연구자들은 집거지 사업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 집거지연구자들은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에필요한조건으로 출신국에서 사업을 해본

경험, 동원 가능한 자본과 자원에 대한 접근, 노동력에 대한 접근 등을 꼽는다. 하지만 집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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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이주민 사업가가 아닌 이 사업가들에 고용되었거나 2 차 노동시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관심이있다. 분절노동시장론적접근은왜같은민족피고용자들은1차노동시장이나2차노동시장에

고용되지 않고 집거지 노동시장에 고용되는가에서 질문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집거지

노동시장은 1 차 또는 2 차 노동시장보다 높은 화폐 또는 비화폐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 고용 관계에서 피고용자가 받는 임금은 그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한 가지 종류일 뿐이었다. 

집거지 사업가들에 고용된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하여 정서적 안정에

이르기까지화폐화되지않은보상도얻는다(Portes and Manning 1986).7

이렇게 집거지(집거지 노동시장 또는 집거지 경제)는 선진 산업국의 2 중경제 및 노동시장 분절을

설명하는중요한사례였다. 이분야를연구하는사람들은경제학의관심을사회학의영역으로끌어온

후체계적인연구를통해개념화를시도하고있었다. 이연구자들이제시하는노동시장분절, 사회자본

등 이론은 관계적 접근으로서 집거지의 형성과 역할을 설명하기 때문에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설명에의미있는아이디어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 노동시장분절론적 접근은 집거지 노동시장의 출현 과정과 성격 규명을 주요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지 이 집거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가가 어떻게 출현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정교한설명을내놓지않는다. 다시말하면사업가에게집거지는어떤의미인지에대해서는

상세하게설명하지않는다.

둘째는분절된노동시장의2차노동시장에이주민이유입되는과정을시장의원리에의한행위자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 이주는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현상으로써

이주자의자발적인의지가전제된다. 하지만동아시아후발산업국가의노동시장분절에따른노동력

수급은서구적맥락에서의노동력의이동으로설명하기에는충분하지않은듯하다. 왜냐하면외국인

노동력들은 이들을 도입한 국가의 2 차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규모와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집거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규정된, 집거지를구성하는개인의법적지위의내용이비중있게다루어져야한다.

                                                       
7 이주민사업가들은같은민족구매자와의관계를통해훨씬적은비용으로기업의수직적, 수평적통합을이룩할

수있는데이를종족적신뢰나연결망을통한자본축적, 커뮤니티유지의과정임과동시에같은민족피고용자에

대한지속적인착취의과정(Bailey and Waldinger 1991)으로보는시각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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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설명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국가와 노동시장이라는 거시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집거지는맞지만구체적으로이집거지라는지역, 또는지역구성원이어떻게지방정부와협력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관계속에서 집거지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구성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는다. 

3) 이주민사업가에관한논의

관료제의 출현, 산업사회에서 쁘띠부르주아지가 소멸될 것 등의 고전 이론의 관심때문에

사회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대기업을 비롯한 거대 조직의 기능에만 관심을

기울였다(Granovetter, 1984). 그러나 북미, 서구, 호주 등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기업과

자기고용의감소추세는더디어지다가(Castles et al, 1991: 21; Boissevain, 1984: 20; Mars and Ward, 

1984: 6) 1970 년대 초반의 최저점을 찍고 완반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Steinmetz and Wright, 1989). 세계화 국면에서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창업(또는

사업가화)한 것이 소규모 기업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 기업들은 서구적

맥락에서의전통적유대관계, 또는천민자본주의적요소들내포한(Weber 1969: 109, 251-252; Gerth 

and Mills, 1946: 189, 215) 전근대적유대관계를통해상대적으로높은효율성을기록하는기업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경제를 종족경제(ethnic economy)(Light and 

Karageorgis 1994; Light and Gold 2000: Light 2005)라고부른다.

종족경제의개념을고안한연구자들은근대전환기에인종적·종교적유대관계로비즈니스거래관계

를유지시킨유대인이근대자본주의의형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Sombart 1951: Chap 7, 1953: 37; 

Weber 1981: 109, 251-252)에대한논의를참조하여이주민의경제적성공사례를통하여작금의자본

주의의성격을규명하고자했다. 연구자들은가족, 인종, 종교적유대관계를통해경계의위치에서개

인이나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부를 축적하는 무역자인 미들맨 마이너리티(middleman 

minority)가현대자본주의에의해만들어진경쟁적이고불리한상황에도불구하고금융생활을현재까

지지속시킬수있었던이유는근대로의진화를가로박는장애물(Geertz 1962)인특유의1차적연결망, 

전자본주의적 요소 또는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B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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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225-237; Blauner 1972, Bonacich 1972, 1973, 1980; Cohen 1969: 8-9, 14-25, 1971; Cohen 1997: 

101-4; Reid, 1997; Zenner, 1991, Bechhofer and Elliott, 1985). 미들맨마이너리티는상호지간에형

성한 연결망을 통해 경제적 성공에 필요한 자원인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 values), 믿음

(beliefs), 제도(institutions)를 동원했고(Mayhew 1968; Benedict, 1968; Nafziger 1969; Berger 

1991) 이자원이후손들에게까지이어지게함으로써수평적이고수직적인사회적연대를더욱강고하

게했다.이강화된연대는거꾸로이들의경제활동을격려했다(Banacich 1973).

그러나기존의연구들은제3세계의맥락을강조했기때문에현대자본주의의중심부에서출현한종

족경제를설명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비판(Light and Gold, 2000)이제기되었다. 종족경제를구성한

종족들은미들맨마이너리티처럼모두무역하는사람이거나, 항시적인이동을경험하는사람만은아니

었기때문이다. 이들중에는초국적이주를경험하고특정국가에정주하여종족경제를형성한사람, 

두뇌 이동에 해당하는 엘리트, 이주노동자, 정치 난민 등도 포함되었다(Light, 1972; Cobas, 1986; 

Portes and Robert, 1986; O’Brein and Fugita, 1991; Zenner, 1991).

이문제의식은미국을대표로하는현대자본주의의중심부이며다원주의사회에서중소사업체들이

서서히증가한1970년대초반의상황과결부되어특정지역에거주(정주)하고있는종족의경제적성

공에대한분석(Light, 1972)을시작으로종족경제의패러다임을변경하기시작했다(Waldinger 1996; 

255; Li, 1994: 182). 패러다임의전환속에서초기미들맨마이너리티의연구를선도했던연구자들은

종족경제를“어떠한종족이나이민자그룹이형성한자기고용, 고용주, 같은민족(co-ethnic) 피고용

자, 그리고무급가족고용등고용관계와이관계를통한상품의생산, 유통, 소비가가능한경제영

역”(Bonacich and Modell, 1981)으로개념화를시도했다.

종족경제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념화는 종족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집단으로서 미들맨

마이너리티에서 이주민 사업가(immigrant entrepreneur)가 어떻게 출현했고 그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한분석으로옮겨가게 되었다. 연구자들은전근대사회에서 자본주의적사업가는(entrepreneur)는

모든 사회 집단, 종교 집단, 인종 집단에서 발견되지만 주류로부터 제외되거나 배제된 소수 인종, 

소수 종교 집단에서 더욱 흔히 발견된다는 좀바르트의 견해(Martinelli 1994: 482), 혁신적이지

않으면살아남기어렵고정치적 권력에서제외되고지배적 가치의외부에위치한집단에서사업가의

출현이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슘페터의 견해(Hoselitz 1963)에서 이주민 사업가의 출현에 관한

이론적근거를찾는다.



22

하지만 사업가의 출현, 또는 사업가(기업가) 정신에 관한 논의는 사업가를 형성하는 환경(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업가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수요의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Light and Karageorgis 1994: 655). 예를 들어 미국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중국인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중국인들과 유대인들이 중국 요리를

선호하고수요가많기때문인것으로설명되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사업가의 형성 과정은 이런 계층 혹은 직업군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Smelser 1963: 25, 102)는 주장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려고하고, 사업가가무엇을할수있음으로(공급) 사업가가되었는지를동시에설명해야하는, 

즉 환경의 수요와 종족집단의 공식적 자원 사이의 일치를 동시에 설명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Waldinger, Ward, and Aldrich 1985; Light and Sanchez 1987; Light and 

Rosenstein 1995).

이주민사업가의형성에대한수요의측면에는같은민족(종족)의특수한소비자수요(Light 1972: 

10-18; Aldrich and Waldinger 1990: 115, Portes and Zhou, 1992), 지역의산업적혼합(Bonacich 1987), 

중소규모기업의부활또는성장(Steinmetz and Wright 1989; Ward 1987), 기존기업소유자의퇴출및

이주에 의한 빈자리 사슬(Light 1981; Aldrich, Zimmer, and Mcevoy 1989; Waldinger 1992), 

정치적(혹은 정책적) 지원(Weiss 1988; Berney and Owens 1985; Light and Sanchez 1987) 등이

포함되었다.

공급의 측면에는 계급적 자원과 에스닉 자원이 있다(Light 1984; Light and Karageorgis, 1994; 

Aldrich and Waldinger 1990; Marger and Hoffman, 1992). 계급적자원은부르주아지라는지위가내재한

문화와 부르주아지라는 직업적 문화를 포함한 자원으로서 시장경제에서만 번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Szelenyi 1988). 이 계급적 자원은 학습의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기도 했다(Ong 1992). 

계급적자원은사업가본인혹은가족이이미출신국에서사업가였을경우이계급적자원을활용하여

새로운곳에서도사업가로기능하는경우를말한다. 그러나이주민사업가는사업가인동시에이주민

또는종족의범주에속했다. 따라서실제로종족적자원은계급적자원과혼재되어동원되고활용된다. 

종족적 자원에는 혈통, 결혼제도, 신뢰, 사회 자본, 가족주의, 종족적 연대의 이데올로기 등이

포함된다(Young 1971; Werbner 1984; Foner 1985; Yo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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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주민 사업가는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중요한사례였다. 사업가의출현과역할은사회학고전이론으로부터추출되었고꾸준한관심과검증

속에서 체계적인 연구 흐름으로 정착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동원하고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수요-공급의 상호작용, 사회자본 등은 사업가의 출현과 역할에 대하여 관계적 접근을 함으로써

인적자본론적접근(Becher 1975; Bates 1985)을비판하고있었다. 이러한설정은재한조선족사업가의

출현에대해서도중요한아이디어를제공한다.

그러나 종족경제의 관심은 대부분 유색인종의 종족경제에 몰려있고 국적과 인종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채 연구되고 있다. 종족경제에서의 종족 영역과 경계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기

어려운부분이었다. 하지만분명한것은종족경제를구성하고있는종족은이종족경제외부의종족과

동질적인 종족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데 재한 조선족 사업가 집단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종족적으로나인종적으로다르다는근거는없는듯하다. 

다음 이주민 사업가의 출현 또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연결망(또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국가 영역을 분석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국가-시민관계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이론적(또는 맥락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재한 조선족 사업가 개인이 자원을

동원하는과정에이개인의(또는이개인을규정하고있는) 법적지위는중요한요소로역할하고있다. 

때문에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이주민 사업가의 출현과 역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규정된이주민개인의시민권적지위의내용이비중있게다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집거지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출현한 사업가들이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외에 어떤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종족경제를 구성함에 계급적

상층부로서 이주민 사업가들이 스스로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지, 또는 이 지역을

위해서어떤역할을하고자하는지등에대해서는관심을보이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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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전환 공헌적 권리로서시민권(전환주의 시민권)

사회계급과시민권(공민적, 정치적, 사회적권리)의관계, 특히시민권이사회적 불평등에미치는

영향에대한마셜의분석틀은공동체의완전한구성원에게부여되는평등한지위로서시민권과, 여러

가지이상과신념, 가치에기반을둔불평등한사회계급이어떻게동일한국가안에서역사적으로조

화와갈등, 적대와협력적관계를유지하면서함께발전할수있었는가(Marshall, 1950: 17-27)를답하

기위한것이었다. 마셜은철학과정치학의영역이었던시민권을사회학개념으로발전시켰고(Turner, 

1986: 13-26), 그의시민권개념은비판, 전승, 확대를통해(서구중심의)근대사회의성격을규명하고

유형화하는중요한근거와척도가되었다(Turner, 1990).

마셜은시민권을공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 요소로나누어분석했다. 그

중공민적요소는개인의자유와관련된권리로, 신체, 신앙, 재산소유와유효한계약을맺을수있는

권리, 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로설정했고, 이권리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제도는법정이라고했다. 

정치적요소는정치적권위가있는기구의구성원이나이구성원을선출할수있는자격을가진자로서

정치권력의실천에참여할수있는권리로설정했고, 이정치권은의회를통해실현된다고했다. 사회

적요소는일정정도의경제적복지를받을수있는권리, 사회적유산을누릴수있는권리, 사회적으

로받아들여지는문명화된수준의삶을누릴수있는권리로설정했고, 이사회권은교육체계와사회

서비스등제도와밀접하게관련된다고했다(Marshall, 1950: 8).

18세기에형성된공민권은사회체계의하층계급에게도근대적문명을향유할수있는권리를제공하

는듯했지만중세시대부터이어졌던불평등한계급구조는공민권, 즉초기시민권의확대와대립관계

를형성한것이아니라오히려근대사회까지본래의상태를유지한채이어졌다. 왜냐하면이권리들

은불평등을지속시키는데필요한요소들이었기때문이다. 개인은공민권에의해권리가부여되었지만

이권리를실현할방법이없었다. 따라서19세기단체교섭권의출현이공민권의기초에서정치권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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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게된중요한요인중하나가되는것이다. 단체교섭권의형성은공민권의자연스러운확장의동

시에시민권이정치적영역으로부터시민영역으로이행하는중요한과정이기도했다. 20세기의사회

권은기존의공민권과정치권이불평등의근본적인문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못했던것에반해

최소한사회복지의측면에서불평등의폐지를위한여러가지노력을경주했다(Marshall, 1950).

마셜의시민권은권리로서지위의문제로만설정된것으로보이지만그의분석틀에는시민권의발전

과정에서사회집단의사회적참여를위한공개적이고의식적인 투쟁의역사가보이고이사회참여의

요소들은국민-국가의성격에의해규정되고정의된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이는시민권이개인(혹

은시민)과집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성원권을획득하기 위한 과정과 이과정의 정당성을판단하는

국민-국가와의관계를설정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Turner, 1986). 

그런데일국적, 그리고단일민족(혹은인종)적시민과국가의관계를설정했던마셜의시민권개념

은다민족국가에서의소수자의시민권문제(Parsons, 1965, Lechner, 1998과Lidz, 2009에서재인용),

자본과노동력이활발한초국적이동을경험하지만그럼에도국가가여전히유일하고가장중요한시

민권적장소로간주되는상황(Soysal, 1994)들과관련하여재해석의필요가주문되었다.

이주문은세계화국면에서전통적인국가-시민관계가새로운질서에의해재편됨에따라개념으로

서 시민권과 정치적 토대로서 시민권의 부활로 이어졌다. 시민권은 법적(juridical), 정치적

(political), 경제적(economic), 문화적(cultural) 실천들의집합으로, 사회의능숙한성원으로서사

람과, 사람들과사회집단을향한자원의흐름의결과적형태로정의(Turner, 1993: 2) 되었다. 여기서

시민권이실천들(practices)이라는점을강조하는것은시민권의국가와법적정의를권리와의무의

집합으로설정하는것을넘어서기위함이다. '실천들'이라는용어는정치적투쟁의 결과로써역사를

변화시킨 시민권의 역동적사회 구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준다. 사회적 실천의 개념은시민권

사상이법적, 정치적개념과차별되는사회학적개념이될수있게한다. 다른한편으로, 실천으로서

시민권정의는불평등, 권력의차이, 사회계급등논의에적용될수있다. 그이유는시민권은필연적

으로, 그리고필수적으로사회에서의자원들의불평등한분배의문제와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Turner, 1993: 2-3).

사회학에서의시민권개념은시민권제도가개인과집단을자본주의사회에서의시장의부정적인결

과와예상밖의변화로부터어떻게보호하는지에관심을둔다. 시민(권)적지위는사회에서개인과그

룹이제한된자원에접근하는것을통제한다. 합법적권리와의무는공식적지위로제도화되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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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공식적사회에서의제한적자원에접근할수있는능력을제공해준다. 여기서말하는'자원'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자원들인데이세가지자원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각각경제적권리, 문화

적권리, 정치적권리로유형화할수있다. 경제적권리는먹는것과주거를위한기초적인수요와관

련된것이고, 문화적권리는복지와교육에대한접근과관련된것이며, 정치적권리는개인적자유, 

의회와같은정치적수단을통해표현할수있는권리등자유주의적관점에서의전통적영역과관련된

것이다. 이런권리들은인권과차별화하여집합적으로‘사회적’권리라고할수있다. 시민권의사회

학적모델의첫번째요소는시민권이사회의부족한자원에접근하는것을통제하고, 시민권의배분

적기능은시민권적성원권기준에의한현대사회의엄청난갈등의기초가된다는것이다. 두번째요

소는시민권은 합법적 지위에더하여 개인과 집단에특수한 문화적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요소는시민권을규정하는정치적공동체는민족-국가라는것이다. 이렇게개인이시민이될때

그시민은그들에게권리와의무를허락한제도의집합에만들어가거나, 또한정체성만을얻거나, 공

중도덕속에서사회화되거나하는것뿐만아니라, 특수한영역과역사를가진정치적공동체의멤버

가된다. 일반적으로시민권은국민체계안에있는공식적으로인정된민족-국가의구성원에게부여

한권리와의무의집합이고나아가시민권은민족-국가의합법적성원권에부합한다. 시민권정체성과

시민권문화는국가적정체성이고국가적문화이다(Turner, 1997: 5-9).

만약보편적시민권이근대화의적절한기준이라면, 근대화와산업화과정중의시민권의획득경로

나시민권의상태는근대사회의특성을결정한다. 만약시민권이투쟁의산물이라면바로그  투쟁의

성격이사회가궁극적으로획득하게되는근대화의성격을형성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 다시말하

면 획득지위 혹은 권리로서 시민권의 쟁취과정이 곧 시민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Turner, 

1986: 66-67).

여기서말하는근대적시민권(혹은사회적권리)은민족-국가의틀내에서노동, 공공서비스(예를

들면, 국방 혹은 법적 서비스), 부모가 되거나 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공헌적 권리(contributory 

rights)'와의무의집합이다. 이권리를'공헌적권리'라고하는이유는한사회에대한효과적인주

장들은사람들의노동, 전쟁, 혹은양육등사회를구성함에필요한공헌을통해가능해지기때문이다

(Turner, 2001, Isin and Turner, 2007: 2, 12). 근대적개인의정체성은민족국가내에서공헌적권

리가공정하게분배(또는부여) 되는지에기초했다. 다시말하면‘공정성인식(fairness)’은공헌적

권리의정체성의한측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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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동아시아, 또는한국적맥락에서국가-사회관계를시민권개념으로설명하기위해서는개념

의전제와틀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Chang and Turner, 2012; Turner and Chang, 2012). 영국적맥

락에서의마셜의시민권개념은서구근대화과정이라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근대화의역사적궤

도를전제로국가와다양한사회집단(또는시민)의관계를설정하고있다. 이때국가와시민의관계는

서구적합리성을바탕으로개인주의에근거했거나또는계약을통한관계였다. 그런데동아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형성과발전, 혹은국가-사회관계는서구적시민권개념으로충분히설명되지않는부분

이있다(Chang, 2012a, 2012b). 

주지하다시피한국의근대성은시간·공간적압축과시간·공간적압착의과정이라는‘압축적근대

성’으로설명된다. 한국의저소득농업경제에서선진산업경제로의이행은서구보다훨씬짧은기간

이소요되었고다양한양태의외세지배를받으면서거시적제도부터미시적생활영역까지지리적거

리나차이와무관하게다른지역(사회)의직접적영향을받으며변화했다. 또한현대적혹은초(탈)현

대적문물과제도들이과거문물들과혼재하여치열한경쟁, 충돌, 접합, 화합의현상이발생하고있

고외래적, 다국적혹은범세계적문물과제도들이토착적문물과제도들과혼재하여역시치열한경

쟁, 충돌, 접합, 화합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런측면들에서발생하는현상, 문물, 제도들은다시그

들사이에서의복잡한관계를형성하여현재한국사회의성격을구성하고있다(장경섭, 2009: 20-27; 

Chang, 2010: 5-8).

이압축적근대성은수백년에걸쳐형성되고누적된서구(혹은서구를표방한) 근대화의부분적문

명요소들의압축적도입과본래의‘고유한’전통적문명의부분적요소들의압축적전승, 및양자사

이에형성된복잡한관계에대한묘사이고설명이다. 또한이관계들은지난한세기동안한국의정치

·경제적전환, 또는거듭되는국가-사회관계의재편의원인이자결과였다. 

이정치·경제적전환과국가-사회관계의재편의매순간마다한국사회의시민권내용과성격이규

정되었다. 이를테면제도적및기술-과학적근대화와교육적시민권, 경제적전환과개발주의시민권, 

민주화와전환정치적시민권, 세계화및신자유주의와대조적인코스모폴리탄시민권, 국민재배치와

동포적시민권등이그것이다. 이렇게매전환의최종목적을위한전환중심적국가, 사회와인구가

만들어지고, 전환과정과 의미는주요사회정치적질서를대표했으며, 전환-배태적관심들은핵심적

사회정체성을규정지었다(Chang, 2014a). 

작금의신자유주의질서는국내산업구조의재편, 노동시장의변화등일련의경제, 정치구조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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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요구했다. 취약한국가-시민관계때문에국가는한편으로새로운이데올로기를만들고다른한

편시민들을공공의 생활에물질적으로결합시키기위한 장려책들을고안하면서 국가또는국제질서  

주도적인정치·경제의전환을이룩하고자했다. 이렇기때문에한국인의시민권적성격은안정된사

회체제에서장기적으로지속되는권리, 의무, 정체성에기초한것이아니라국가와사회(혹은시민)의

지속적인격변을전제로이런변화에관련된자원과공헌을바탕으로규정되고변화되어나갔다. 이런

변화들속에서항상변화로부터도태되거나억압되는사회집단들이출현했다(Chang and Turner, 2012; 

Chang, 2012a).

1990년대초부터시작된국가주도의 전환은자체적으로추진했다기보다는신자유주의적세계화의

정치경제적필요에의해추진된여러가지신자유주의적경향들을내재한세계화였다(Chang, 2012c). 

이세계화는기존국내의전환적요소들을국제적기준에맞추기위해국가가주도하고이전환에따른

시민들의전환공헌적권리가지속적으로요구되는(Chang, 2014a: 170-171) 국가-시민관계의신자유

주의적재편의과정이었다. 이세계화의한부분이한국사회의무자비한정치경제적양극화의오래된

희생자들에게노동시장과결혼시장의세계화를통한과거의노동및결혼의조건을재건해주기위한

전략적시도(Chang, 2014a: 172)들로구체화(또는제도화) 되었다.

이경제(또는산업)와인구재생산을위한전략적시도의주요대상이바로한국사회에편입된아시

아지역의대규모외국인노동력과신부였다(Seol, 2012; Kim, N., 2012; Kim, H., 2012). 이집단의대

부분을차지하는집단으로동포적지위와산업인력의지위가복잡하게얽혀있는(박우, 2012) 1980년대

말, 1990년대초부터한국사회에편입된60만여명재한조선족집단이있다. 이재한조선족집단에

게는국민이될수있는자격들이(Lee, 2012)이다양하게부여되었고, 이자격을포함한다양한조건들

에 의해 이들은 한국의 1차 노동시장(朴佑, 2013), 2차 노동시장(Seol, and Skrentny, 2009; Seol, 

2012), 인구재생산영역(Kim, H., 2012, 2014)에분산적으로편입되었다.

한국사회의전환적맥락에서이렇게유입된신규집단의권리와의무역시다양한전환적목적과변

화에필요한자원과공헌을바탕으로선별적으로규정되었다고볼수있다. 이선별적으로규정된권

리는지속적인정치·경제적전환과정에서이주민집단내부의사회·경제적불평등을유발하는핵

심적요소로기능했다. 동시에이불평등한구조에놓인사회집단은꾸준히자신의전환공헌적정체

성(공정성인식)에기초하여시민권실천을이어간다. 

이렇게“국가와사회의자원들, 기회들에대한효과적이고(혹은) 정당한주장, 그리고(혹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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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사회의전환적목적들에대해시민들이공헌을하게하는측면들”을‘전환주의시민권’, 즉

‘전환공헌적권리’라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다(Chang, 2014a: 164).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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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방법과 자료

1) 연구방법

    

(1) 참여관찰방법

본 연구자는 2005 년 추석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중국동포타운신문사가 주최하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협력하여 개최한“중국동포추석맞이행사”에 진행요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재한 조선족 밀집 지역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뒤 2006년에는 중국동포타운신문사의

객원기자로있으면서밀집지역에서발생하는 크고작은현안을 관찰하고기록하는한편그원인들을

조사하게되었다. 2006년여름에는신문사에서“중국동포불법체류자자진출국프로그램”관련상담을

하면서재한조선족인구가어떠한경로를통해한국에유입되었고이들이어떠한신분으로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 이 신문사는 국내의 H 은행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기증받아 컴퓨터 무료 강의를 개설하는데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당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운영진은 별도의 봉사팀을 구성하여 주 1 회 컴퓨터 무료봉사 강의를

시작했다. 이봉사는4년지속되었다. 

2004 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재한 조선족의 외국적동포 지위가 인정되었고 조선족은

2007 년부터 외국적동포노동자와(방문취업제도) 외국적동포의 자격으로 공식 입국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본격적으로가리봉동에서의활동을시작했던 2005년과 2006년은바로재한 조선족사회가

큰전환점을맞는시기였다. 본연구자는미등록상태의조선족들이출국하여1년또는2년뒤에합법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다시 편입되는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로 정리할 수 있었다.

심지어 본 연구자의 상담을 받고 2006 년에 중국으로 귀국한 길림성 훈춘시의 H 씨는 2008 년 말에

방문취업자격으로입국하여본연구자를찾아온일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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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의 방문취업제도는 재한 조선족 사회의 경관을 뒤바꾸어 놓았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리봉동 길거리에 행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법적 지위의 변화로 사람들이

당당해진 듯 했다. 두번째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거의모든단체의설립식에참여하게되었고이단체들이추진하는대부분의행사에참여할

수 있었다. 그 인연이 2016 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거나

개인적인이야기를할때에“대림동”이빈번하게등장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재한조선족언론인들

사이에서는“대림동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대규모의

조선족 인구가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 구 밀집 지역인 독산동, 가리봉동과 구로동 등이

포화되면서 사람들은 인접한 대림동으로 확장했던 것이다. 그 뒤 이 밀집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현재의모습으로발전하게되었다.

본 연구자가 2009 년부터 한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선족 밀집 지역의 단체들과 더욱 가깝게

지낼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다. 이단체들은서로경쟁적으로자신의조직을발전시켰고조직을

더욱 단체답게 구축하고 있었다. 그 중에 사라진“단체”들도 꽤 있다. 단체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본연구자는의미있는현상을발견하게되었다. 2005년당시까지만해도조선족밀집지역에는

종교단체들의 영향력이 컸다. 그런데 2007 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단체들이 성장하면서 종교단체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선족 단체들 중 나름 규모가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단체는 거의 모두 밀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조선족 사업가가 주도한

단체들이었다는것이다. 세번째는단체를운영하는사업가들은법적지위가변화함에따라합법적인

법인 소유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조선족 집거지에서

공식적인“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가 출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업가들이 단체를

구성하여집거지에서의여러가지역할을하는일련의과정에동참하게되었다.

2010년부터2016년현재까지본연구자는단순한참여의차원이아니라조선족밀집지역또는재한

조선족에대한정책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해연구자의신분으로집거지를관찰하기시작했다. 개인

사업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를 더욱 정규적으로 만들어가는 집거지

사업가들과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집거지의 여론은 사업가가 중심이 된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연구자이자 관찰자인 본 연구자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록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사업가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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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역할하면서 이들과의지속적인만남과교류속에서이들이한국사회의한구성집단이되기

위한노력들을포착할수있었고그노력을구성하는논리(정체성)를체계적으로접할수있었다.

이렇게 10년여정도의 참여를통해본 연구자는재한 조선족의법적신분이변화하면서집거지의

모습이확연하게달라졌고이집거지에서“재한조선족사업가”가출현하고이사업가들이집거지의

주도적 집단이 되어 가는 변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과 참여를 통해 문제의식을

설정하고그문제의식하에서관찰대상집단과지속적으로교류하면서이문제의식을객관화하고자

노력했다.8

(2) 사례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의 참여를 통해 사업가의 출현과 역할의 변화라는 사례를

관찰해냈다. 재한조선족사업가에대한연구방법으로단일사례연구를채택한다. 

사례연구 방법은 관찰했거나 포착한 사례에 근거하여 이론틀을 확장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Yin, 

2011: 4) 효과적인방법으로볼수있다. 본연구는재한조선족사업가의사회적시민권의지역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민권 이론을 도입했다. 조선족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분석틀을구성하고이를전환주의시민권개념으로설명하는실증분석을시도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를 설명하려면 이들 개인을 규정하는 국가의 행위와 논리에

대한체계적인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국가의 규정으로 인정된 재한조선족 개인의시민권적

지위가이들이한국에서사회경제적생활을영위하는과정에어떤영향을미쳤고, 이집단으로하여금

어떻게분화를경험하게했는지를설명한다. 나아가분화된재한조선족집단중사회경제적상층부를

구성하고있는사업가집단이자신의지위를통해어떻게한국사회의보편적인지위를유지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 사업가의 출현과 이 사업가의 역할 변화를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관계를통하여설명하면서전환주의시민권이론의명제를확장하고일반화할것이다.

                                                       
8 연구자가관찰대상집단과의오래된교류속에서문제의식이만들어지고이문제의식을객관화(이론화)하기위한

노력들에대해부르디외는“참여적객관화(participant objectivation)”라고했다(Bourdieu,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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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1) 설문조사자료

본연구에서부분적으로 활용하는“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가칭)”자료는 2013년“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서울시)”에서 수집한 자료에 조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수집된 추가분을 포함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서울시, 특히 남서부 지역 집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산업영역에편입되고다양한직업에종사하고있는조선족에대한정보가수집되어있다. 특히

본연구의 대상인 조선족집거지 사업가에 대한내용과 이사업가에 고용된조선족 집거지 노동자에

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다(사업가의성별연령별구성은<표1-4-1>을참조).

<표1-4-1> 사업가의성별연령별구성

연령 남 여 전체

20~24 8 0 8

25~29 6 8 14

30~34 5 17 22

35~39 7 4 11

40~44 16 0 16

45~49 0 7 7

50~54 12 11 23

55~60 7 6 13

60 이상 0 7 7

전체 61 60 121(결측3)

주: 남성의평균연령은40세, 여성의평균연령은44세, 

전체평균연령은42세이다.

이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은 전체모집단에서 추출한 것이아니라밀집 지역을 대표적인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집단으로 결정한 후 실시한 조사이다. 이 자료가 전체

서울 거주 또는 재한 조선족을 대표하는 유일하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밀집지역거주조선족에대한포괄적인자료라는차원에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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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과 역할의 변화에 필요한 설명을 뒷받침 할 근거로써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집거지부분과사업가부분이이어지기때문에자료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집거지일반근로자와

사업가를종합적으로조사한이자료를상대적으로많이활용하게되었다.

이 연구용역의 설문조사는 조선족 집거지의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본

연구자가 조사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응답상황을 감독및점검하였다. 때문에다른 자료보다

이자료는익숙하고분석과정에설명을안정적이고일관되게할수있다고판단했다. 이자료는주로

본연구의3장과4장에서집거지조선족근로자와사업가의일반적인상황을보여주기위해활용했다. 

상기의 자료와 함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설문조사 자료 중 첫 번째 자료는 2008 년

법무부·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인“중국동포 방문취업제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이자료에는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한국의2차노동시장에편입된조선족노동자에대한

고용및경제상황이포함되어있다. 전체사례수는1,000사례이다. 이자료는법무부의협조를받아

(목동)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 방문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교육장에서

연수받는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했고, 부분적으로는조선족 단체의도움으로 수집되었다. 두번째

자료는 2008 년 재외동포재단의 연구용역인 "중국동포 밀집지역(업소) 실태 설문조사"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남서부 집거지 조선족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 전체 300 사례이다. 이 조사는 당시

보조연구원들이지역지도에기초하여주소번지수에근거하여체크하고조사했다. 

이두자료의수집과정역시엄격하고완벽한조사방법에근거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하지만

두자료 모두특정 대상집단을 선정하고 조사했다는 점에서수집된 자료는의미있는 설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무부·노동부 용역에 본 연구자는 설문조사원으로 참여했고

재외동포재단용역은초반에보조연구원으로참여했다. 이두자료는본연구의제3장과제4장에서

보완적으로활용하였다.

(2) 면접자료

면접자료는본연구자가상기의설문조사를진행하는과정에수집한자료의일부로서사업가17명,

일반 노동자 4 명, 한국인 1 명이 포함된다. 그 외 본 연구자는 2012 년 중국동포타운신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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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으로『우리가만난한국: 재한조선족의구술생애사』(북코리아)를펴냈는데이책에수록된재한

조선족들의구술과수집은했지만수록하지않은자료도활용했다.

면접자료는 제 4 장에서 사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보여주기 위해활용했고, 다음은법적 지위와사업가개인의 동원가능한 자원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드러내는데 활용했다. 제 5 장에서는 집거지 대표집단으로서 사업가가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지 등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했다. 부분적으로 언급한 조선족 근로자의 면접자료는 제 3 장에서 집거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유동인구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면접자료는 집거지 구

주도집단으로서종교단체의역할을알아보기위해활용했다.

<표1-4-2> 피면접사업가리스트

사업가이름 사업체명 성별 출생년도 면접일시

K씨 L물산 남 1964년 2011년10월21일

Y씨 G여행사 여 1968년 2011년10월25일

K씨 J냉면 여 1955년 2011년4월20일

P씨 Q식당 여 1970년 2015년4월7일

P씨 H신문 남 1959년 2011년10월18일

L씨 S양꼬치 남 1970년 2011년2월11일

K씨 H여행사 남 1972년 2015년4월4일

K씨 L무역 남 1974년 2015년4월4일

H씨 M양꼬치 여 1980년 2015년11월5일

L씨 H신문 남 1970년 2014년6월8일

O씨 C식당 여 1969년 2013년10월6일

N씨 C여행행정사 남 1965년 2013년8월23일

P씨 M물류 여 1966년 2014년12월1일

S씨 Y핸드폰대리점 여 1967년 2015년7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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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Y식당 여 1958년 2014년8월6일

S씨 S주식회사 남 1960년 2015년5월21일

P씨 Y미용원 여 1965년 2014년6월21일

<표1-4-3> 피면접조선족일반노동자리스트

이름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 면접일시

Y씨 남 1949년 인천 2014년4월24일

K(1)씨 남 1970년 서울종로 2013년12월10일

K(2)씨 여 1982년 경기도의정부 2013년12월10일

C씨 여 1960년 경기도안양 2014년4월24일

<표1-4-4> 피면접한국인리스트

이름 성별 소속 면접일시

K씨 남 동포세계신문 2011년4월5일

      

(3) 이미지자료

본연구가활용한이미지자료는다음과같다.

첫째, 연구자가참여관찰하는과정에수집한사진자료를적극활용했다. 사진자료는본연구에서

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효과적으로드러낼수있다. 직접수집한그림자료외에조선족관련온라인

신문의 그림 자료도 활용했다. 그림 자료는 본 연구의 제3 장 밀집 지역의 모습을 설명하고 생활의

공간으로서밀집지역에재한조선족을위한어떤다양한기관들이있는지등을다각적으로드러내기

위해활용했다. 그리고제4장에서그림자료는집거지사업가의사업체를보여주기위해동원했다. 

둘째, 행사 포스터 등 자료도 활용했다. 이 포스터도 참여관찰 과정에 수집한 자료이다. 포스터

자료는제5장에서사업가집단이추진하고있는행사들을설명하기위해활용했다.

셋째, 지도자료를적극활용했다. 재한조선족집거지의분포를보다입체적으로드러내기위해본

연구는 한국수출산업단지 형상도를 인용하였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통계연보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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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외국인및조선족분포, 서울의조선족분포등의지도를제작했다. 이지도는본연구의서론과

3장에서활용했다.

(4) 문헌자료

본연구가활용한문헌자료는다음과같다.

첫째, 참여관찰과정에수집한조선족단체의활동기록, 무가지신문의기록등1차문헌자료이다.

이자료는본연구의제5장에서많이활용하였다.

둘째,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 내용은 법률 원문을 참고하는 것을 통해 정리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및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은 각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와

정부에서오프라인으로발간한정책설명자료등을참조했다. 이자료들은주로본연구의제2장에서

활용하였다.

셋째, 학술지 게재 논문, 학회 발표문, 단행본, 연구용역 보고서, 지방지, 공청회 자료 등

연구문헌을활용했다. 이자료들은본연구의선행연구검토부분과, 제2장에서주로다루었다.

넷째, 국내주요일간지의기사원문을활용했다. 이자료들은본연구의제2장과제5장에서주로

다루었다.

(5) 관방통계자료

그외중국정부자료인“중국통계연감”, 한국의“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출입국통계연보및

월보(법무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정자치부)”, “서울통계(서울특별시청)” 등

자료를활용하여거시적, 개관적측면에서재한조선족사회의모습을설명했다. 본연구의제3장에서

주로사용된이자료들은본연구자가수집한자료의한계들을적절히보완해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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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논문의 구성

본연구는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시민권적지위가어떻게규정되고, 이들은정체성을어떻게

구성하고있는지를다음의분석과설명순서를통해밝혀볼것이다.

제2장에서는재한조선족에대한산업인력과혈통적동포라는분리된시각을극복하면서1980년대

후반부터 제정및 개정된한국의 재외동포 및외국인산업인력 정책의 변화를포괄적으로 정리한다. 

국가가 어떠한 법적, 정책적 결정을 통해 재한 조선족 인구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지, 재한

조선족개인은어떠한법적지위하에서한국생활을이어갈수있었는지정리한다. 재한조선족인구

중에사업가가 출현하고 이사업가들이 자신의 계급적 지위에기반한 시민권실천을 적극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 개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가에게 중요한 시장인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성이보장된법적지위의재한조선족인구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제 3 장에서는 법적 지위의 변화를 통해 재한 조선족 사업가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집거지가

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본다. 조선족집거지에서사업가가출현할수있었던이유는사업가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과 사업가 개인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노동력과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으로서 시장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바로 집거지이다. 

집거지를 바라보는 기존의 분절노동시장적 접근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동포적지위와산업노동력의지위)가집거지의변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집거지를 기반으로 사업가가 출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집거지 시장이 전제된

상황에서동원가능한자원만활용하여서는법적, 실질적사업가가될수없었다. 왜냐하면사업가는

법인을 소유하고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존

이주민 사업가의 출현에 관한 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사업가 개인이 어떻게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 자신이동원 가능한자원과 이지위를 결부시켜 사업가가되는지를 설명한다. 법적지위의

변화를 통해 재한 조선족 인구 중 일부가 사업가가 되는 과정, 즉 시민권적 지위가 계급적 지위의

변화에미치는영향을정리하면서집거지의경제적중심집단으로서사업가의출현을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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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에서는 조선족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이 어떻게 집거지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지분석한다. 그리고사업가들은구체적으로어떤 실천을통해집거지 내에서의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 분석은 집거지 사업가들이 집거지 유지의 원리를 어떻게

설정하고있는지를 밝혀보고이들의정체성을규명하는작업이다. 마지막으로집거지사업가에대해

지역정부와지역사회는어떻게반응하는지살펴본다. 지역차원의사회적지위의구성은사업가개인의

경제적지위와함께주변으로부터인정받는자격도함께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결론인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서울의 남서부지역에서 출현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를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 사회의 (지역)사회적 시민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례로 위치시킨 후 그

이론적함의를서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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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계화된 법적 지위의 역설로서 집거지 사업가 출현의 제도적 배경

국가에 의해 규정된 신규 진입 집단으로서 재한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재한조선족 개인이 한국

내에서참여할수있는문화적, 경제적, 정치적활동의범위를결정했다. 이른바법적지위의내용이

이지위에놓인재한조선족개인의권리의내용을규정했다는것이다. 

재한조선족주민들사이에서사업가가출현하고이사업가들이자신의계급적지위에기반한시민권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한 사회적 권리의

확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가에게 중요한 시장인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된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재한조선족

인구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 더군다나 재한조선족 개인의 법적지위는 특정한 자격에따라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로 변경이 가능했고 이 변경된 법적 지위는 사회적 권리의 확대를 보장해

주었다.

재한조선족사업가의출현및역할변화를설명하려면국가가재한조선족개인의법적지위를어떤

논리에따라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한분석을 선행적으로요구한다. 재한조선족개인은 산업인력과

재외동포의신분으로한국에유입되었다. 때문에제2장에서는 한국의외국인산업인력및재외동포

관련법, 그리고이법에근거한외국인산업인력정책및재외동포정책의내용을검토하는것을통해

국가가어떻게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를규정했고, 이지위는사업가의출현에어떤영향을미치게

되었는지밝혀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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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외국인노동자로서재한조선족

1980 년대 중후반부터 (중소)자본과 국가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거시적 전환과정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새로운 법과정책을 제정하여노동자의 신분이인정되지않는

외국인노동력을국내산업현장에도입하는데합의했다. 일명산업연수제도가바로이합의의첫번째

구체적 실행방안이었다. 이 제도에 의해 한국의 산업현장에 편입된 부분적 조선족들은 여타 국적의

노동자와마찬가지로연수생(학생)의신분으로노동력을제공하는사실상의외국인노동자로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한계가 꾸준히 비판의 도마위에 놓이면서 이에 대한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으로“새로운” 제도인 연수취업제도가 등장한다. 연수취업제도의 도입은 외국인노동자의

사회경제적지위의존중, 나아가확대차원에서추진되었다기보다이들을도입한중소자본의의주문에

의해추진되었다.

1) 외국인노동자지위부여의배경과과정

(1) 산업연수제도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1980 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정부는‘사실상’의 외국인 노동력을 연수생(학생) 신분으로 기업이

고용할수있는산업기술연수제도를시행했다(임현진·설동훈, 2000a, 2000b). 한국정부가해외진출

한국 법인과 한국 내 산업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이유는 1980 년대를 경유하면서

생산직인력난이지속되고국내근로자들의높은임금인상요구로인하여중소사업체들이외국인력에

대한 수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택사업협회 (1989.05)를 필두로 석탄협회 (1989.10), 

전자공업협동조합 (1990.0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0.10), 한국선주협 회(1991) 등이

지속적으로노동시장 개방의필요성을주장하면서 정부에외국인력수입을요구하고 있었다(설동훈, 

1999: 419-423). 당시한국에는「출입국관리법」에한국의공기관이나사기관에서산업상의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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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연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2 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1456호, 1984.06.03. 제9조1항13호)이있을뿐외국인산업인력에대한별도의법은

없었다.

외국인노동력의수요가급증하고한국기업의해외진출도활발해지면서1991년 10월, 법무부는

훈령 제 255 호「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반포하고 같은 해

10 월,「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산업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사증을

발급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과 세칙은 해외투자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향상 도모 및 이를 통한

기술이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 3D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목적도

있었다(중소기업협동중앙회, 1996: 18-19). 이후1992년9월, 상공부는「외국인연수자관리지침」을

공포하여 고용주와 연수자의 계약관계와 수당 문제, 연수자의 경제활동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을제정했다.

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노동력 고용 경험이 없는데다가 관련 법 및 정책도 미흡했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체류기한을 초과하거나 작업장을 변경하면서 소위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과

관리를책임진전담부서가없다는것이었다. 따라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1993년 11월 24일, 

경제기획원, 외무부, 법무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 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열고 새로 입국할 2 만 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9 일괄 모집, 1~2 개월의 소양교육을 거친 뒤 인력신청 업체에 취업시키되

현재의 연수생과 마찬가지로 최장 2 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경향신문, 1993.11.25. 

23 면). 이러한 결정은 같은 해 11 월 28 일 법무부의「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훈령 제 294 호)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선정, 도입, 

관리는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소관이되었다.

                                                       
9 1990년대초, 외국인력도입시고용업체의직접선발에따른민간알선업체의과다경쟁, 불법행위로인한부작용

을경험하였기때문에민간알선업체를완전히배제하고비영리공익단체인중기협을1994년1월연수생도입전담

창구로일원화하였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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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령이반포된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1993년상공부, 법무부등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

1994년1월중앙회내부에‘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설치하기로하고(매일경제, 1993.05.25. 10면), 

자체적으로「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을제정했다. 이요령에의하면연수생을추천

받을대상국가및 국가별연수인원배정은연수업체가연수시키고자하는대상국가의연수생 총인원

수, 국내에서연수받고있는자국연수생에대한사후관리능력과협조여부, 기타중앙회장이제시하는

제반 연수조건의 수용여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정하게 되어 있었다. 다만

중앙회 회장이 대상국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제 2 조). 이

요령에의해1994년5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추천한산업연수생이최초로한국에입국한다.

산업연수생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력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언급된것은1995년의「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예규

제 258 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지침은 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연수생 신분의

체류자격을가지되 연수과정에서현장연수의 특성상사실상의 노무를제공함으로써임금및수당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정했다(제 4 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는 연수생(학생) 신분임에도 사실상의 근로자의

지위가인정되기시작했던것이다.

1996 년,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 368 호, 1996.08.16.)을 반포하여 해외투자업체의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과

수산업협동자합중앙회의 추천에 의한 연수생 허용인원을 정했다. 이 지침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와개발도상국에대한

산업기술협력강화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을정하는목적으로「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중소기업청고시제96-11호, 1996.10.01.)을제정했다. 이지침은전체제조업중한국내산업

여건과 인력수입 상황에근거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함에연수가능한 대상 업종을구체화 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이 고시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1996.11.19.)을 개정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연수생의 조건, 의무, 권리 등을 종전의

운용요령에 비해 구체화 했다. 1997 년 3 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연수업체 숙지사항」을

제정하는데 이 사항은 기존의 국가기관의 지침 및 시행세칙에 근거한 연수생의 도입부터 연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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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었다. 동시에 이 사항은 연수생의 연수수당, 

근로등부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었다.

(2) 연수취업제도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산업연수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연수 인력의 입국 지연과 무더기 직장이탈로 중소기업들의 불평을

샀고 연수협력단 관계자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와 네팔근로자 명동성당 농성사태까지 겹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연수생들의 직장 무단 이탈, 불법체류자로의 전락은

근본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새로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될 경우 1995 년 현재 월 200~260 달러인 기본수당이 월

320 달러(26 만 원)로 인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치료비 청구대상에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도

포함시키며보상한도도200만원에서3천만원으로늘리는등상해보험보상범위를확대하는방안도

추진했다(매일경제, 1995.01.18, 제 15 면). 나아가 1995 년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3 개월 이상

국내에서 연수교육 한 뒤 성과가 좋은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하는「연수취업제」를 연내에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는 이 방침을 세우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소속된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분리 독립하거나 법무부, 통산산업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별도의 연수생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95.01.12, 

제3면).10

그러나 주무부처들 사이, 그리고 주무부처와 실행 주관기관 사이의 이해문제로 상기 방안은 별

진전이 없이 유보되었다. 하지만 1996 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외국인력 종합대책’마련을 주요

과제로설정하면서 현행산업기술연수제와노동부가제안한노동허가제등을놓고검토한끝에 같은

해 7 월 초에‘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인 통산부, 법무부 등의 반발이 심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연수취업제도는

무한정 저임금이 가능한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크게 보완한 제도였기 때문에 통산부는 이러한

                                                       
10 정부와민자당은당정회의를열어네팔산업기술연수생명동성당농성과관련한문제점과대책을논의하고외국

인인력고용정책의근본적인제도개선책을마련하기로하였다(한겨레, 1995.01.2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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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인수정이아닌현행제도의골격을유지한채부분적으로보완해야한다는주장을펴고있었던

것이다. 또한이런부처들은중소기업의임금부담이커지고외국인력도입창구가다원화된다는등의

부작용을반대이유로내세우고있으나실제로는새로운제도도입으로그동안누려왔던이들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독점적인기득권이사라질것을우려하기때문이라는시각이중론이었다. 

실제로 산업기술연수생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중기회의 경우 산업기술연수생이

들어오기시작한1994년 5월부터1995년말까지외국인력사용업체로부터연수생1인당연간25만

원의연수관리비등모두1백20억원이넘는수입을거두고있었다. 또한법무부도외국인력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국 국장 출신이 중기회 외국인연수협력단의 초대와 제 2 대 단장을

‘독식’하는 등 퇴직 후의 자리를 보장받고 있었다. 이 중 초대 단장은 외국의 송출기관으로부터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995 년 초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의반대는연수취업제의도입을더욱어렵게했다(한겨레, 1996.08.01., 제1면; 1996.08.01., 

제3면).

이런상황에서정부는1997년 9월 9일, 강경식경제부총리주재경제장관간담회에서노동부등이

추진해 온 고용허가제는 기업부담감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는 대신 현행 연수생제도를 일부 보완한

연수취업제도를 1998 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중소기업 분야) 대한건설협회가(건설업 분야) 

독점하고 있는 외국인력모집업무에 다른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한겨레, 

1997.09.10, 제26면). 물론모든연수생에대해 연수취업제가 적용되는것은아니었다. 재정경제원

이윤재 경제정책국장은 연수생 가운데 일부에게만 일정기간 뒤 숙련도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를내주는것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경향신문, 1997,09.10, 제2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인력제도의 개선안과 동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수와 취업기간을

각각 2 년과 1 년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경총은 그동안 시행되어 온 외국인

연수생제도가 연수 2 년, 1 년 연장 가능 등으로 최장 3 년 근로를 보장해 온 만큼 새로 시행되는

연수취업제에서도 국내 근로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외국 인력에 대해서 연수시간을 면제해 주는 방안과 취업기간 1 년이지난 후 1 년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등도도입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밝혔다. 경총의입장은연수생들이연수기간중취업자격을

획득하는 데만 관심을 쏟게 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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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은노동계는 물론연수2년, 취업2년 등을고려하고있는 정부와도 차이를보이고 있어

취업기간을둘러싼노사정간의논란을일으키기도했다(매일경제, 1997.09.24., 제4면).

이해당사자사이의갈등으로정부는1998년부터연수취업제도를도입함으로써기존산업연수제를

고용(노동)허가제로 개변하는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을 선택하게 되었다(한겨레, 1997.09.11., 

제 3 면). 정기국회에서「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비롯한 법제화를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연수취업제도는 관련 부처들 사이의 이견으로 다음 정권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노동부는

연수취업제도의 도입을 위해 연수취업자격 신설을 뼈대로 한 현행「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

했으나산업연수생의연수기간동안국내법적용범위등을놓고관련부처들이큰견해차를보이고

있어법률개정안의국회상정자체가어렵게되었다고말했다(한겨레1997.10.24, 제26면).

그럼에도1997년12월법무부는자신의소관인「출입국관리법」에연수생도입근거, 산업연수생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공식적으로“연수취업자”라는 용어를 명시한다. 1998 년 4 월

1일,「출입국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64호) 제23조 1항에는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단기취업(C-4), 교수(E-1), 특정활동(E-7) 외에 연수취업(E-8)이 신규

삽입된다.

이 연수취업제도는 산업연수제도에 기반을 두고 1998 년 4 월 1 일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서 연수 업체에서 1 년 6 개월 이상 연수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연수업체가 추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확인한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었다. 이

노동자들에게는‘외국인 연수취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연수시간이 2 년이 되면 체류자격을 연수(D-3)에서 연수취업(E-8)으로 변경하여 준다. 이렇게 되면

산업연수생들은 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1 년 간 보장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연수생이규정에따라연수기간을마칠경우노동자로신분을변경시켜줌으로써한국에서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할 수 있는‘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였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01: 11, 2004: 46-53). 

중소기업청은 2000 년 2 월 16 일 고시를 통해 연수취업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공포하고

이듬해인 2001 년 6 월 1 일에는‘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송출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당해 송출기관 재계약과 연수인원 배정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2000 년부터 연수취업생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었고 연수취업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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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으로노동부산하한국산업인력공단에의해실시되었다. 이시험의주요평가내용에는한국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초 상식, 공장 내 각종 표지판 식별 능력과 각종 공구 기능 이해 능력 등이

포함되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01: 10, 14, 2004: 46-53).

연수취업제도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미봉책이었다.

산업연수생을 일정기간 연수(2002년부터는 기존의 2년 연수 1년 취업에서 1년 연수 2년 취업으로

변경)를거쳐해당업체에 근로자의신분으로취업시키는제도이긴했지만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연수취업자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산업체

장의허가가없이산업연수생으로근무한산업체를옮길수없고동일한산업체에서계속근무를해야

한다. 작업장변경과고용관계의변경에있어연수취업자신분의노동자에게는여전히어떠한권리도

보장되지않았다.

2) 외국인노동자로서재한조선족에대한선정과관리

(1)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선정과관리

외국인 산업인력의 도입은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시작되었다. 1991 년 10 월, 법무부는 훈령

제 255 호「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 월,「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세칙」 을 제정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고용하고자 하는 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 지침 및 시행세칙과

「출입국관리법」제7조의규정에의해사증을발급받아한국에입국할수있었다. 외국인산업인력

고용에대한제도화의서막은이렇게열렸던것이다.

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될수있는외국인산업연수생의유입은이들을직접적으로고용하고자하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사업체,「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체,「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외에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연수하려는 사람도 산업연수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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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 한국의 기업에 고용될 수 있었다(법무부, 1991.10.26, 1991.10, 1993.11.28; 상공부, 

1992.0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01; 노동부, 1995.02.14). 1996 년부터는 기존의

산업연수자격 대상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판단하여주무부처(청)의장또는주무부처(청)의장이법무부장관과사전에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관련 공공단체(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등에서 연수하려는 사람도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고용될 수 있게 했다(법무부, 1996.08.16; 중소기업청, 1996.10.0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 이렇게산업연수생신분의외국인노동자들은한국 입국의첫번째

절차부터엄격하게한국의특정산업영역만계획적으로편입되었던것이다.

산업연수생의 신분을 얻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본국 또는제3 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

출입국을관할하는사무소장에의해그사실들이주소지관할사무소장에게통보되었다. 또한주소지

관할사무소장은산업연수생의 연수실태와 연수를마친 산업연수생의출국여부 등연수자의 동향을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 기관의 장은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상황등출입국관계자료의제공을법무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었다. 만약산업연수생이

연수장소나연수계획을변경했거나연수를종료했거나연수목적이외의활동을하면이들을초청한

주체는 이 산업연수생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고 법무부 장관은 초청자가 이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는 등 기타 산업연수생을 초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사실이발견되면일정기간초청자가초청한산업연수생에대한사증발급을제한한다고했다(법무부, 

1991.10.26, 1991.10, 1993.11.28; 상공부, 1992.09). 이렇게 국가는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국내사업체 내에서의연수상황을엄격하게관리하는 동시에연수생을 초청한당사자에대한

관리도병행했다.

하지만이러한행정명령방식의관리가여러가지한계가드러나자1994년부터국가는연수생송출

기관에 대해 계약 사항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계약이행보즘금예치 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산업연수생은 1 인당 30 만 원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다. 만약 송출 기관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연수생을 추천했거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연수생을 모집 및 선발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귀속된다. 이귀속된보증금은연수 수당을지급받지못한연수생에대한

연수수당지급, 무단이탈등불법행위자의출국비용, 기타연수협력사업과관련하여중앙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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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01; 노동부, 

1995.02.14; 법무부, 1996.08.16; 중소기업청, 1996.10.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11.19). 이

규정은산업연수생의이탈을막기위해산업연수생을자신을도입한중간기관과금전적계약을맺게

하는것이었다.

산업연수생의 추천 대상 국가 및 국가별 연수 인원의 배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권한이었다. 중기회 회장은 대상 국가 및 연수 인원 규모를 연수 업체가 연수시키고자 하는 대상

국가의연수생총인원수, 국내에서연수받고있는자국연수생에대한사후관리능력과협조여부, 

기타중앙회장이제시하는제반연수조건의수용여부를감안하여결정했다. 다만중앙회회장이대상

국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01; 

노동부, 1995.02.14; 법무부, 1996.08.16; 중소기업청, 1996.10.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11.19)

산업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사업체협의회장 및 담당 국가 부서의 장에 의해 한국의

사업체에서연수할수있는연수생은다음과같은기본조건을충족시켜야했다. 첫째, 20~40세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범죄 사실이 없어야 했다. 셋째는 연수 업체의

요구에 부합해야하고 넷째는 중앙회가 제공한 입국전 교육 내용을 이수한 사람이어야만 했다. 

다섯째는「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관련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중기회이외의기타 (관련산업)중앙회회장이정한사람이어야했다(법무부, 1991.10.26, 1991.10, 

1993.11.28; 상공부, 1992.0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01; 노동부, 1995.02.14; 법무부, 

1996.08.16; 중소기업청, 1996.10.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11.19).

산업연수생의 규모는 이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1991 년

산업연수제도가 시작될 때 고용 규모가 500 명 미만의 경우 50 명(혹은 50~100 명 사이) 단위로

산업연수생의도입규모가결정되었다. 50명미만의경우에는5명이내, 50~100인사이는5~8명등

고용규모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마다 연수생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이 규모는 도입

주체가다각화되면서변화했다. 해외투자업체의고용가능인원은1991년에비해매50명당5~10인

규모로 증가했다. 중기협의 추천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도입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수산협이 추천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은 선박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30톤

이상대형기선저인망의경우연수생을2명이내로도입할수있고30톤이상대형트롤어업의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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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당 2 명 이내의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었다. 1991 년까지만 해도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고자 했던

사업체나중간기구는다원화되지않았다. 하지만1990년대중반부터는양적으로더많은사업체들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도 다양해 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증가한

수요는여전히엄격한도입규모에대한통제를통해충족되었다(<표2-1-1> 참조).

<표2-1-1> 산업연수생의사업체별연수허용인원변화

1991년 1996년

생산직의

상시노동자수

연수사증발급

인원
각항

생산직의

상시근로자수
연수허용인원

50인미만

50인~ 100인

100인~ 200인

200인~ 300인

300인~ 500인

500인이상

5명이내

5 ~ 8 명

10 ~ 15 명

15 ~ 20 명

20 ~ 30 명

30 ~ 50 명

해외투자업체

50인이하

51인~ 100인

101인~ 150인

151인~ 200인

201인~ 300인

301인~ 500인

501인~ 1000인

1000인이상

10명이내

15명이내

20명이내

30명이내

40명이내

60명이내

80명이내

100명이내

중기협추천

5인~ 10인

11인~ 50인

51인~ 100인

101인~ 150인

151인~ 200인

201인~ 300인

301인~ 500인

501인이상

3~5명이내

10명이내

15명이내

20명이내

25명이내

30명이내

40명이내

50명이내

수산협추천

30톤이상대형기선저인망

30톤이상대형트롤어업

30톤이상대형선망

30톤이상근해안강망

30톤이상기선권현망

30톤이상동해구기저

30톤이상동해구트롤

30톤이상서남구기저

30톤이상근해퉁발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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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이상근해유자망

20톤이상근해채낚기

20톤이상근해연승

정치망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척당2명이내

출처: 법무부, 1991.10, 제2조; 법무부, 1996.08.16, 제3조.

주: 각 항에서“해외투자업체”는 제 2 조 제 1 항의 해외투자업체의 연수생을

말하고,“중기협추천”은제2조제2항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추천에의한연수생을

말하며,“수산협추천”은제2조제2항의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추천에의한연수생을

말한다.

(2) 연수취업제도하에서의선정과관리

1998 년부터 한국정부는 기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기취업, 교수, 특정활동 외에

연수취업(E-8)을신규추가한다. 이연수취업제도는산업연수생으로입국한외국인 노동력이소정의

연수 시간을 경과한 후 ‘외국인연수취업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면 연수취업으로 자격을

변경하여법적인노동자신분을1년간보장하는제도였다. 

<표2-1-2> 연수취업자의사업체별연수허용인원

1998 2002 2004

연수생

허용인원

생산직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4인이하 1~2명

5 ~ 10인 3~5명

11 ~ 50인 10명이내

51 ~ 100인 15명이내

101 ~ 150인 20명이내

151 ~ 200인 25명이내

201 ~ 300인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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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 15764 호(1998.04.01.), 제 17579 호(2002.04.18.), 제 18520 호

(2004.08.17.)의 제 24 조의 5 의 연수취업요건 관련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중소기업연구원, 2004: 46-57.

주: 연수취업자격의국민연금은국가별상호주의에의해결정되고무료숙식은고용계약에

근거한다.

연수취업제도는큰틀에서산업연수생의선발과정을유지하면서고용과관리의차원에서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제도는 별도의 근로자 관련 법이

아닌「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었다. 연수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도 산업연수생처럼 국내

산업의 고용 규모에 의해 결정되었다. 약간의 차이라면 연수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규모는

산업연수생의 도입 규모를결정했던 사업체 고용규모의 분류보다더 세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 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연수취업 외국인노동자를 1~2 명 고용할 수 있고, 5~10 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3~5명을고용할수있었다(<표2-1-2> 참조).

3) 외국인노동자로서재한조선족의제한적사회경제활동의범위와낮은처우

(1)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사회경제활동과처우

산업연수제도 시행 초기,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장 한국 체류 기간은 6 개월이었다. 단 이

연수생들의 일부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 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했다. 

1996 년부터 체류기간은 2 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 연장도 주무부처(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협의한 연수 기간 연장 허용 대상 범위로 정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1년범위안에서기간을연장(법무부, 1996.08.16)할때에가능했다. 산업연수생의한국

체류 기간은 엄격하게 제한 받았고 체류 기간은 연수생이 사업체에서 연수(또는 노동)하는 기간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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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산업연수생의 노동에 대한 수당은 1992년부터 지급되었다(상공부, 1992.09). 산업연수생의 자격 외

경제 활동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만약 연수자가 연수 장소나 연수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수를

종료하거나 연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게 되면 이들을 초청한 사람이나 조직은 바로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에게 사실을 신고해야 했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법무부, 1991.10.26, 1991.10, 

1993.11.28; 상공부, 1992.09). 1994 년부터는 연수생이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중앙회장이 연수

업체에서 연수받고 있는 연수생을 대신하여 법무부 장관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연수생의 연수 시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수 시간 만료 60 일 전에 중앙회

회장에게연수업체추천을신청하여추천을받도록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01; 노동부, 

1995.02.14). 1996 년부터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연수자가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때에 그 사실을 바로 주소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했다. 나아가

연수자의연수실태를확인함에있어연수자의연수장소또는연수계획의변경, 연수자의연수종료, 

연수자의 연수 목적 이외의 활동 등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했다(법무부, 1996.08.16; 중소기업청, 1996.10.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11.19). 이렇게

산업연수 신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을 초청한 사업체나 이 사업체의 협의체가 정한 업종과

사업장에서만노동을할수있을뿐그외의산업에자율적으로진입할수없었다. 이부분은외국인

산업인력정책의제반과정에서유일하게변하지않은부분이기도하다.

규모가엄격하게통제되어도입된산업연수생들은산업별로필요한업종에만편입되었다. 제조업의

경우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및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업, 코크스・석유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근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는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업, 달리

분류되지않는전기기계및전기변화,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

분야에 고용될수 있었다. 그외 국내의산업 여건과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업종 성격이

강한출판업과기록매체복제업은연수대상업종에서제외했다(중소기업청, 1996.10.01,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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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은 평일은 1일 8시간 노동을 하고 이 8시간 외에 무급 휴식시간인 중식시간 1시간을

제공받았다. 산업연수생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5일동안일8시간노동을하고토요일은4시간을

노동하도록되었으며일요일에는 휴식하도록되었다. 연수생은 1주일에 44시간의실제노동을하고

휴일을 제공받았다. 휴일은 비록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산업연수생은 한 달에 총 226 시간의 노동을 하고11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연수시간에

포함되어수당을받도록정해졌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03: 7-8). 

산업연수생의 수당은 당시의 최저임금 수준에 기준했다. 1996~1997 년의 최저임금은 월

316,400원이었다. 만약정부에서고시하는최저임금이변동이있을경우변동된해당월부터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3 개월은

실습기간이므로 기본 수당의 80%만 지급받았다. 그리고 실무연수수당이 적용되어야 100%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 산업연수생은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시간 외 연수 수당을

수급할수있었다. 이시간외연수수당은기본수당의150%라고규정되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03:8).12

산업연수생의금융활동도제한적이었다. 산업연수생은신규입국자를비롯하여연수시간을연장한

연수생, 잔여 연수기간이 6 개월 이상이 되는 연수생 등 거의 모든 연수생이 정기 적금에 가입해야

했다. 이적금은각각2년또는3년만기, 1년만기, 6개월만기등으로나뉘었다. 이들은월기본

수당의 50%에해당하는 15만원정도를정기적금에넣어야했다. 은행은이들이자율적으로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신 국가의 지역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태국 출신

산업연수생은 기업은행,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출신 산업연수생은 국민은행,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출신 산업연수생은동남은행, 스리랑카, 몽골, 네팔, 이란출신산업연수생은

대동은행 등 은행이 지정되었다.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적금을 인출하려면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했다. 이사유에는 연수 기간이 끝나귀국을 하거나중도에 여러가지 이유로 귀국을하거나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불가피한 사유 등이해당했다. 단연수생의 사망, 질병, 연수업체의 파산, 휴업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적금에 대한특별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그외에는 적금 해지또는 인출이

                                                       
11주연수시간과월연수시간은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산출되었다. 주: [(8시간×5일) + 4시간] + [8시간] = 52

시간, 월: (52시간÷7일) × (365일÷ 12월) = 226시간
12시간외연수수당은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산출되었다. 시간외근무시간× (월기본연수수당÷ 월연수시간) 

× 150% = 시간외연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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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다. 심지어인출절차도매우복잡하고까다로웠다. 산업연수생이본국이나제3국에송금을

하려면 필히 지정된 은행 한 곳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또한 송금하려면 이 산업연수생의 신분과

국내에서의여러가지신분을증명할수있는거의모든자료를필요로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03: 9-10).

산업연수생의금융기관이용에제한을둔것은정해진연수기간동안노동수당을저축하여연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일 수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한편으로

산업연수생의한국내에서의노동외의다른활동의가능성과도입주체가지정한사업장에서이탈할

가능성모두를원천봉쇄하기위한것일수도있고다른한편으로특정금융기관에이들의금융활동을

전담하게함으로써이런기관에여러가지편익을제공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도있다.

산업연수생에게는 납세의 의무도 적용되었다. 정해진 사업체에서 1 년 연수 기간을 경과한

산업연수생은 두 번째 1 년부터 수당에 다한 세금을 납부했다. 먼저 이들의 노동은 갑근세의 적용

범위에 속했는데 이 갑근세는 연수 업체로부터 원천 징수하고 연말 정산을 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주민세로지방세처리기관을통해납부해야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 9).13

이렇게산업연수생은한국의사업체에서연수하는동안에연수기간을엄격히준수해야하고사업체

또는중간기관과체결한계약서의내용을엄격하게따라야했다. 산업연수생은노동력을제공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사업장이나 종사 업종을

자율적으로변경할수없는등여러제한이따랐다. 심지어자신의수당도자율적으로관리할수없는

상황이었다. 그 외에 이들이 태업, 파업, 쟁의 등 노사분규 및 정치활동이나 집회가담을 못한다는

것을 의무 사항을 만들었고 굳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03: 16-19). 

초기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무했다. 그러다가 1994 년부터 이들에 대한 보험 관련

규칙들이만들어지기시작했다. 국가는연수업체대표가산업연수생을인수한후에연수생의산업재해

등에대비하여연수생을산업재해보상보험및의료보험에가입하도록했고가입결과를가입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통보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재해발생에

                                                       
13 그러나연수기간이1년을경과한연수생의연수수당은과세의대상이되나실제로는세법에서정하는제반기준

에의거하여면세대상이될수있으므로자세한것은세무서등에문의하라는유예사항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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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기위하여중앙회회장은송출기관대표와연수업체대표또는연수생에게필요한보험등에

가입할수있다고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01).

산업연수생은「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산업연수생 신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사실상의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1995년부터 임금 및 수당 등노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의료보험의 기본적 입법 정신에

근거하여 폭행및 강제근로, 연수수당의 정기, 연기, 불지급 및금품청산, 연수시간, 휴계 및휴일, 

시간외 및 야간, 휴일 연수 등 노동(또는 근로)의 제반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연수생의 최저 임금은 최초 3 개월 수습사용기간 이후부터 적용되었고 사업주는 연수생의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했다. 만약 연수생을 받아 들인

사업체가휴업또는폐업을할경우지방노동관서의장은연수계약기간중연수가중단된연수생에

대해서 추천 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수사업장의 변경, 출국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연수 관계를 종료하고 조속히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정했다(노동부, 1995.02.14). 1996년부터는연수생의연수시간및연수수당등연수조건은

연수 업체와 연수생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되 연수생에 대해 최저 임금 수준의 연수 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의료보험의혜택을보장하도록했다(중소기업청, 1996.10.01).

이런 정책 문항들은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초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정책적

대상인 산업연수생 자신은 연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연수 시간, 연수 수당, 보험 등 노동 및 보장

조건을 결정지어야 했다. 이 계약이 엄격하게 국가의 법과 정책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충분한근거는찾아볼수없었다. 어디까지나고용주와한국적상황을거의모르는피고용자사이의

계약은항상정해진법대로체결된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다. 그외에산업연수생의연수수당의

일부를 그들의목돈 마련에도움이 되도록 정기적금에 가입토록한 이런규정은 과연산업연수생을

위한것인지아니면다른목적을위해이들의근로수당을저당잡은것인지논쟁적이다. 

(2) 연수취업제도하에서의사회경제활동과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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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취업외국인노동자는산업연수생의연장또는그기초에서한국의산업체에도입되었기때문에

연수취업제도 시행 초기에도입된 연수취업 노동자들은 여전히연수 기간2년을 채운후에야 1년을

취업할수있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8.04.01., 대통령령제15764호, 제24조의 5). 다시

말하면 2 년 동안 연수생 신분으로 산업 기술을 배워야 1 년을 공식적인 노동자로 고용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산업연수생의노동자성격이 인정되면서 2002년부터는연수생신분으로 1년연수하고그

자격이 인정되면 2 년을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연수취업 노동자들은 퇴직금, 

연월차수당등을제외하고국내근로자와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게된다. 또한최저임금, 산재및

건강보험, 시간외 수당 등도 연수 취업을 통한 공식적 외국인 노동자로 인정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 가능한 산업 영역도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국내 전체

중소제조업으로확대되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2.04.18., 대통령령제17579호, 제24조의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4.08.17., 대통령령제18520호, 제24조의5, 연수취업요건관련내용

참조).

연수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변경 절차와 요건도 산업연수제도와 거의

비슷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04: 46-57).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물론 작업장 변경은 특수한 전제와 과정을 통해

가능했지만이는어디까지나노동자의입장에서만들어진제도가아니라사용자(또는고용주)나담당

중간 기구의 입장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1998 년까지도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했던

산업체에서 근무해야 했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꼭 동일 산업체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8.04.01., 대통령령 제 15764 호, 제 24 조의 5). 2002 년의 상황도 대체로 비슷했다. 여전히

연수취업자격으로의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은사람은산업연수생으로근무했던산업체에서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이 해당 산업연수생을 연수취업자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 산업체의 휴·폐업,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그 산업체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다른곳에 옮길수

있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2.04.18., 대통령령 제 17579 호, 제 24 조의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4.08.17., 대통령령제18520호, 제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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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취업외국인노동자는기존에자신이근무했던산업체에서체류자격이만료될때까지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산업체를 옮기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먼저 산업체 혹은

연수 업체를 이동하려면 중기협중앙회 본부 또는 지회에 신청을 해야 했다. 다음 연수취업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즉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허가를신청해야 한다. 산업체 이동에는

여러유형이 있는데 그중첫 번째유형은 산업연수시간이 만료되어 다른산업체로 연수취업을 하게

되는경우가 해당한다. 이 유형에는 다음과같은 구체적인경우가포함된다. 첫째, 연수업체의 장이

해당 산업연수생을 연수취업자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둘째, 휴업·폐업 등

산업연수생의책임이아닌사유로인해연수업체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된경우, 셋째, 산업연수

시간 중 연수 수당의 체불 등 명백한 연수 계약 위반 사례를 경험하여 연수 업체의 장과의

연수취업계약체결을원하지않는경우등이해당했다. 

두 번째 유형은 연수취업 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로의 연수취업이 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연수취업사업주가연수취업계약기간중연수취업계약을해지하고자하거나또는연수취업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휴업·폐업 등 기타 연수취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셋째, 건강진단결과연수취업자가해당

사업체에계속근무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 넷째, 연수취업사업주의임금체불등기타노동관계법의

위반등으로연수취업계약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등이해당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4 호, 제24 조의 5; 동 시행령, 2002.04.18., 대통령령 제17579 호, 

제24조의5; 동시행령, 2004.08.17., 대통령령제18520호, 제24조의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2004: 46-57). 그런데 만약 한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의 작업장에서 연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신규 작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하거나신규고용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연수생은"불법체류자"가된다.

연수취업 외국인노동자는 기존의 산업연수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외에 제한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그 중 국민연금은 국가별 상호주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산업연수제도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연수취업제도는 적용되었다. 무료 숙식은

고용 계약에 근거했다(<표 2-1-3> 참조). 연수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제도 하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보다상대적인의미에서포괄적인법적보호를받을수 있었다. 먼저「근로기준법」에의하여

첫째, 5 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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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있으면1주12시간한도내에서연장근로가가능했다. 둘째, 휴게시간은4시간근로시30분

이상(8시간 근로시 1시간)이고, 휴일은 1주간 개근한 경우 1회이상이 제공되었다. 셋째,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 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었다. 

산업연수제하에서 수당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연수취업제도 하에서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거나 강제로 저축할 수

없게 했다. 넷째, 5 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섯째,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연수취업자가1년이상계속근로한경우에는계속근로연수1년에대하여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 외 외국인 노동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위험예방과

건강보호에 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었고「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통해

2004년부터는시급2,840원, 일급8시간을기준하여22,720원이적용되었다. 이렇게연수취업외국인

노동자는법적으로월641.840원을받을수있었다. 또한「산업재해보장법」에근거하여여러가지

상해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8.04.01., 대통령령 제 15764 호, 

제 24 조의 5;「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2.04.18., 대통령령 제 17579 호, 제 24 조의

5;「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4.08.17., 대통령령제18520호, 제24조의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2004: 46-57).

이러한 법적 보호 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일명 고충상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기간 중에 고충사항이

발생하면 먼저사업주와 대화를 통해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만약이런 노력이 여의치않으면

중기협중앙회, 송출기관국내지사,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전화 혹은

방문상담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있다고 했다. 중기협중앙회 및송출기관국내지사는 분쟁및 인권

문제 발생시 현장실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했다. 만약 근로조건 또는 개인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기협중앙회, 송출기관국내지사,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 및 상담할 수 있고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문의 및 상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8.04.01., 대통령령 제 15764 호, 제 24 조의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2.04.18., 대통령령제17579호, 제24조의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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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대통령령 제18520호, 제24조의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04: 

46-57).

<표2-1-3> 산업연수제도와연수취업제도의보험및복지유형

1998 2002 2004

산업연수자격 연수취업자격

건강보험 O O

산재보험 O O

국민연금 X △

고용보험 X △

상해보험 O O

체불방지보증보험 O O

출국만기보험 X O

귀국비용보험 O O

무료숙식 O △

출처:「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15764 호(1998.04.01.), 제 17579 호(2002.04.18.), 제 18520 호

(2004.08.17.)의 제 24 조의 5, 연수취업요건 관련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2004, 「외국인연수취업제의정책적효율성에관한연구」, pp. 46-57.

1절소결

한국의사업체에서연수를받는외국인노동자는이들을직접적으로필요로하는중소자본과국가의

선정과 선별의 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변화로

인하여노동력수급이어려워진영역에도입되었던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이런영역에서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보상에 대한

완전하고자율적인처분의권리는주어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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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이아니다. 외국인노동자는연수생 신분으로있는 동안에는자율적으로노동시장에편입되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사업장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고 통제되었다.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기려해도복잡하고번잡한과정을거쳐야했다. 이들의한국내에서의법적지위, 그리고이법적

지위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는 이들을 도입하고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또는 사용자)와 중간기관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준비되었고 국가가 이를 법적,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부분적 고용주의 악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사회경제적지위는더욱불안해진측면이있다. 사회보장의차원에서여러가지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이마저도이들이자율적이고자발적으로활용할수있는것만은아니었다. 

연수취업제도가 출현하면서 산업연수제도의 한계가 보완되는 듯 했다. 연수취업제도가

산업연수제도와고용(또는 노동)허가제도의과도기적단계라는 측면에서어느정도긍정적인부분이

있었지만그럼에도 외국인노동자의사회경제적 활동의자율성은엄격히제한되었다. 한국내에서의

체류기간과연수및 고용기간의 일치성으로 인해외국인 노동자들이한사업장에서다른사업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런

미등록자는 그 어떠한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에게 편법적으로

고용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들이 산업체에 고용되었을 때에 발생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어떻게

보호할것인가에대해서도관심을두었어야했다.

국내노동시장의변화에따라계획적이고선별적으로도입된 외국인노동자는내국인으로채울수

없는 영역에 산업 노동력으로 편입되었다. 단순히 화폐소득의 규모로만 보면 출신국의 상황보다

우수하다고할수있겠지만한국내에서이들의사회경제적지위는도입단계부터하층화를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노동자로서의 재한 조선족은 산발적으로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또는 건설공지 중심으로

편입되었다. 국민에준하는동포지위가인정되지않았던이시기에는조선족의유입인구규모가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공간은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밀집지역을 형성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조선족의 재산권 및 소유권의 법적 보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한 조선족 인구 중에서는

사업체를 설립한 법인 소유자가 출현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로공단 인근의 독산동과

가리봉동에는 서울 및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족 산업인력이 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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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과거 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이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재한 조선족

집거지”는외국인노동자로서재한조선족인구의밀집거주지역에서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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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외국적동포로서 재한조선족

외국인산업인력정책에의한유입보다더큰규모의재한조선족인구는한국의북방정책과세계화

슬로건 하에서 추진된 교민정책으로 혈통적 유대에 기반하여 유입되었다. 일명 구 공산권국가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교민정책이 산업 노동력이 아닌 혈통적 동포로서 조선족의 한국 유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족들은 혈통적 의미에서의 동포적 지위가 한국

내에서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 외국인력을

규칙적으로도입하고자했던산업영역을포함한한국의노동시장제반영역에능동적으로편입되고자

했다. 한국 정부는 혈통적 동포로서 조선족의 유입을 제도화 하고자 했던 것이지 이 혈통에 기반한

관념적 동포 지위를 한국의 사회경제적 제반 영역에 자율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

인정하려고한것은아니었다. 따라서1990년대재한조선족의대규모미등록자화는외국인산업인력

정책으로계획적으로도입된조선족보다한국에연고를두었거나이제도들의한계를역이용한 재한

조선족의능동성과이런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법및정책의부재가공동으로만들어낸결과였다.   

다른 한편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외동포 정책도 미등록자의 신분으로 한국 내의 각 영역에

편입되어 있는 재한 조선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한 조선족은 사회계(구체적으로

종교단체)의도움으로항의했고최종적으로법의개정을이끌어내는데성공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한인인 중국국적 조선족도 외국적 동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에 준하는 이 법적 지위로 재한 조선족은 기능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권리가 결정되기 시작한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동포화, 또는 (준)국민화로 인해 한국

사회에편입된외국인과동포로서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가분리되었고, 동시에재한조선족인구는

산업노동력으로서(1차및2차노동시장) 성격과동포라는민족적성격이얽힌집단이되었다.



64

1) 외국적동포지위부여의배경과과정

(1) 교민정책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전까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역의 한국 교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었다(오채기, 1983; 김흥수, 1991: 김덕주, 1998). 노태우 정부의「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은“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남한은“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다(노태우, 1988). 대통령

특별선언에 이은「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후속조치」에서는“공산세계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자유로운 아국방문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대한민국외교연표, 1988: 583). 

북한과의체제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기시작함으로인한자신감이적극반영된변화였다.

이런정책적변화에따라1989년 9월26일부터30일까지서울에서개최된해외한민족체육대회에

조선족들도공식적으로참여하게되었고아시안게임과서울올림픽기간동안홍콩을경유하여한국을

방문했던, 한국에연고를 둔조선족은 인천-산동성간여객선 직항로가개설되면서한국방문이보다

편리해지게되었다(외교백서, 1990: 198-199). 조선족의한국방문은1987년이전까지는매년1,000명

미만이었으나1988년부터가시적인증가세를보이기시작했다.1988년은1,660명, 1989년은9,047명, 

1990년은20,925명에달했고1990년말방한조선족체류자수는5,000여명으로파악되었다(외교백서

1991: 218).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로 소위“자유세계”가 아닌,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권

한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도 서서히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지역의 한인에 대해 거주국의

소수민족정책과이들국가가오랫동안북한과의단독수교국이었던특성에유의하면서인도주의분야, 

교육·문화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면서 이들의 모국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전통문화 재생능력 강화 등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자 했다. 한국 정부는 조선족의 모국방문이

우리민족의뿌리의식을제고하는계기가되도록지원하고자했던것이다(외교백서, 1992: 235, 238).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선족의 한국 방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들이 중국산 약재를 국내에서 파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체류 기한을 넘겨서까지 약재를 팔아 미등록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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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 1990 년 4 월 치안본부가 마련한「한중 이산가족재회 업무에 따른

문제점」에서 거론되기까지 했다(동아일보, 1990.05.06.).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노동, 

경상(經商)과 같은 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4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초기 한국에 친척방문의 형식으로 입국한 조선족은 일명

“연고동포”로한국에친인척이있는, 남한에연고를둔조선족들이었다. 이들은중국의흑룡강성과

요녕성에상대적으로많이거주하고있다.15 따라서이들은한국의친척들이만들어준초청장을통해

중국산약재를가져와한국에서단기체류를하면서노점경상을했던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약재는 서울시청, 파고다공원(탑골공원) 후문과 파고다극장 사이의 공터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단속이 들어오면 덕수궁 정문에서 태평로 파출소에 이르는 100 여 미터 구간과

서울역 지하도로로 옮겨가며 보따리 장사를 통해 유통되었다. 일명“중국교포 약재시장”은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약재를 판매하는 조선족들은 주로 용산역 주위 싸구려 여인숙과 후암동 주변

여인숙에거주지를만들었다. 여인숙의방값은하루6천~8천원, 한달에10만원안팎이었다. 보통

2~3명이함께 투숙했기 때문에 1인당 4만~5만원을 부담했다. 이 외에 염천교 뒤나 동대문 부근, 

청량리 보문동 등 방값이 싼 지역에도 모여있었다. 짧게는 석달, 반년, 심지어 몇 년 씩 묵고 있는

사람들도적지않았다(경향신문, 1990.12.24; 한국일보, 1992.12.12.).

노점판매는 물론이고 약장사들이 팔지 못하는 약을 싸게 사서 되넘겨 파는 전문적인 중개상도

있었다. 그 외 먼저 서울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약재를 도매로 넘긴 뒤 다른

산업영역에서일자리를구하는사람도있었다(박우외, 2012: 93-94).

한국에 연고를 둔 조선족들의 한국 방문, 연고가 없는 조선족들의 비공식적 한국 입국과 한약재

판매, 그리고 노동시장 편입은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던 한국정부에게는 큰 난제였다. 이런

일들이 점점 심각해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온정주의적 차원에서“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동포들의

약보따리를 사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90.11.28). 1990년12월한국정부는대한적십자사를통하여2,450명의조선족에대하여17억3천만

                                                       
14 덕수궁 앞에서 한약을 팔다 노점단속반에게 보따리를 빼앗긴 조선족과 구청 직원들의 대화(동아일보, 

1990.11.03)를보면조선족들이한국체류과정에법률상식, 기초질서등에대한요해가상당히적었다는것을알

수있다. 
15 이를테면1만3천여명이살고있는흑룡강성아성시의조선족가운데90%가남한에고향을두고있었다(경향신

문, 1990.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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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당의 한약재를 일괄 매입하여 구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외교백서, 1991:218). 또한 통일원은

조선족의 초청, 출입국절차 등 제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내용을 담은 「고국방문 안내서」를

발간하기도했다(통일원, 1993). 

(2) 신교포정책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은 해외동포가 아닌 중국공(국)민으로서 공식적인 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할수있었다. 문민정부의이른바“신교포정책”은여전히기존의동포정책을견지했고심지어더

적극적으로재외동포를지원하고자했다. 예를들어한중수교이후한국민간기업의중국진출에대한

관심도가높아지면서한국정부는한국민간기업의중국진출과함께조선족의취업을지원하여조선족

사회의경제적지위향상에기여하고자했다(외교백서, 1995: 222). 

1993년말한국정부는해외교포들의국내재산권보호를위해「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

법률」을개정하고한국국적상실자의국내토지양도기간을기존의1년에서3년으로, 상속의경우는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처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외국환

관리규정」도개정하여해외이주정착비반출유효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연장했다. 나아가1963년에

제정되었던「재외공관공증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반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했다(외교백서, 1995: 222-223). 1994 년부터는

외국국적취득교포의토지양도시한을1년에서3년으로연장하고상속의경우에는3년에서5년으로

연장했다. 외국국적소지교포에대해서공관장재량으로발급하는방문동거목적사증의유효기간을

3 개월에서 2 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모두 해외교포의 활발한 모국왕래가 모국과의

유대강화에기여한다는취지에서해외교포의제반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취한개선조치였던것이다. 

물론국내거주자와의권리와의무상의형평성과국가정책에위배되지않는한에서최대한으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외교백서, 1996: 269). 이런 정책의 변화에서 조선족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연고동포의방문동거사증의기한이확대된부분이었다.

1996년한국정부는재외동포정책의체계적수립을위하여해외한인들에대해‘교포’, ‘교민’,

‘해외동포’ 등 분명한 기준이 없는 호칭을 적용하던 것을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의미하는 법적인 개념으로서의‘재외국민’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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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하는개념으로서의‘재외동포’로단순화했다. 전자는한국의법적보호의대상이되는한정적인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후자는 문화 및 교육 등 보다 광범위한 측면의 정책적 대상이 되는 동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사용하기로 했다(외교백서, 1997: 286-287). 이런 전제에서 중국

조선족에대해서는“이들이그동안중국정부의소수민족정책의결과로우리말과우리문화를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타지역 동포들에 비해 모국의식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점과 중국 당국이

이들에대한우리정부의지나친접근을우려하고있다는점등을감안하여가능한한본국으로부터의

직접지원보다는현지지원강화를통해기존의조선족사회의유지에기여하되중국정부의소수민족

정책의기본범위를벗어나지않도록민간차원의간접지원을보다활성화해나가는쪽으로기본적인

정책방향을설정”했다(외교백서, 1997: 288).

문민정부의 체계적 재외동포정책의 상징으로 1997 년에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을 꼽을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 년 11 월 일본 오사카와 1996 년 9 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2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외무부장관등관계부처장관을포함한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5월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재외동포재단설립의상세계획에합의하고동재단을 설립하기위한「재외동포재단법」의

입법을추진했다. 1996년 11월이법은대통령의재가를마쳐 정기국회에상정되었고, 1997년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8 월 경에 재단을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문민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재외동포사회의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을계속강구해나가고재외동포들이거주국내에서

현지인들과 원만히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외동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의문화, 나아가재외동포들을이해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었다(외교백서, 1997: 288-289).

한국과 사회주의권 국가의관계 개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라는 큰틀에서 볼때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외한인을 통한 세계화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했다. 이 전제에서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를 통해 소위 저발전지역 동포들의

한국입국 문호를 점진적으로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해외에있는 동포인재외동포에 대한 이런

정책은이미여러가지경로를통해한국에입국한재한조선족에게직접적으로해당하는정책이라고

보기어려웠다. 1997년, 이미5만여명의재한조선족이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되어있었고이들중

3만여명이미등록자였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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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동포법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1997년의「재외동포재단법」제정과재외동포재단의설립을한국정부의재외동포관련법제화및

제도화 과정의중요한 징표로 볼수있다. 이제도와 조직에의해 중국에거주하는 조선족을 포함한

세계각국의재외동포들은한국과공식적인새로운관계를맺기시작했다.

1998 년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재미교포들에게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모국을

도와줄것을요청했고재미교포들은 2중국적문제를 해결해 줄것을제안했다. 재외동포의 2중국적

문제를 비롯한 출입국과 체류자격 등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법무부 소관으로 넘어갔고 정부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경향신문, 

1998.08.26. 제3면). 이어법무부국제법무과소속검사팀은국회차원에서진행되던제정구, 김원길

등의 입법노력과는 별도로 두 달여 만에「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공고

제1998-25호, 1997.07 시행예정) 초안을만들어입법을예고했다(김봉섭, 2002: 85).

그런데이특별법에대해대내적으로는2중국적이허용될경우발생하는국민이이행해야할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 사이의 모순이 거론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양원창 중국 외교부 아주담당 부부장이

중국내 소수민족의 독립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는 등 어려움에 부딪혀(연합뉴스 1998.09.11; 1998.09.21) 동 법의 수정안은 1998 년

말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듬해 이 특별법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015 호, 1999.09.02. 제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6, 반대 6, 

기권4라는압도적인찬성으로통과되었다(국회법제사업위원회, 1998, 김봉섭, 2002: 87에서재인용). 

이렇게 1995 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재외동포 범주를 제정하고 4 년 뒤인 1999 년에 재외동포법이

국회를통과하면서비로소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제도의기본골자가마련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재외동포법」은 1948 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 해외로 나간 한인을 재외동포로

규정함에 따라 조선족과 구소련 등 CIS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법률에 대해 당시 경실련 등 한국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조선족 3 명은

헌법재판소에「재외동포법」위헌소송을제기했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법제2조2호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99헌마494, 사건개요 참조)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동 법은 2003년

12월31일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정할때까지만적용된다”고판결했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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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관한법률」, 1999.09.02., 법률제6015호제2조,「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 시행령」, 1999.11.27., 제정, 대통령령 제 16602 호 제 3 조). 그런데 이 법의 개정 시한이

가까워지지만 입법자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조선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재한 조선족은

강력한 집합행동에 돌입한다(박우, 2011). 결국 2004 년 「재외동포법」은 개정되었고 배제되었던

중국및구소련지역한인들도재외동포의범주에속하게되었다. 

2) 외국적동포로서재한조선족의사회경제활동범위의확대

한국에친척연고가있는조선족은단기체류자격을부여받아한국을방문할수있었다. 친척연고

관계는 KBS 라디오의 이산가족 방송을 비롯하여 아날로그 통신수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특히아시안게임과올림픽을계기로이런만남은더욱증가했다. 

중국에서이미시장경제의도입으로 사경제부문의 의미를습득한조선족은한국에서의상업활동은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를 창출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척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으로 변해갔다. 한국은 때마침 산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겪고있었기때문에조선족의방문과노동시장의편입을방임하고있었다. 

1980 년대 말까지만 하여도「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때문에 친척방문으로 입국하여 상업에 종사하거나 산업연수의 자격으로 지정된

산업현장에편입하지않은상당수의조선족은자연스럽게미등록자로전락했다(박우외, 2012: 25-28, 

93-94).16 미등록자가 된 재한조선족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이 아무리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에“자율적”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이들의경제활동은법적지위가변화하기이전까지는여전히불안한상황이었고이들의삶도

안정적이지않았다.

                                                       
16 전형적인상업활동이바로약장사이다. 이들이판매하는약품을포함한여러종류의상품은홍콩을통해한국에

유입되었다. 시간이지나면서한국으로인출되는녹용, 웅담, 사향등약재는중국심천세관에서반출이금지되었

고일반한약재의반출수량도제한되었다(경향신문, 1990.12.22.). 그러나비공식적경로를통한중국산약재및

상품의한국유입까지중단되었다고보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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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적동포로서조선족의법적지위의변화

1999년「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국회를통과하기전까지한국의재외동포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민, 교포, 동포 등 용어들이 정부의 문헌에

동시적으로등장했고그기준도분명하지않았다. 1962년에제정된「해외이주법」(1962.03.08, 법률

제 1030 호)에 기초한 한국 정부의 교민정책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신)교포정책으로

등장했다(외교백서, 1994:219-224). 당시외무부재외공관장회의에서언급된재외동포정책의목표는

재외동포에대한지원을함에있어재외동포가전통문화를유지하고거주지에서의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내에서의융화를이루는데대해지원하는것이었다(동아일보, 1994.02.07.).

1995년에출범한세계화추진위원회는김영삼정부의해외동포를통한세계화의시작이기도했다.

당시이위원회는재외동포를국적을불문하고외국에거주하는한민족에대한통칭(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모두포함)으로 간주했다.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외국에거주하는사람(체류자와

영주권자)으로 정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를 혈통주의 입장에서 정의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했던해외동포, 해외교포등용어를처음으로재외동포로통일했다(이종훈, 2002:53-54; 김봉섭, 

2002:91-92).

1996년의「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17 제1차회의를열어종전의재외동포정책의목표에기초하여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의 재산권 행사 등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국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외교백서 1997:287). 이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및 재단의 구체적인 기능, 사업 내용 등을 검토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 2 차 회의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지원방안과 조선족 상대 불법행위 방지

방안등을별도로논의하기도했다(외교백서1997:287).

1996 년 12 월 외무부(정부안)의 「재외동포재단법(안)」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혈통을지닌사람으로서외국에거주및생활하는사람으로규정했고 재외국민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범주화된

“재외동포”를 한국의 법률에 도입한 첫 번째 법안임과 동시에 재외국민보다 훨씬 더 큰(또는

포괄적인) 집단으로서“재외동포”를 설정한 법안이기도 했다(이종훈, 2002:53-54; 김봉섭, 

                                                       
17 이위원회는1996년2월29일, 대통령훈령제63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의해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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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92). 1997 년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 호)에 의해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법률 제 5313 호 제 1 조; 법률

제10096호제1조). 이법에서규정하는재외동포는첫째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에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둘째,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었다(법률 제5313 호 제 2 조; 법률 제10096 호 제 2 조). 이렇듯

「재외동포재단법」에서규정하는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혈통에 기반 한 넓은 의미에서의

한인이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서 조선족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대상이었지만 한국에

미등록자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그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한국거주미등록조선족들에게「재외동포재단법」은직접적인의미가있는법이아니었다.

다른 한편 제정구 의원 등은 1997 년 11 월에 「재외동포기본법(안)」을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적을

불문하고한민족의 혈통을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거주 및생활하는사람으로 규정했고재외국민에

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지않았다. 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를별도로분리하지않고모두재외동포의

범주에포함시켰던것이다. 제정구의원등은「재외동포기본법」의필요성을역설했으나외무부등의

반대로입법에실패했다. 또한같은시기김원길의원등도「재외동포기본법(안)」을제출했는데이

법안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 및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규정했다. 이법안에서는대한민국국적을보유한선조를기준으로1/4 이상의혈통을가진

사람은 한민족 혈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기본법은 재외동포재단 소관 정책, 정책 실행

주무부서가겹치는등 한계가있는데다가외무부등의 반대로 입법에실패했다(이종훈, 2002:53-54; 

김봉섭, 2002:91-92).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을 때 법무부 국제법무과 소속

검사팀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던 제정구, 김원길 등의 입법 노력과는 별도로 1998 년 8 월, 두 달여

만에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1998.08.25 법무부 공고 제 1998-25 호, 1997.07 

시행 예정) 초안을 만들어 입법을 예고했다(김봉섭, 2002:85). 당시 법무부 차원에서 제안한 이

법에서는재외동포의법적지위는법무부소관이라는것을 명기하고재외동포에 대해한민족 혈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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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외국인인 한국계 외국인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라는 개념 대신 한국계

외국인이라는개념을도입했던것이다. 또한이특례법에서는재외동포에대해공직임용과공직선거를

허용한다는 특례사항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대내외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1998 년 말에 에 제정된 수정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제6015호, 1999.09.02 제정)이라는명칭으로국회에제출되었다. 기존의“법적지위”가

“출입국과법적지위”로수정되었던것이다. 또한중국의우려와과거국적주의가국제관행이라는

외교통상부의 견해가 반영되어 기존“특례법”의 재외동포 범주를“외국적동포”와“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납세, 병역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와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에 기존의 특례사항을 삭제하는

대신“재외국민은 90일 이상 국내체류시 공직선거권 행사 허용,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일부를 제외한

공직취임만을허용”한다고변경했다. 이변경된법은국회본회의에서찬성156, 반대6, 기권4라는

압도적인찬성으로통과되었다(국회법제사업위원회, 1998,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안심사보고서」, 김봉섭, 2002:87, 에서재인용; 이종훈, 2002:53-54; 김봉섭, 2002:91-92).

1999 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6015 호)은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출입국과대한민국안에서의법적지위를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고밝혔다(제1조).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재외국민”), 둘째,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로

정의했다(제2조). 여기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외국국적동포”는첫째,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

국외로 이주한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 자와 그직계비속, 둘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이 포함되었다(대통령령 제 16602 호). 따라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심사보고서」에서는“1948년정부수립이전외국국적을취득하여대한민국국적을보유한

적이없는 200만중국동포 및 50만으로 추산되는 독립국가연합거주 동포는이 법의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국회법제사업위원회의(1999.08.12.: 4-5)는해석했다(정인섭, 1999: 179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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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 배제된 「재외동포법」의 국회 통과는 미등록자 신분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최하층에

고착화되고있는재한조선족의집단적반대와저항을야기했다. 이들은사회계와종교계의도움으로

「재외동포법」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고 이어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집합행동에

돌입했다(박우, 2011).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7173 호, 

2004,03.05, 제 2 조)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재외국민과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던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를포함한다) 또는그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했다. 이렇게 재한조선족은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해 외국국적

동포의지위가인정되었다.

(2) 외국적동포로서재한조선족에대한선별적규정과사회경제활동범위

      ①재외동포지위의부여대상

「재외동포법」이개정되었다고해서모든조선족에게재외동포의지위가인정되는것은아니었다. 

국가는우선적으로전문인력범주에속하는조선족에대해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했다. 예를들어

전문직업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6 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졸업한사람, 거주국또는제3국에서전문직업을가진사람으로서단기사증으로불법체류하지

않고출입국한사실이있는사람이재외동포지위의대상이되었다(법무부, 2007b).

한국정부는 2009 년부터 재외동포지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대상으로는 첫째, 

문화예술 및 취재 내지 무역경영, 교수 내지 특정활동 자격으로 한국 내에서 6 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있는사람, 둘째, 국내・외4년제대학이상졸업자및국제교육진흥원등정부초청장학생, 

셋째,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넷째,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18 다섯째,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여섯째,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 급(대학교수 상당)・2 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18 법인기업체관리직직원의경우1개기업당직원2명범위내가능하다. 법인기업체대표, 임원또는직원에대

한재외동포자격부여는신청당시법인설립후1년이상경과한기업체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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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산업상기술연구개발연구원, 중급이상농업기술자, 선박또는민간항공분야고급기술자, 

일곱째,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19 여덟째, 전・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아홉째,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 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열째,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20 열한째, 

단기사증 또는 방문취업사증으로 최근 2 년간 10 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 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 자격으로21 입국 후 매년 150 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열두째, 현재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국내・외 4년제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법무부, 

2009b).

2010 년부터 한국 정부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 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사람,22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6 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기능사자격증을취득한사람, 최근2년간연평균200일이상국외체류하거나(일명보따리

무역상포함) 또는만63세이상인사람등한국의2차노동시장의특정산업분야에취업한방문취업

조선족에대해서도한국내에서의장기체류및취업을허용하면서재외동포자격을부여하기도했다. 

다시말하면한국내에서인력부족이심각한특정업종에서장기근속한조선족노동자도재외동포의

자격이부여될수있었던것이다(법무부, 2010). 

      ②사회・경제활동범위

⊙국내거소신고

                                                       
19 동포단체로는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구려문화경제연구회등거주국정부등록동포단체및협회등을말한다. 국내동포지원단체소속직원은1개

단체당2명까지가능하다.
20 신청당시의체류자격의종류에관계없다.
21 방문취업제도와관련해서는제3절에서구체적으로다룰것이다.
22 업체의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경우에도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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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로서 조선족이이 법을적용받기 위하여필요하다면대한민국안에 거소를정하여 그

거소신고를할수있었다(법률제9140호, 제6조). 재한조선족이담당기관에자신의거소를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고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었다(법률 제 9140 호, 제 7 조). 

국내거소신고증은다른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등에서주민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증과

갈음할수있는신분증이었다(법률제9140호, 제9조). 조선족이국내거소신고증을지닐필요가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하여야했다(법률제9140호, 제8조). 국내거소신고는다름아닌

조선족의한국내거주지에대한집계와조선족관리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고동시에조선족

개인에게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거소신고증과 일반

외국인등록증의 차이는 현실 생활에서 많이 나타났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휴대전화 가입시

거소신고증(재외동포사증)은 국민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했고 재외동포라는

법적지위로인해조선족은통신사보조금과기기할부기간등에있어국민에준하는혜택을받을수

있었다.

⊙출입국및체류자격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2 년에서(법률 제 8896 호, 제 10 조) 3 년으로

확대되었다(법률 제 9140 호, 제 10 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체류자격연장허가를 할 수있었다. 그리고 국내거소신고를 한경우

체류기간내에출국했다가재입국하는경우에는재입국허가가필요하지않았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예를들어사행행위등선량한풍속에위배되거나단순노무에종사하는 행위등) 자유롭게

허용되었다(법률9140호, 제10조).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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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거소신고를 한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토지법에따른 경우(예를들어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등)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법률 제9140 호, 제11 조1 항). 일반외국인은 이 외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구역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토지취득계약)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했다(「외국인토지법」, 법률 제 11690 호, 

제4조의제2항의1, 제5조, 제6조).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는예금·적금의가입, 이율의적용, 입금과출금등국내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해서는 외국의 hot money 를 규제하기 위한 제한을 받았다. 이 조항은

재외동포의 예금가입 범위 등을 규정하는 고시를 정함에 있어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의취지를경제사정에따라탄력적으로반영하도록하는 효과가있었고(정연수, 1999:182) 다른

한편으로재한조선족사업가의경제적자원을확보하는과정에서도중요한역할을했다.

⊙건강보험

국내에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가90일이상대한민국안에체류하는경우에는건강보험관계법령에

따라건강보험을적용받을수있었다(법률제9140호, 제14조). 재외동포법제정이전에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지역의료보험가입이불허되었고외국인은 1년이상의체류자격을

부여받은경우에만가입이허용되었다(정연수, 19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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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적동포포서재한조선족의영주및귀화자격의선별적완화

(1) 영주지위의부여대상

한국정부는 외국인에 대한영주자격 부여 과정에상대적으로 높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전문외국인력이영주권을취득하는데필요한소득요건을 1인당국민총소득(GNI) 4배이상으로

책정하여 일반 한국인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 영주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2007 년

10 월부터는 기존의 4 배 이상에서 3 배 이상으로 완화되고 외국국적을 소지한 동포와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재한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요건도 완화된다. 실제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대부분 조선족) 국내 취업편의와 친척초청을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전문외국인력, 외국적동포 등에대한영주권요건완화 및체류환경개선을적극 추진함으로써‘질서

있는개방’을구현하고자했다(법무부, 2007c).

재외동포자격으로한국에서국내거소신고상태로2년이상을유지한사람들중첫째, 영주자격신청

시연간소득이한국은행고시전년도일인당국민총소득의2배이상인사람, 둘째, 해외로부터연금을

받는60세이상의사람으로서연간연금액이한국은행고시전년도일인당국민총소득이상인사람, 

셋째, 전년도재산세납부실적이 50만원이상인사람또는재산세납부실적은없지만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넷째, 

한국에미화50만불이상을투자한사람, 다섯째, 거주국정부가공인한동포단체대표(과거3년간

동포단체대표로서활동한사실이있는사람포함) 또는법인기업체대표로서재외공관의장이추천한

사람등요건중하나를충족하면영주지위가부여되었다(법무부, 2008b, 2009a). 

동시에투자외국인이영주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첫째미화200만불이상을투자하고한국국민

5인이상을고용하거나, 둘째, 미화50만불이상을투자하고한국내에서3년이상체류하면서한국

국민 3 인 이상을 고용했어야 했지만, 미화 50 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 국민 5 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3년이상국내체류요건없이도영주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했다(법무부, 2008a). 

재외동포에대한영주권취득요건도다음과같이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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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에대한영주자격부여와함께한국 정부는비전문인력의영주자격부여 요건도완화하여

영주자격 소지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 중 고용허가제도에23 의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또는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있는사람으로서과거10년이내5년이상의기간동안제조업・건설업・농업또는어업분야에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술・기능자격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거주자격을부여했다. 다음숙련생산기능의외국인력으로인정받은외국인중법무부에서고시한기술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2,600 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했다. 또한민법상성년이고2,000만원이상의자산을보유하여야하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한국어능력시험에서3급이상의등급을취득하는등한국어의사소통능력이있어야했다. 

마지막으로과거2년동안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실이있거나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1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등 일정 범법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법무부, 

2007d).

이런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주자격을 부여한다기 보다 그 과도 단계로 거주자격을

취득하게한후5년이경과하면영주자격을신청할수있게했다. 그이유는산업현장에서심화되고

있는숙련된생산기능인력의부족문제를해소하고나아가국내법을잘준수하면서성실히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배려하려는것이었다. 사실현행외국인노동자에대한정책은순환원칙을고수하여

한 노동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 할 수 없게 했기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이 근로자들이 본인의

출신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될 수

없게되면서기업의생산성도영향을받았던것이다. 

2009 년부터 영주자격 취득 가능 대상자는 더욱 확대된다. 방문취업 자격의 소지자들 중 첫째, 

서울시를제외한지방소재제조업, 농・축산업또는어업에서취업하고있는사람으로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변경하지않고4년이상계속근무한사람, 둘째, 본인과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

3 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 유지능력이 있는 사람,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통해 정하고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연간 소득이한국은행 고시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사람, 넷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2호의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따른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이미국적을신청했거나국적을

                                                       
23 고용허가제도는제3절에서구체적으로다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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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일반귀화 대상자, 간이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 대상자

등) 등에대한영주권취득요건이확대및완화되었다(법무부, 2009a). 

이런 정책은 2010 년부터 더욱 완화된다. 첫째,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 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사람, 둘째,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 개월

이상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관련분야기능사자격증을취득한사람, 셋째, 최근2년간연평균200일

이상국외체류자(일명보따리무역상포함) 또는만63세이상인사람이재외동포자격을부여받아

같은업체에서3년이상취업할경우에도영주자격을취득할수있었다(법무부, 2010).

영주 지위의 부여 조건은 2014 년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완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669 호, 2014.10.28., 별표 1)에 의하면 첫째,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데에필요한기본소양을갖추는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조건을갖춘사람으로서주재부터

특정활동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둘째, 국민

또는영주체류자격을가진사람의배우자또는미성년자로서한국에2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및

한국에서출생한것을이유로「출입국관리법」에따라체류자격부여신청을한사람으로서출생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한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셋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있는사람, 넷째,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한국에 2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

생계유지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 다섯째,「재외동포법」에근거하여외국국적 동포로서「국적법」에따른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여섯째, 종전 「출입국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579 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04.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 27 호란의 거주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소양등을고려하여한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일곱째,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이거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법무장관이인정하는사람, 여덟째, 법무부장관이정하는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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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 년 이상이고, 영주

체류자격신청시국내기업에고용되어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임금을받는사람, 아홉째,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열째,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열한째, 60 세

이상으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 연금을해외로부터받고있는사람, 열두째,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거주와관련된일정한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사람

중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및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열셋째, 한국에서3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열넷째, 거주관련체류자격을받은후5년이상계속투자상태를유지한사람으로서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소양등을고려하여한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과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함), 열다섯째, 기업투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한국에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투자자로부터3억원이상의투자금을

유치하고 2 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마지막으로 5 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품행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등이영주지위를부여받을수있었다. 

영주권을부여받은사람들은한국내에서의취업활동의자유가보장되는한편, 체류기간연장허가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3 년 경과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법무부, 2009c).

(2) 귀화의조건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등으로 나뉘었다.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부분적인 조선족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민이 되었다. 「국적법」(법률 제12421 호, 

2014.03.15.) 제5조에의하면일반귀화대상은첫째, 외국국적자가5년이상계속하여한국에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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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하고, 둘째,「민법」상성년이어야하며, 셋째, 품행이단정해야하고, 넷째, 자신의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능력과한국의풍습에대한이해등한국국민으로서의기본소양을갖춘사람등이해당했다.

그리고 동법의제6조에의하면 간이귀화 대상은첫째 부또는모가 한국의국민이었던 사람이나

한국에서출생한자로서부또는모가대한민국에서출생한사람, 그리고한국국민의양자로서입양

당시한국의「민법」상성년이었던자중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으로서한국에3년이상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이 해당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한국에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거나그배우자와혼인한후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

한국에1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으며상기두조건의기간을채우지못했으나그배우자와혼인한

상태로 한국에주소를 두고 있던중 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또는 그밖의 자신에게 책임이없는

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던사람으로서위의두조건의잔여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인정하는사람, 그리고첫번째와두번째요건을충족하지못했으나그배우자의혼인에

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녀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사람으로서첫두요건의가간을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했다(「국적법」, 법률 제 12421 호, 2014.03.15. 

제6조참조).

다음 「국적법」의 제 7 조, 특별귀화 대상에는 부모가 모두 한국 국민이지만 양자로서 한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한 자를 제외한 사람, 다음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인바

이들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나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25 국가유공으로관계법률에따라한국정부로부터

                                                       
24 제4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순국선열로써일제의국권침탈전후로부터1945년8월14일까지국내외에서

일제의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하다가그반대나항거로인하여순국한자로서그공

로로건국훈장·건국포장또는대통령표창을받은자. 둘째, 애국지사로서일제의국권침탈전후로부터1945년8

월14일까지국내외에서일제의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한사실이있는자로서그공

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8호, 

2014.05.21., 제4조).
25 제4조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에는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산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4·19형명사망자, 4·19형명부상자, 4·19형명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등이

포함된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12386호, 2014.01.2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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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포상또는표창을받은사람본인이거나그배우자또는직계비손, 그다음은국가안보・사회・

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상기의

공로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과학・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중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및특별자치도)의장, 4년제대학의총장, 그밖에

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관・단체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심의에부친사람, 과학・

경제・문화・체육등분야에서수상, 연구실적, 경력등으로국제적권위를인정받고있는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심의에부친사람이해당했다(「국적법」, 법률제12421호, 2014.03.15. 제7조참조).

그 외에 「국적법」의 제 8 조는 국적의 수반취득 관련 조건이 명시되었는데, 외국인의 자녀로서

한국의 「민법」상 미성년인자녀는 부또는 모가귀화허가를 신청할 때함께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조건에따라국적취득을신청한사람은법무부장관이부또는모에게귀화를허가한때에

함께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 수반취득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국적법」, 법률제12421호, 2014.03.15. 제8조참조).

마지막으로「국적법」의제9조국적회복을통한귀화이다. 국적회복이라함은한국의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친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 그리고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하는사람은제외였다. 국적회복신청절차와심사등에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정했다((「국적법」, 법률제12421호, 2014.03.15. 제9조참조).

이렇게외국국적자가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는 상기와같은요건을갖추어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국적법」에 근거한 외국적동포의 국적취득 정책이 체계화

되면서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적동포는 기존 국적법의 틀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될수있었다. 이절차는2001년의「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제551호)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 뒤 2005 년 이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 729 호)으로 변경되어 조선족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업무를처리하는근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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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법무부예규제729호부터2013년의예규제1012호까지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및귀화

관련 정책의 목적, 정의, 의제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 예규는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국적 회복 및

한국에귀화하는것을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외국국적동포를한국국적을취득했던사람또는 이들의

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사람으로정했다. 중국국적동포중1949년10월1일전에한반도

및그부속도서에서중국으로이주했거나중국에서출생한사람은1949년 10월 1일부로중국국적을

취득함과동시에한국국적을상실한것으로간주했다(법무부예규제729호, 2005.06.17; 법무부예규

제781호, 2007.05.04; 법무부예규제785호, 2007.12.18; 법무부예규제788호, 2008.02.13; 법무부

예규제899호, 2009.08.31; 법무부예규제925호, 2010.02.23; 법무부예규제1012호, 2013.12.17).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2005년의법무부예규제729호에서는본인의호적(또는제적) 등본, 본인의부또는

모의호적(또는제적) 등본및본인과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출생증명서, 관련국의공적서류또는

공증증서, 4촌이내혈족의호적등본및그혈족과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호적(또는제적) 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인우보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실을 증명하게 했다(법무부 예규 제729 호, 2005.06.17). 2007 년의 법무부 예규

제 781 호에서는 종전의 인우보증서를 친인척관계확인서로 변경했고(법무부 예규 제 781 호, 

2007.05.04), 법무부예규제785호에서는기존의 호적(또는 제적) 등본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제적등본으로 변경했다(법무부 예규 제 785 호, 2007.12.18). 2008 년의 법무부 예규

제 785 호부터 2010 년의 법무부 예규 제925 호에서는“4 촌 이내 혈족”을“6 촌 이내 혈족”으로

변경했고(법무부예규제785호, 2007.12.18; 법무부예규제788호, 2008.02.13; 법무부예규제899호, 

2009.08.31; 법무부예규제925호, 2010.02.23), 2013년부터는“8촌이내혈족”으로친척관계의

범위를확대했다(법무부예규제1012호, 2013.12.17).

본인의대한민국국민이었다는 사실에대한 증명서가없을 경우부모와관련한 증명서에근거해서

국적을 회복할수 있었다. 먼저 부또는 모의호적(또는 제적) 등본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부 또는

모의 4 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또는

제적)등본, 족보와인우보증서, 관련국의공적서류또는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발행한유전자

감식결과 등이 필요했다(법무부 예규 제729 호, 2005.06.17). 2007 년 법무부 예규 제781 호에서는

인우보증서가 친척관계확인서로 대체되었고(법무부 예규 제 781 호, 2007.05.04) 법무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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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5호부터는호적(제적)등본이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제적등본으로대체되었다(법무부

예규제785호, 2007.12.18, 법무부예규제788호, 2008.02.13; 법무부예규제899호, 2009.08.31; 

법무부예규제925호, 2010.02.23). 2013년의법무부예규제1012호에서는기존의4촌을7촌으로

확대했다(법무부예규제1012호, 2013.12.17).

증빙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더라도 예외(또는 고려) 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유학 또는

주재한 경력이 있거나 공산당, 소속국가의 군대·정부기관에 복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안보상

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람들의국적회복이나부여는관계기관의협의를거쳐결정했다. 그리고기존

국내에거주하고있는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적법하게입국하여체류중인자들만이귀화의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특례사항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이들의 친족도 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법무부예규제729호, 2005.06.17; 법무부예규제781호, 2007.05.04; 법무부예규제785호, 

2007.12.18; 법무부 예규 제788 호, 2008.02.13; 법무부 예규 제899 호, 2009.08.31; 법무부 예규

제925호, 2010.02.23; 법무부예규제1012호, 2013.12.17).

그 외에 한국 내에서 미등록자 상태로 거주하는 동포 가운데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인도적 특례

차원에서귀화를허용하기도했다. 법무부예규제729호와제781호에의하면첫째, 대한민국호적에

입적(제적된 경우를 포함)되어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둘째,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친 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 

셋째, 1992년8월24일한·중수교전에적법하게입국하여계속체류중인중국국적동포(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등은예외) 등이여기에해당했다(법무부예규제729호, 2005.06.17; 법무부예규

제 781 호, 2007.05.04). 법무부 예규 제 785 호부터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기존의“호적에

입적(제적된 경우를 포함)”을“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말소된 경우를 포함)”으로 변경했다. 이

규정은2009년의법무부예규제899호까지이어졌다.

2013 년부터는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때가족의범위는국적회복및신청한사람의배우자혹은자녀및배우자로규정했다.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되었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한국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중 불법체류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가족결합 등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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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령」에따른출입국사범처리를한후 신청을받아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 소지자는 예외였다(법무부 예규 제 1012 호, 

2013.12.17).

2절소결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조선족의 국민에 준하는 외국적동포로서의 법적 지위 적용은 조선족 개인의

공헌적 수준에 근거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 졌다.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일련의 정책은 모든

조선족에게 일괄 인정되고 모든 조선족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한

정책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의 선별과 선정을 통해 특정 부류의 조선족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제도였다. 

먼저 한국의 1 차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인적・사회적 자본을 소지했거나 사경제부문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에서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을 소지한 조선족이

선택적으로 이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교류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고위직이나관리직조선족이재외동포로인정되었다. 

다른한편2차노동시장에편입된부분적인재한조선족들도재외동포로인정될수있었다. 이들은

특정 산업체나 산업 업종에 장기간 편입되어 미숙련노동자에서 반숙련 또는 숙련노동자로 인정된

사람들이었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기피하는산업이나업종에서장기간고용된조선족에한해재외동포의지위를부여하고자

했다.

재외동포 지위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사회경제활동은 외국인 노동자 지위의 그것과

판이했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거소신고증이 발급되었고 출입국 과정에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었으며한국내에서의체류기간은사실상의영주나다름없었다. 또한2차노동시장외의(특정부분

제외) 영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종사 할 수 있었고 고용계약과 체류기간이 연결되지도

연동되지도않았다.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등경제활동은국민과동등한수준에서전개할수있었다. 

건강보험역시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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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동포로서재한조선족이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하고자율적으로경제활동에종사하는과정에

모든 규제가 없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의 선별 또는 선정

과정에 하나는 조선족 개인의 인적・사회적 자본이 확실히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기피하는산업에서장기간근무한공헌적역할이반영되었다는것이다.

재외동포로서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는이인구집단이한국의2차노동시장에편입된기타외국인

노동자와법적, 제도적으로다른집단이되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정부는혈통에기반한민족주의적

내용을 한국 노동시장에서 산업인력(그리고 투자자)으로서의 공헌적 역할에 적극 반영하면서 재한

조선족개인의동포지위를선별했던것이다.

하지만모든재한조선족인구가동일한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적자본을보유하고있거나동일한

숙련을보유한것은아니었다. 따라서1차노동시장에편입될수있는동포와2차노동시장에편입될

수 있는 동포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 분리는 바로 재외(외국적)동포로서 조선족과

재외(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조선족의분리였다.

재한조선족의 동포적 지위의인정, 나아가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인한 신규유입 조선족인구의

안정된 법적 지위는 재한 조선족 밀집지역의 내용을 바꾸어놓기 시작했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에 능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우수한 자원을 동원하여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동시에 사업체를

설립하고노동력을고용하여사업가가되기시작했다. 재한조선족사업가는바로국민에준하는법적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합법적으로 법인을 소유하고 합법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선족의 국민에 준하는 동포적 지위가 인정된 이후부터 밀집 지역에는 조선족 사업가가

본격적으로출현했고구로공단인근지역에는“재한조선족집거지”가가시화될수있었다.



87

3절. 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 재한 조선족

조선족의외국적동포지위, 또는국민에 준하는지위를 법적으로인정하는과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자율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

재한조선족의 노동시장 자율성은 기존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점진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한국의재외동포정책과외국인산업인력정책이복합적으로

재한조선족의동포노동자화의내용과성격을결정했던것이다.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동포로서 재한 조선족은 관련 제도의 부재와 미비로 그동안 소외되었지만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포용한다는 국가의 논리는 한국의 2 차노동시장의 인력난

문제로 인한 중소사업장의 외국인노동력 확대 요구와 시기적으로 겹쳤다. 또한 재한 조선족도

경제활동의자율성에따라능동적으로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되기를희망하고있었다. 이렇게재한

조선족은 취업관리제도, 고용허가제도와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동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경험하게

되었다.

1) 외국적동포노동자지위부여의배경과과정

(1) 취업관리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재외동포법」의 위헌판결이 확정 되고 재한조선족 단체의 동포 지위 쟁취를 위한 집합행동이

한창일 때 한국 정부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에 근거한 일명 취업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취업관리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부분에대해현행산업연수생제도를보완하여활용하고서비스업부문에서는중국등국가의

외국국적동포를활용하기위해마련되었다(국무조정실, 2002.07.18).

2004 년 한국정부는 취업관리제도에 대한 약간의 개정안을 발표한다(노동부, 2004.07.06, 고시

제2004-20호). 이 개정안에따라 한국내에서 취업가능한 조선족의 연령은기존 30세에서 2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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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고 건설업에도 취업이 가능해 졌다. 또한 구인, 구직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증을 재외

대한민국공관에서발급받던데로부터국내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발급받을수있었다(노동부, 

2004.07.07). 이렇게 한국 내에 입국 및 취업 가능한 연령이 낮아지고 취업 가능한 산업영역이

확대되고입국및취업에필요한절차가간소화되면서조선족의한국입국과취업은한층용이해졌다. 

이취업관리제도는2004년8월17일이후부터2003년8월16일제정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의고용특례부분내용에흡수되어운영되었다.

산업연수제도, 연수취업제도의 한계로 인한 외국인력의 불법취업을 최소화시키고 국내경기 및

노동시장의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조절할수있게하기위하여노동허가제도와같은합법취업에관한

제도를정비할필요가주문되었다. 구체적으로전문·기술직및특수한기능·기술을갖춘외국인의

국내취업을확대하고외국인미숙련노동자의 국내취업은 특별히허가된경우에한정시켜종합적인

법·제도를통해고용을허가해야한다는주장이산업연구원에의해상공자원부에전달되었다(송병준, 

1993: 88-91).

이런 문제의식은 바로 기존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국내에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문제, 노동력 수급의 및 사용의 효율성 문제 등 제반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26 이에 노동부는 1995 년 상반기에 「외국인력관리 및 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심포지엄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후 9 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1996년부터시행할계획을가지고있다. 당시준비중인법안의주요내용은첫째, 외국인력고용을

위한 업종, 기능별 수요책정 절차, 둘째, 고용허가제도 아래의 취업을 위한 절차, 셋째,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고용보증금 고용분담금 납부, 넷째,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근거 마련, 다섯째, 

외국인력 관리의 일원화 등이었다(매일경제, 1995.02.14a). 고용주와 피고용자, 즉 국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관계에서보면 이고용허가제도는기업이 외국인근로자의도입을신청하면 정부가

                                                       
26 1993년11월10일, 한조선족노동자가자신의불법체류사실이밝혀지게되자모아둔200만원중벌금180만원을

문뒤우울증세를보이다가영등포구옛영등포구청근처로터리고가도로에서투신자살하였다. 이사건은국내주

요일간지에연일기사화되었다(경향신문, 1993.11.11; 한겨레, 1993.11.11; 한국일보, 1993.11.12, 1993.11.12).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국적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의 부재가 빚은 참극이기도 했다(설동훈, 

2003:251). 1995년1월9일, 산업기술연수생네팔인근로자들과민주노총등노동단체회원100여명이명동성당에

서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개선을요구하며농성에들어갔다. 이농성은1월17일까지이어졌는데국내주요일간

지와 방송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경향신문, 1995.01.10; 동아일보, 1995.01.15, 1995.01.16, 1995.01.18, 

199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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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기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허가를 내주는 제도였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받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외국인 근로자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 즉

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는한편고용허가를내국인의취업이어려운부분으로극히제한해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극소화할 방침이었다(매일경제, 1995.02.14b). 당시 고용허가의

유효기간은 1 년이며 1 년 연장 가능했는데 노동부의 이와 같은 입법 추진은 그동안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으로 총괄해온 외국인력관리 중 근로자에 관한 부분을 노동부가 특별법을 통해

별도관리하기 위하여서였다. 그러나 법무부(법무부, 1997.07.21)와 통상산업부(박주태, 1995)의

반대로 관계 부처회의도 몇 차례 열리지 못했다. 이들 부처는 지속적으로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필요성만강조하고있었다(고혜원·이철순, 2004: 22-23).

연수취업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산업기술연수생 중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자로전락한사람이많다는것이다. 이는산업연수의틀에서계약관계를맺었을때연수생의

근로수당이이런계약관계를체결하지않은미등록자의소득보다낮았기때문이었다. 둘째, 연수생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셋째, 연수생은 사실상의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간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연수생 개인의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다섯째, 연수생의 법적 지위는 법이 아닌 예규 수준에서 정했기에 지위가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법이제정되어야했다(이광택, 1995; 조준현, 1995; 김선수, 1995; 박석운, 1997).

반면고용허가제도의도입을반대하는입장도있었다. 고용허가제도를통한외국인력은필요한소수

분야에 한해 제한적 조건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도입으로 불법체류자를 대량 양산할 경우

산업고도화를 저해함으로 인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의

도입은 내국인의 실업률을 높이게 되는데 특히 국내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저소득자 등과

단기적으로직접적대체관계에있기에이들의소득감소문제를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단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 금지 정책을 펴야하고 부분적인 수준에서라도 고용허가제도가 아닌

기존산업연수생제도를견지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 또한별도의법으로외국인력을규정할경우

절차상 까다롭고 복잡하여 기업의 인력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는입장도있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01:301-303). 그리고연수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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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이근로자지위를법적으로보장받을경우이들의노동3권을보장해야하고국제노동단체의

직접적 간섭을 받게 됨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류재원, 2000: 35-36). 불법체류의문제에있어서현재 불법체류자의대다수가단기상용이나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기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한다는 보장도 없고(류재원, 2000:5-10) 중간 브로커들이 개입함으로 인해 연수생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문제도보고(박주태, 1995) 되었지만이는고용허가제도의도입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라

중간브로커에대한규제와단속이선행되면해결될문제라는주장도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업체의 내국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국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계약서에 노동 3 권을 제약하고 여전히 외국인력이 자유롭게 작업장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관련 안이 노동부에

제출되었다(임현진·설동훈, 2000a). 그러나 이 안은 기존 산업연수제 또는 연수취업제 하에서의

외국인 연수생의 신분을 근로자 신분으로만 변경한 것일 뿐 노동3 권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이동등은여전히변하지않았다고비판받았다(박석운, 2000).

이런 논쟁의 와중에도 2002 년 12 월부터 정부는 한편으로 국무조정실 내 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두고2002년7월18일에제정된「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보완하여 2003 년 2 월 7 일,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확정지었다(국무조정실, 2002.07.18; 노동부, 2003.04).

다른 한편 정치권에서도 고용허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에는

2003년7월14일에열린제241회임시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2002년11월13일,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 안」과 2000 년 12 월 13 일,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정호 신부가 주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신계륜 의원이 소개), 이에 대한 반대 청원으로

2001년 3월 20일, 중기협회장김영수외641인이낸「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반대청원」(조희욱의원이소개), 2년뒤인2002년8월29일한국노총의「외국인근로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방인상 의원이 소개), 같은 해 10 월 24 일 민주노총의

「외국인근로자의노동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제정청원」(이호웅의원이소개), 2003년2월



91

17 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반대 청원」(신현태 의원이 소개) 등이 있다. 당시 위원회는 상기 6 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제안하기로했다.27 이어7월15일, 임시국회

제 2 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기로 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안(대안)」, 국회환경노동위, 2003.07.15). 7 월 31 일에 국회 환경노동위 소관으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이국회를통과한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제정)」, 국회환경노동위, 2003.07.31), 8월 16일「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법률 제 6967 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어 2004 년 3 월 17 일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8314 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4 월 30 일 시행규칙이 노동부령 제 209 호로 제정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고용허가제도는2004년8월17일부터시행되었다.

이 고용허가제도의 고용특례에 속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한 조선족들 중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18314 호, 제 19 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9156호, 제19조). 2007년방문취업제도의시행으로고용특례의적용대상은기존이미

입국한 방문동거 사증을 소지한 조선족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조선족으로

변경되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19호, 제19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2114호, 제19조).

(2) 방문취업제도의추진배경과시행과정

기존 취업관리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05 년 6 월

“방문취업제도”의도입방안을마련한다(법무부, 2007.02: 1). 이방안은단순한외국인력의도입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책 제정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법무부, 2005.10). 이 외국국적 동포

정책 방향은 이들의 입국문호와 취업기회 확대 방안이기도 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먼저저출산·고령화로인해단순노무인력등인적자원의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극적이민

                                                       
27 위원회에논의된이재정의원의법률안과5건의청원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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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주민이 저소득층으로 대거 흡수될 경우 이민 증가로 인한

사회적비용이증가하게되고동시에순혈주의를중시하는국민정서로인한인권침해나사회적갈등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활용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적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상황이고동시에중국및구소련지역등의동포에대한적극적인포용정책을

통해한민족네트워크를강화하는것을통해동포사회의발전과수용국의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고

보았기때문이었다(법무부, 2005,10: 1). 

입국문호와취업기회를확대함에있어현존하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는 출입국과 체류활동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었으나 대부분

단순노무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 조선족은대량입국에따른 노동시장혼란, 중국과의외교마찰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재외동포법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단순노무활동에종사하고있는조선족에대해서는취업관리제도와특례고용허가제도를별도로시행할

뿐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 내 호적이나 친척이 있는 연고 조선족은 동포적 지위를 아주

제한적으로나마인정받았지만무연고조선족의경우에는산업연수생을제외하고사실상혜택을보지

못했다. 기존의 제도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 진출을 기대하는 조선족에게는 상당한 규제로

작용했던것이다(법무부, 2005,10: 4-6).

이런이유에서법무부는동포를단순히“인력관리”차원에서만보지않고“다른외국인과다르게

포용”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단순 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단일비자로 통합하여

고국방문 중 취업을 원하는 조선족에게는 취업자격으로 변경 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일명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1 회 최장 2 년간 체류를 허용하되 재입국시 비자가 필요 없는 5 년 유효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취업업종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하도록 허용하고(단

유흥업이나사회풍속에반하는업종등은제외) 무연고동포에대해서도취업을허용하되입증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일정규모의 비자쿼터를 설정하고 한국말시험

성적순으로비자를발급하는방안이제기되었다. 또한젊은세대가한국내취업을위해거주국에서의

대학진학을포기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연령을25세이상으로한정했다(법무부, 2005.10: 6-8). 

나아가 장기적 방안으로 비자 쿼터를 폐지하고 완전한 자유 취업을 허용하고 모든 동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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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재외동포”자격이나“거주”자격을부여하고최장체류기간제한도폐지하고자했다(법무부, 

2005.10:11-12).

대통령은 방문취업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방문취업제를도입하기로결정했다(법무부, 2007.02: 1). 2006년 2월출입국관리국에국적난민과와

함께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되고 같은 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에

“외국국적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가 세부추진계획의 두 번째에 위치하면서

재외동포자격부여전단계로방문취업제도를도입한다는점을강조했다. 또한2005년 3월에시행한

제1차 중국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에 이어 2006년에 제2차 중국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존 미등록 조선족의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법무부, 2006.02:1, 16-17).28

방문취업제도의 책임부서가 법무부로 정해지면서(법무부, 2007.02:1) 이 정책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먼저 법무부는 5 년 유효 3 년체류 방문취업제(H-2) 비자 신설 등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그리고 취업관리제도

하에서의여러가지 규제를없애고국내체류시에도허용업종 내에서별도의취업알선없이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시에도 자유롭게 업종변경이 가능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도

허가대신 신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취업업종에 있어서 현행 취업관리제 하에서는 건설업, 제조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및서비스12개분야만취업이허용되었는데, 양식어업, 가정용품도매업등을

포함하여32개업종으로대폭확대하기로했다(법무부, 2006.05.18). 

2006 년 5 월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는29 법무부,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등17개관계부처장관과민간위원등이참석한가운데방문취업제도도입, 자진출국자에대해

현행14일의출국준비기간을90일이내로연장하여체류중발생한체불임금등의문제를해결할수

                                                       
28 2006년4월17일, 법무부는장관명의(천정배) 공고제2006-38호를통해미등록자들이2006년4월24일부터8월

31일까지(실제공고일4월17일부터시행일4월24일사이도포함) 자진출국하는경우에는범칙금처분및입국규제

를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1년경과후에는재입국과“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받은사업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수

있게했다(법무부, 2006.04.17, 공고제2006-38호).
29 2006년5월22일, 정부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17개관계부처장관과민간위원7명으로구성된“외국인정

책위원회”를발족하였다(법무부,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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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적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등 내용을

골자로한‘외국인정책기본방향및추진체계’를확정했다(법무부, 2006.05.26; 2006.05.27).

그뒤법무부는2006년11월6일부터11월14일까지중국과구소련지역정부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있는 외국적 동포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방문취업제도가 실시된 이후의

조선족, 고려인사회의변화를예측하여적절한대책을세우고자했다(법무부, 2007.02: 1). 2006년

11 월 16 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 주재로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방문취업제에 대한 구상과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부처, 시민사회계, 노동계, 학계 전문가들이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진지한토론을했던것이다(법무부, 2006). 

결론적으로 세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중국과 구소련동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의해 동법의 적용에서배제되었기에 동포 간차별문제를 해소하는절차적 단계로 이들의

입국문호와 취업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것이었다. 정책의시행을위해남은것은기존법조항들을개정하는것이었다. 2007년1월

3 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있어서

기존의 고용자(사용자)와 구직자(외국적동포) 사이의 복잡한 고용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 년으로 변경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법률」, 법률제8218호, 2007.01.03).

그뒤법무부는법제처에「출입국관리법시행령」등에대한개정안심사를의뢰했고2007년부터

무연고동포에 대한 선발 관련 계획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법무부, 2007.02:1). 2007년 2월 2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새로추가되면서(대통령령제19904호) 같은해3월4일부터조선족들에게적용된다.

이렇게 방문취업제도는 기존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가해지면서 산업연수제도, 연수취업제도, 

취업관리제도, (특례)고용허가제도 등과 다른 제도적 틀에서 만들어진, 외국국적 동포에게 국민에

준하는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었다. 조선족은 단순한 외국인력이 아니라 입국

시부터재외동포의신분이법적으로인정되면입국후한국내체류및경제활동과정에서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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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사라진다. 방문취업자격으로무연고조선족의한국입국기회가증가했고한국에서체류할수

있는기간도증가했다. 방문취업제도시행이전에는사용자(또는고용주)가중심이되어 고용계약이

맺어졌다면방문취업제도시행이후부터는고용계약이사후신고로바뀌면서정부기관의취업알선이

아닌조선족개인의인적네트워크를통해구직을하는것도합법화되었다.30

2007 년 10 월 30 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 무연고동포 공개추첨 및 선발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선족의경우한국말시험에총25,964명이응시하여기준점수인50점이상을얻은25,140명이추첨

대상에 포함되었다. 방문취업사증을 신규 발급받은 사람들은 실제 전산추첨에서 선발한 인원인,

조선족에 할당된 최초 국가별 할당 인원 20,322 명과 무시험국가 할당인원 미달에 따라 조선족에

재배정한인원2,541명을합친총22,864명이었다(법무부, 2007.10.29). 2008년부터는한국말시험을

연2회로확대실시하기로했다(법무부, 2007.11, 고시제2007-132호).

그런데2007년과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국내노동시장을정돈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이명박

정부는외국인력정책중가장먼저방문취업제도를비롯한외국적동포에대한기존정책을변경한다.

먼저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고령동포는한국내에친족이있는경우에는국민의초청에의해입국하지만국내친족이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했다(법무부, 

2008.10.13). 또한 유학생이 부와 모를 초청할 경우 이 부모가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제도를31 부와모중1명만초청가능하게했다(박우, 2009a).32

                                                       
30 그뒤후속조치로방문동거나특례고용허가제로합법입국하였으나불법체류하고있는사람들중최초입국일로

부터3년미만체류동포들중자진출석한동포에대해서는불법체류기간이1년미만인경우그위반사실에대해범

칙금처벌후방문취업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을허가하였다. 또한단속에적발된동포에대해서도불법체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위반사실에대해범칙금처벌후방문취업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을허가하기로하였다. 

다만최초입국일로부터3년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음을분명히하였다(법무부, 2007.03.05). 또한3년이상체류

한국적신청조선족을대상으로출국하지않고도취업활동을가능하게하였다(법무부, 2007.05.21). 그외조선족

은숙박업소에도합법적으로고용될수있었다(법무부·노동부, 2007.12.20).
31 2006년4월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핵심운영진멤버(김용선회장, 채광훈사무국장, 안광용부회장, 박우

기획팀장, 오동일, 예동근자문위원)들이서울조선족교회를방문하여서경석목사와좌담회를가졌다.그자리에서

서경석목사는“지난해(2005년) 김진표부총리님을만난자리에서저는중국조선족대학생들이한국대학에유학오

면부모님들도같이와서일을해학자금을마련하도록조치해줄것을제의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학부모들은자

식들의유학비용을해결할수있고한국지방대학교들에서는모자라는학생수를충족시킬수있는일거양득의효과

가있게되지요”라고말하였다(동북아신문, 2006.04.10). 유학생의부모초청이구체적으로어떤논의과정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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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방문취업총체류인원을 30.3만명으로제한했다.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규 방문취업 사증 발급보다 단기복수비자(C-3)를 발급하고

국내 사설 학원에서 기술연수(D-4)를 받아 소위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는제도를시행했다. 

이런 정책은 2014 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14 년에는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 만 명, 

하반기에는 방문취업 대상자 4 만 명을 선발하여 한 해 동안총 8 만 명에게 방문취업제도로 한국에

입국할수있게한다고공고했다(법무부, 2013.12.20.).

2) 외국적동포노동자지위부여대상

외국적동포노동자의지위는먼저연령에의해규정되었다. 2002년부터「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만 30 세 이상 조선족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여러

업종에 편입될 수 있었다. 2004 년부터 2006 년 사이에는 변경된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과「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만25세이상조선족이고용허가서와

취업허가인정서를발급받아서비스업과건설업에종사할수있었다. 

<표2-3-1> 취업관리제도의적용대상

2002년 2004년~ 2006년

취업자격 체류자격외활동허가(F-1-4) 비전문취업(F-1-4 →E-9) 변경

친척방문허용연령 30세 25세

                                                                                                                                                     

를거쳐나온것인지는모르지만당시재한조선족유학생의유일한조직을운영하는사람들의입장에서이와같은발

언은굉장히파격적이었다고한다.
32 석사과정및그이상조선족유학생이초청한부모가방문취업제로체류할때이유학생이유학생사증에서재외

동포사증으로변경해도부모의체류자격에전혀지장이없다고하였지만이명박정권으로바뀌고나서부모의체류

자격은연장이불가능해졌다. 유학생사증에서재외동포사증으로변경한조선족유학생들사이에서다시유학생

사증으로재변경하는일도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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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고용허용인원

내국인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5인이하 2인이내

6 ~ 10인 3인이내

11 ~ 15인 5인이내

16 ~ 20인 7인이내

21인이상 10인이내

출처: 노동부, 2002.12.06,「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고시제2002-29호).

노동부, 2004.07.06,「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고시제2004-20호).

그 다음은 업종별 도입 할당 규모에 의해 선별되었다. 사업장의 고용허용인원을 기준하여 내국인

상시근로자수가5인이하의경우에는외국인2인이내에서고용할수있었고내국인상시근로자수가

6~10인사이의경우에는외국인을3인이하고용할수있었다(<표2-3-1> 참조).

취업자격인 방문동거 사증(F-1)의 발급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였다. 첫 번째는 한국 국내에 8 촌

이내의 혈족 또는 4 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으로서40세이상인외국국적동포이다. 이범주에해당하지않는경우40세이상자중에서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별대상자로 선정하고 방문동거사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첫째, 

독립유공자의직계혈족, 둘째, 재외동포사회의건전한발전에크게기여했다고인정되는사람, 셋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하지 않고 귀화한 사람, 넷째,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사람

등이었다. 외국국적 동포의 입증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으로 직계 존비속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공증증서(직계존비속은민법제770조제1항에따라본인과2촌이내의관계에있는자만

인정하고양자관계는배제)로했다(국무조정실, 2002:12-13).

방문취업체류자격사증발급대상자는중국및구소련지역거주만25세이상인외국국적동포중

첫째, 국내 호적·친인척 등이 있는 사람(연고 동포)33 중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33 이범주에는첫째, 출생당시에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으로서대한민국호적(제적)에등재되어있는사람및

그직계비속, 둘째, 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인8촌이내의혈족또는4촌이내의인척으로부터초청을받은

사람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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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적(제적)에등재되어있는사람및그직계비속과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인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 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 둘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셋째, 대한민국특별공로자또는국익증진에기여한사람, 넷째, 

유학(D-2) 자격으로1학기이상재학중인자의부·모및배우자, 다섯째, 동포자진귀국지원정책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한 동포, 여섯째, 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34 중

한국말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일곱째,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1949 년

10월1일전, 구소련지역의국적을가진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1945년8월15일전에한반도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했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 등이다(법무부, 

2007.02:4-5).

연고 동포와 무연고 동포의 한국 입국 절차를 보면, 연고 동포의 경우 거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사증신청을하고사증을발급받아입국할수있었다. 한국내체류하는동포의

경우거주지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체류자격변경신청을할수있는데기존의방문동거자격자, 

특례고용허가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법무부, 

2007.02: 7). 35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연간 허용인원을 결정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연간 허용인원 국절별 세부할당을 제정한다. 이

국적별 허용인원에 맞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는 한국말시험에 응시하거나36 한국말 시험

응시가 필요없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합격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선발을

하고 법무부와 재외공관에서 최종 선발자를 통보하고 이들 개인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면 입국할 수

있었다(법무부, 2007.02:3). 외국적 동포의 취업 절차도 기존의 고용허가에서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이수한후, 고용지원센터에구직 신청하여취업알선을받거나스스로

일자리를구해서취업할수있었다. 근무처변경시에도종전에는허가를받아변경하던데로부터취업

                                                       
34 이범주에는한국말시험, 추첨등법무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이포함된다.
35 방문취업제도가시행되는순간부터방문동거자격자와특례고용허가자격자는방문취업자격소지자로간주되어

당장사증을변경할필요는없었다. 단체류기간연장허가를할때에는방문취업자격으로변경되었고다만최초입

국일로부터3년까지만체류가허용되었다.
36 2007년 6월 7일, 법무부는방문취업제한국말시험을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주관하도록위탁협약을체결하였다

(법무부,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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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고하는 방식으로(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고 취업허용 업종도 20 개에서 32 개 업종으로

범위가확대되었다(법무부, 2007.02:7).

상기와같은대상자들중에서국내에호적이나친인척이있는동포에대해서는연간허용인원제한

없이사증을받아입국할수있었고국내에호적이나친인척이없는무연고동포의경우에는일시대거

입국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허용인원을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했다(법무부, 200702: 5).

2007 년 이후부터는 이미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뿐만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조선족들도 산업영역에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218 호, 제 1 항). 2009 년 이후부터는

조선족이중국이나제3국에서 한국에입국하여고용되고자할 때필요한정보에 대해노동부장관의

이름으로이들이입국하기전에고용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 법률제9789호, 제8항). 

방문취업 자격 부여의 대상은 2014 년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25669호, 2014.10.28., 별표 1)에의하면「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에해당하면서첫째, 출생당시에대한민국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둘째, 

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또는영주체류자격마목에해당하는사람인 8촌이내의혈족또는

4 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셋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해당하거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넷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국익증진에기여한사람, 다섯째, 유학체류자격으로1학기이상재학중인사람의부모

및배우자, 여섯째, 국내외국인 체류질서 유지를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기준 및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및 이 모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등의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만25세이상인사람들에

대해방문취업자격을부여할수있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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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적동포노동자의사회경제적활동의범위

취업관리제도하에서의외국적동포의취업허용분야에는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및가사서비스업등이포함되었다. 취업관리제도가처음시행될당시

정부는국내산업영역에총5만명의산업인력을도입할계획이었다. 이5만명중순차적으로먼저

2 만 5 천명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출국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했다(노동부, 

2002.12.05, 고시제2002-29호; 2004.07.06, 고시제2004-20호).

방문동거 취업자는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한 후다음과 같은경우에는 사업장을이동할 수있었다. 

첫째, 사업주 등이 고용계약 기간 중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휴업, 폐업 기타 방문동거 취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건강진단 등 결과 방문동거

취업자가해당사업장에계속근무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 넷째, 사업주등의임금또는보수의체불,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기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었다(노동부, 2004.07.06, 고시제2004-20호, 제13조). 이때부터재한조선족에게는한국에서

처음으로동포의신분으로최장3년간취업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다.

취업관리제도에의해서비스업에합법적으로종사할수있었던조선족은 2004년동제도의개정과

고용허가제도(특례고용허가제)의도입으로건설업에도종사할수있게되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67호, 제1항). 2005년부터이미한국에체류하고있는조선족은제조업, 

농축산업또는연근해어업에도합법적으로고용될수있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005.12.30., 법률 제 7829 호, 제 1 항). 이렇게 2004 년부터 조선족은 기타 서비스업 전업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등전업종에서취업할수있게되었다(노동부, 2004.07.07). 

개정된 취업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주 등이 고용계약기간 중에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휴업・폐업 등 방문동거 취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없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건강진단 등결과방문동거 취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근무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 넷째, 사업주등의임금또는보수의체불, 노동관계법령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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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노동부, 

2002.12.06. 고시제2002-29호; 2004.07.06, 고시제2004-20호).

금품청산의 경우, 사업주 등은 조선족 근로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방문동거 취업자와의

고용관계가종료된날부터 14일이내에임금과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해야했다. 다만고용관계가

종료된날부터는14일이전에방문동거취업자가출국하게될경우출국전에지급해야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방문동거 취업자가 체류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만근하고 귀국토록 유도하기

위해 방문동거 취업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별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방문동거 취업자가

취업기간 동안 만근하고 귀국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었다. 다음 사업주 등은 방문동거 취업자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방문동거 취업자가 지방노동관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 또는 민원신고 등을 행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등은 방문동거

취업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의 고충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고 했다(노동부, 2002.12.06. 고시 제 2002-29 호;

2004.07.06, 고시제2004-20호).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조선족노동자들이 편입될 수 있는 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제조업(상시근로자 300 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 억원 이하), 

건설업(총공사금액 300 억 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총공사금액 300 억 원 이하 건설공사), 도매 및 소매업(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 운수업(냉장, 냉동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수리업(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기타서비스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등이었다 (법무부, 2007.02: 

11).

방문취업제도 하에서 조선족 노동자들은 기존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취업 가능했던 산업영역 외에

도매및소매업의산동물도매업, 기타산업용농산물및 산동물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

관련용품도매업, 가전제품·가구및가정용품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등영역, 

운수업의육상여객운송업, 여행사및 기타여행보조업등영역, 사업서비스업중사업시설유지관리

및고용서비스업영역, 수리업중이륜자동차수리업, 기타서비스업중산업용세탁업등영역에추가로

편입될수있었다(법무부, 20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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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을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는내국인구인노력을했음에도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3 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외국인구직자명부에등록된자중에서조선족을고용할수있었다(법무부, 2007.02:7).

2014년현재방문취업자격으로한국에서취직가능한영역은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제조업,3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건설업,38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옥상여객운송업, 냉장및냉동창고업,39 호텔업,40 여관업, 

일반음식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

세탁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제반업종이포함되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5669호, 2014.10.28., 별표1).

3절소결

재한 조선족 노동자들은 과거의 산업연수제도나 연수취업제도 하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달리

외국적동포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외국적동포노동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적동포노동자

지위는 이미 2절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족들 중에서도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기능적으로나숙련도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낮은조선족들에게부여된시민권적지위였다. 

이들은 외국적동포산업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면서 2 차노동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산업인력을 필요로 한 것과

직결된다. 방문취업 자격의 조선족들은 한국 내에서 최장 5 년을 체류할 수 있었다. 이 체류기간은

                                                       
37 다만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300명미만이거나자본금이80억원이하인경우에만해당함.
38 다만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는제외.
39 다만내륙에위치한업체에한정함
40 다만「관광진흥법」에따른호텔업은1등급·2등급및3등급의호텔업으로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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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편입되고 이동하는 과정에 과거처럼 사용자(혹 고용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고용관계가 아닌, 상대적 의미에서 노동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기때문에이들은2차노동시장에서자유롭게이동할수있었다. 더중요한것은방문취업자격으로

5 년 거주한 다음 체류기간이 만기 되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이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동종

체류자격을다시신청및부여받아입국할수있었다. 심지어적지않은사람들은중국에서방문취업

사증을신청해놓고기다리는공백기에단기사증으로한국에입국하기도한다. 

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 재한조선족이 편입될 수 있는 영역은 2 차노동시장 전체가 해당했다. 

이들에게는 한국인 노동자와 정확히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이들과 비슷한

노동시장에서의사회경제적자율성이인정되었다. 또한특정산업영역에서기능적숙련도가제고되면

외국적동포노동자의신분에서국민에준하는법적지위를획득할수있었다.

법적 지위의 안정화로 표현되는 재한 조선족 노동자의 외국적동포노동자화는 다름아닌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안정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2 차노동시장에 편입된 조선족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안정화는한편으로노동시장에서선택적으로고용관계를형성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 

이 조선족 인구는 한국의 2차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조선족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도

있었다. 다른 한편 외국적동포노동자 지위는 거주의 자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재한조선족 밀집 지역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합법적 노동과 거주 인구는 집거지 사업가에게 충분한 노동력과

소비자가 되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바로 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시각적및물리적팽창을경험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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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의 기초로서 조선족 노동력의 집거지화

재한조선족밀집거주지에서사업가가출현할수있었던것은사업가개인이동원할수있는자원의

성격과 그 개인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이

전제되었기때문이다.

이 안정적인 시장은 이른바 재한 조선족의 장기적인 밀집 거주를 통해 형성된 조선족 집거지이다. 

제 2 장에서 정리했듯이 재한 조선족 개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됨으로 인해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거주와 경제활동의 자율성도 점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재한 조선족 인구는

구로공단인근을중심으로밀집거주하기시작했고법적지위의변화와입국규모의증가를통해밀집

거주지역은 팽창했다. 하지만 밀집 거주 지역의 출현이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및 산업인력 정책이

의도적으로계획한것이라는충분한근거는없는듯하다. 어찌되었거나상당한규모의정주인구로

구성된집거지가있었기때문에이지역을중심으로조선족사업가들이출현하게되었다. 

따라서 제 3 장은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

지위와경제활동양상, 정주의과정과밀집거주의양상, 밀집거주지에서의노동과소비의양상등을

정리하는것을통해재한조선족의변화된법적지위가이들의밀집거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

이법적지위하에서재한조선족은어떻게집거지를구성하였는지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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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재한조선족의 인구 규모 및구조의변화

조선족집거지의출현은충분한정주인구를기초로한다. 일정한규모의정주인구가특정지역에

밀집 거주 해야 비로소 집거지로서의 가시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정주는 이들의 법적

지위와직결된다. 정주는한국에서장기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에서비롯되는자격이다. 

제 1 절은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 되었는지, 각각의 법적

지위에놓인재한조선족인구규모는어떠한지, 한국에서정주할수있는인구규모는어떠한지, 이

인구의구조는어떻게변화했는지를개관적수준에서밝힘으로써재한조선족집거지출현을설명함에

필요한기초내용을정리한다.

1) 체류자격별인구규모의변화

[그림 3-1-1]의 조선족 입국자 변화를 보면 1992 년 조선족 입국자는 31,005 명, 1993 년에는

12,227명이었다. 그뒤1994년은22,605명, 1995년은19,065, 1996년은22,544명으로소폭증가하기

시작한다.41 한중수교 원년에 비해 입국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1996 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7 년과 1998 년 아시아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조선족의 입국자 규모는 각각

17,780명과 14,641명으로 감소했다. 1999년부터 그 규모는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1999년, 2001년, 

2002년조선족입국자수는각각26,529명, 67,679명, 61,781명으로3년사이에약2.5배로증가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조선족의 친척초청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연수취업제도를 재시행하면서

조선족 입국자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2003 년 조선족 입국자는 소폭 감소한 58,271 명이었고

2004 년은 다시 반등하여 60,475 명을 기록했다. 2005 년과 2006 년은 미등록 조선족에 대한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해였기 때문에두해의 입국자규모는일정한격차를보이기도

했다. 2005 년 입국자는 33,578 명, 2006 년은 65,355 명이었다. 2007 년은 3 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도로인하여한해의입국자가그전해의3배정도인181,974명에달했다. 그뒤2008년, 

                                                       
41 1992 한중수교이후부터중국국적의조선족은비자를발급받아한국에입국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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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은각각255,880명, 271,073명, 302,609명으로증가했다. 2011년,2012년, 2013년은

287,429명,246,113명, 233,118명으로기록되었다.2014년에는275,624명으로증가했고2015년에는

251,916명이었다. 

[그림3-1-1] 연도별조선족입국자와체류자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통계자료실/통계연보에서정리.

주: 출입국통계연보에서2000년자료는“등록외국인현황”만공개되어있어표에서제외했다.

한국에체류하고있는조선족인구규모는특정시기에일정정도의변화는있었지만입국자규모와

달리2015년까지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그림3-1-1] 참조). 1992년한중수교당시419명으로

기록되었던 조선족은 1993 년에는 21,854 명으로 급증한다. 이어 1996 년까지 27,780 명, 33,443 명, 

38,959명으로꾸준히증가하다가아시아외환위기에는31,163명, 25,464명으로감소했다. 1999년부터

체류자규모가반등하는데1999년부터2011년까지조선족체류자는46,731명, 101,068명, 118,300명, 

132,305명, 161,327명, 167,589명, 236,854명, 328,621명, 376,563명, 377,560명, 409,079명, 

470,570 명 이었다. 방문취업제도의 만기로 인한 귀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2 년 체류자는

447,877명으로소폭감소했다.2013년, 2014년, 2015년은각각497,989명, 590,856명, 626,655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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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의 특징과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족 입국자와

거주자 규모 그래프는 두 번의 급등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1998년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두번째는

2008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이다. 이는 재한 조선족 인구의 증가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전환과정의

노동시장분절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둘째, 조선족입국자인구는2010년을기점으로

소폭 감소의 추세로 들어섰는데 이는 200 만 명중 1958 년 개띠를 전후로 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

인구 중 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그럼에도

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입국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베이비붐세대의자녀들이중국에서정규적인교육이끝난후한국에단기, 중기, 장기적인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인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찌 되었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인구의 규모는

1992년부터2015년현재까지약간의등락은있지만대체적인증가의추세를보이고있었다.

[그림3-1-2] 조선족의체류자격별한국입국유형(비율)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통계자료실/통계연보에서정리.

주: 출입국통계연보에서2000년데이터는“등록외국인현황”만공개되어있어표에서제외했다.         

[그림 3-1-2]는 체류자격별 조선족 입국자의 비율이다. 1992 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입국시의체류자격은단기사증으로94.7%였다. 그외연수나고용사증은4.5%, 결혼등사증은0.4%, 

기타사증은0.5%였다. 이는 1992년당시산업연수생을비롯한 연수및고용보다는친척방문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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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규모가 컷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는 1993 년 산업연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조금씩변화하기시작했다. 단기사증은 66.7%로감소한반면 연수및고용사증은 20.5%로증가했다. 

결혼등사증은6.2%, 기타는6.6%였다. 단기사증의비중은1999년까지약간의등락은있지만꾸준히

감소했다. 1994년은60.5%, 1995년은61.3%,1996년은48.1%, 1997년은56.7%, 1998년55.3%, 1999년

53.4%였다. 이감소의부분은결혼, 연수및기타자격의입국자들에의해채워졌다. 결혼등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은 1994년 7.1%, 1995년 15.7%, 1996년 26.9%, 1997년 15.6%, 1998년 18.3%, 1999년

8.3%였다. 연수및고용자격입국자의비율은1994년 29.1%, 1995년 19.2%, 1996년 19.0%, 1997년

21.3%, 1998년 18.1%, 1999년 29.8%로증가했다. 기타자격도 1994년의 2.3%에서 1999년의 8.0%로

증가했다. 당시까지만해도장기체류할수있는자격은결혼등방식을통해서만얻을수있었다. 

2000 년부터 단기사증은 66.4%로 다시 급증했다. 이 규모는 2001 년의 68.1%로증가한 후 2002 년

64.6%, 2003 년은 46.3%, 2004 년 38.4%, 2005 년 38.7%, 2006 년 16.9%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2000 년 이후부터 결혼을 통한 입국과 취업관리제 및 고용허가제의 시작으로 인한 고용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혼 등 방식으로 입국한 사람은 2000 년의 12.3%, 2001 년의

17.2%, 2002 21.2%, 2003년24.1%, 2004년28.6%, 2005년19.5%, 2006년8.8%였다. 고용허가제도가

본격시행되면서 결혼을 통해 입국한 사람도 2005 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연수나 고용 자격의

입국자는 2000 년의 11.32%, 2001 년의 5.4%, 2002 년의 4.6%, 2003 년의 19.2%, 2004 년의 23.1%, 

2005년의34.2%, 2006년의70.5%로급격하게증가했다. 기타자격의입국자들은2000년의10.0%에서

2006년의2.6%로감소했다.

2007 년부터 입국자의 자격 비율은 또 다시 변화한다.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방문취업자격의

입국자가 71.7%로 압도적이었다. 이 자격의 입국자는 이후 2015 년 현재까지 재한 조선족 입국자

비율에서단연가장높은규모를차지하고있다. 2008년이규모는95.8%, 2009년97.3%, 2010년97.9%, 

2011 년 96.3%, 2012 년 94.8%, 2013 년 93.8%, 2014 년 96.6%, 2015 년 97.4%였다. 방문취업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뚜렷하게 감소한 입국시 자격 유형은 바로 연수 및 고용관련 자격이었다. 이 자격의

입국자는 2007년의 22.7%로 감소한데 이어 2008년부터 2012년은 각각 0.1%, 0.02%, 0.02%, 0.03%, 

0.01%였다. 2013년부터는이자격으로입국하는사람이거의없었다. 또한결혼등방법으로입국한

사람의규모도함께감소했다. 이자격의입국자는2007년1.5%로감소한데이어2008년1.9%, 2009년

0.6%, 2010년0.4%, 2011년0.4%, 2012년0.5%, 2013년0.5%, 2014년0.3%, 2015년0.3%로감소했다. 



109

단기사증의비율도2007년2.1%로감소하면서2015년까지각각1.6%, 0.8%, 0.7%, 0.7%, 0.5%, 0.7%, 

0.4%, 0.3%로감소했다. 기타자격의입국자들도꾸준히감소하고있었다. 

이 시기에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외에 꾸준한 증가를 보인 새로운 자격의 소지자들은

재외동포자격과 영주권 자격의 입국자들이었다. 재외동포자격의 입국자들은 이미 2003 년에 1.12%, 

2004년 1.26%를차지했는데이규모는2005년의 0.7%, 2006년의 1.2%, 2007년 1.6%, 2008년 0.4%, 

2009년1.1%, 2010년0.6%, 2011년1.6%, 2012년2.9%, 2013년3.6%, 2014년1.6%, 2015년0.6%였다. 

영주권입국자들은2010년의0.4%를시작으로2011년0.9%, 2012년1.2%, 2013년1.3%, 2014년1.0%, 

2015년1.4%를차지하였다. 

[그림 3-1-2]의특징과 그에대한 해석은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다. 첫째, 조선족인구의 한국

입국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단기자격의 규모는 연수 및 고용 자격의 출현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특례고용허가제도의 도입 이전까지 여전히 조선족 인구의 한국 입국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는 2004 년까지 재한 조선족 인구는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연수 및 노동자의

신분이아닌다른자격으로(친척방문등) 많이입국하였음을알수있다. 둘째, 연수및고용자격의

입국자는1992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2007년방문취업제도의시행으로급감하여2013년에는0%로

집계되었다. 이는 외국인산업인력으로서 재한 조선족이 동포산업인력의 지위로 변화했음을 설명해

준다. 셋째, 결혼 등의 자격으로 입국한 조선족 인구도 2007 년을 기점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무연고 조선족의 중요한 한국 입국 방식 중 하나가 결혼을 통한 입국이었는데, 무연고 조선족이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 가능해 지면서 결혼 입국의 방식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영주권과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2000 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재외동포로서 재한 조선족 인구의 증가를 설명해 준다. 결과적으로 최근들어 재한 조선족 입국자는

방문취업자격의동포노동자신분과재외동포및동포영주권자로분류될수있는동포지위의조선족이

가장큰비율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그림 3-1-3]은실제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조선족 인구가어떤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지를정리한

것이다. 이그림을[그림3-1-2]와별도로정리한이유는입국자가전부한국에체류하는것은아니고

입국한사람들중실제체류하는사람들이집거지를구성하는데핵심적역할을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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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조선족의체류자격별한국체류자(비율)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통계자료실/통계연보에서정리。

주: 분류기준은[그림3-1-2]와동일하다.

1992 년 단기사증으로 체류하는 비율은 3.6%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3 년의 95.3%로 급증하여

1994년85.9%, 1995년83.4%, 1996년77.4%, 1997년79.0%, 1998년82.3%, 1999년81.5%를차지했다. 

같은시기1992년68.5%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던연수및고용자격의조선족인구는이듬해1.7%, 

1994년9.9%, 1995년8.0%, 1996년10.0%, 1997년10.0%, 1998년10.4%, 1999년11.0%였다. 세번째로

큰비율은결혼등자격으로체류하는사람들로써 1992년은 21.2%, 1993년은 2.5%, 1994년은 3.9%, 

1995년은 8.2%, 1996년 11.7%, 1997년 10.3%, 1998년 6.1%, 1999년 5.2%였다. 그 외 기타 자격의

체류자들은 1992 년의 6.7%에서 1999 년의 2.3%로 감소했다. 2000 년까지 조선족 인구는 대부분이

단기자격과연수및고용자격으로체류하고있었다.

2001년부터이비율은변화하기시작한다. 단기자격은55.0%로감소하기시작하면서부터이비율은

2002 년 53.8%, 2003 년 15.6%, 2004 년 17.0%, 2005 년 10.4%, 2006 년 5.2%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취업관리제도, 고용허가제도등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단기자격의조선족인구가급격하게줄어든

것이다. 대신 이런 제도의 시행으로 연수 및 고용 자격의 인구는 증가했다. 이 인구의 비율은

2001년의 24.5%에서 2002년 20.8%, 2003년 61.2%, 2004년 57.6%, 2005년 56.8%, 2006년 66.7%로



111

증가했다. 체류조선족인구의2/3 정도가고용가능한산업인력자격으로체류하고있었다. 단기사증

인구의 감소 부분은 결혼 등 자격의 체류자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자격의 체류자는

2001 년의 12.2%에서 2002 년 15.7%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3 년에는 16.2%, 2004 년은 19.2%, 

2005년은 25.9%, 2006년 22.7%를 기록했다. 기타자격의 체류자들은 2001년의 5.3%에서 2006년의

3.4%로 소폭 감소했다. 2001 년부터 2006 년 사이 시기는 그 이전의 단기자격과 같은 불안한 지위의

조선족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의 자격 소지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2007 년부터 이 구성은 다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단기 자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 년의

3.17%에서2015년현재까지각각2.2%, 1.9%, 1.6%, 0.8%, 1.6%, 0.7%, 0.5%, 0.5%로감소했다. 현재의

단기자격은방문취업제로입국하지못한사람들중학원등록단계에서소지하는자격이주를이룬다. 

단기자격의감소와함께연수및고용자격의조선족인구도감소했다. 2007년이자격인구는8.0%, 

2008년은 3.0%, 2009 2.4%, 2010년 5.2%, 2011년 3.7%, 2012년 1.0%, 2013년 0.9%, 2014년 0.7%, 

2015 년 0.5%였다. 결혼 등 자격의 체류자 비율도 급격하게 줄어든다. 2007 년 이 자격의 비율은

16.2%였는데2008년은13.3%, 2009년12.9%, 2010년11.7%, 2011년10.0%, 2012년10.0%, 2013년9.0%, 

2014년 7.0%, 2015년 6.2%였다. 기타 자격 인구도 2007년의 2.3%에서 2015년의 0.2%로감소했다. 

체류 조선족 인구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단기자격, 연수 및 고용 자격, 결혼 등 자격의 감소 부분은

방문취업자격, 영주자격, 재외동포자격의조선족인구에의해대체되기시작했다.

2007년방문취업자격의체류자는69.0%, 2008년은 78.2%, 2009년 79.4%, 2010년 67.9%, 2011년

62.3%, 2012년 47.7%, 2013년 45.8%, 2014년 45.3%, 2015년 42.8%였다.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던

2007년에비해시간이지나면서소폭감소한것은맞지만그래도단일체류자격으로는가장큰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다음재외동포자격인데2007년이자격은1.3%에불과했지만그뒤2008년1.6%, 

2009년 1.5%, 2010년 7.9%, 2011년 15.7%, 2012년 24.5%, 2013년 32.0%, 2014년 35.3%, 2015년

38.5%로증가했다. 방문취업자격의 조선족 인구와비슷한 규모로증가했다. 세번째 증가한자격은

영주권이다. 영주권은2008년의 0.03%에서 2009년 0.3%, 2010년 4.7%, 2011년 6.8%, 2012년 9.5%, 

2013년11.3%, 2014년10.9%, 2015년11.4%로증가했다. 

[그림 3-1-3]의특징과 그에대한 해석은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다. 첫째, 체류조선족 인구는

2000 년까지 단기자격과 산업 및 고용사증, 결혼 등의 불안한 법적 지위에 의해 한국에서 체류하고



112

있었다. 둘째, 2001 년부터 동포산업인력으로서 조선족의 지위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지위의조선족인구규모가증가하기시작했다. 셋째, 2007년이후부터방문취업제도의시행, 

재외동포법의 적용 등으로 재한 조선족 체류자 중 대부분이 방문취업자격, 재외동포자격, 

영주자격으로체류하고있다. 이자격은모두조선족의국민에준하는동포지위가인정되었다는것을

뜻한다. 나아가 이 현상은 현재 재한 조선족을 구성한 대부분의 인구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하에서

거주하고생활하고노동할수있는집단임을의미한다.

2) 인구구조의변화

[그림3-1-4] 재한조선족성별·연령별인구구성(1995, 2000)

1995년                                                     2000년

출처: 박우(2015: 106)

한국 입국 초기 국내 체류 조선족들 중 15 세에서 24 세 사이 구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15-19세구간에서남성은4.1%, 여성은7.1%, 20-24세구간에서남성은19.1%, 여성은29.9%, 25-29세

구간에서남성은22.6%, 여성은23%로같은연령대의남성에비해많은젊은조선족여성들이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30 세 이상 연령대에서 역전된다. 30-34 세 구간에서 남성은

18.9%, 여성은13.6%, 35-39세구간에서남성은12.8%, 여성은7.3%, 40-44세구간에서남성은7.7%, 

여성은4.9%였다. 70-74세구간을제외하고45세이상모든연령대에서남성이여성보다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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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연령별인구구성을보면0세부터34세까지연령구간에서여성의비율이높았다. 15-19세

구간에서 남성은 0.8%, 여성은 1.6%였고, 20-24 세 구간에서 남성은 8.1%, 여성은 11.7%, 25-29 세

구간에서 남성은 14.5%, 여성은 19.1%, 30-34 세 구간에서 남성은 18.3%, 여성은 19%였다. 여전히

상대적으로낮은연령구간에서여성이남성보다많았다. 35-39세구간의경우남성은19.8%, 여성은

16.4%, 40-44세구간의경우남성은 15%, 여성은 11.8%, 45-49세구간의경우남성은 9.3%, 여성은

8.5%. 50-54세구간의경우남성은6.9%, 남성은5.7%로여전히남성이상대적으로많았다. 1995년의

연령별 인구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남성이 많은 연령구간에서는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이 많은

연령구간에서는남성이증가했다.

[그림3-1-5] 재한조선족성별·연령별인구구성(2005, 2010)

2005년                                                             2010년

출처: 박우(2015: 108)

2005 년에도 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15-19 세

구간에서 남성은 0.9%, 여성은 1.3%였고, 20-24 세 구간에서 남성은 5.9%, 여성은 6.8%, 25-29 세

구간에서남성은8.1%, 여성은8.9%, 30-34세구간에서남성은12.4%, 여성은12.1%, 35-39세구간의

경우남성은 14.8%, 여성은 14.4%, 40-44세구간은남성이 15.5%, 여성은 15.8%, 45-49세구간에서

남성은 14.4%, 여성은 14.7%, 50-54세구간에서남성은 11.1%, 여성은 11.4%, 55-59세구간의경우

남성은7.2%, 여성은6.3%였다. 기타연령대에서도성비가비슷하게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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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20-24세구간에서남성은4%, 여성은5.2%이고, 25-29세구간에서남성은7.1%, 여성은

8.6%, 30-34세구간의경우남성은10.2%, 여성은9.9%, 35-39세구간은남성이12.5%, 여성이11.3%, 

40-44 세 구간의 경우 남성은 15.1%, 여성은 14.5%, 45-49 세 구간은 남성이 17.3%, 여성이 17.6%, 

50-54세구간에서남성은 14.9%, 여성이 15.1%, 55-59세구간에서남성이 10.1%, 여성이 9.5%였다. 

재한조선족인구의불균형적연령별성비는시간이지나면서균형적으로변화하고있었다.

재한 조선족 인구 구조 변화의 특징과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한 조선족

인구의 성비는 낮은 연령층에서 여성이, 높은 연령층에서 남성이 더 많던 연령별 성비 불균형에서

점차균형으로변화하고있다. 연령별성비의균형및전체인구의성비균형현상은초기재한조선족

인구가개인이주에서법적지위의안정화로인한가족이주로변화함으로써확율적으로남성과여성의

인구 규모가 비슷하게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단위의 이주는 개인 이주에 비해 한국에서의

정주의 가능성을 확율적으로 증가시킨다. 가족 단위의 정주는 중국 송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동시에한국 내에서의 소비의확대 가능성을 증가시킬수 있다. 둘째, 재한조선족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가 변화하고 있다. 초기 낮은 연령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컸다면 점차 높은 연령층

인구의구성이커지고있다. 재한조선족인구의상대적의미에서의“고령화”가이루어지고있다. 

재한 조선족 인구의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30 대 후반부터 50 대 중반의 인구집단이었다. 이는 재한

조선족인구의대부분은소비가가장활발한인구집단으로구성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특징의인구로구성된재한조선족의밀집지역은지역에서의소비인구의확대와소비규모의

확대를낳을것이고이는지역을기반한조선족사업가의출현에중요한경제적토대가될수있었다. 

1절소결

1980년대말부터유입된조선족인구는1990년대와2000년대, 그리고2010년대를지나면서꾸준히

증가했다. 재한조선족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한데는한국의시민권정책의영향을무시할수없었다. 

산업연수제도와연수취업제도, 그리고 교민정책에그쳤던재외동포정책하에서한국의조선족인구

규모는소규모의꾸준한증가는있었으나대규모의증감은없었다. 하지만재외동포정책의획기적인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외동포법의 제정 및 개정과 취업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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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정책이 출현하면서 재한 조선족의 인구 규모는 큰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그 뒤

재외동포정책의지속적인변화및산업인력정책으로서방문취업제도의시행은2000년대중후반재한

조선족인구규모의급증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정책적 변화가 재한 조선족 인구 규모의 증가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을뿐만 아니라 이

인구의법적지위를다양하게만들기도했다. 조선족인구는실제로산업인력의신분으로한국사회에

편입된조선족, 재외동포의신분으로한국사회에편입된조선족, 동포노동자의신분으로한국사회에

편입된 조선족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들의 구성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

외국인산업인력으로서 조선족 인구의 구성이 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외국적동포노동자와 외국적동포로서 조선족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다. 동포적 성격이 인정된 법적

지위의조선족인구가많아졌다는것은누군가에게합법적으로또는자율적으로고용될수있고한국

사회에서정주가가능한조선족인구의규모가커졌다는의미이기도했다.

이렇게꾸준히증가한조선족인구는연령별성비의불균형에서균형으로의변화를경험하게되었다. 

이주 초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높은 연령층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별 성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인구 규모의 증가는

확률적으로남녀인구의구성을균형적으로변하게했던것이다. 성비의균형은또한조선족의이주가

개인이주에서가족이주로변화하고있다는것을시사하기도한다. 가족단위의이주는조선족의정주

경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른한편 조선족 인구를구성하는 주요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소비 능력이 큰 중년 집단이었다. 이렇게 증가한 정주 가능 인구와 소비 인구는 한국의

2 차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영역에 편입되면서 하나의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이 되었다. 이 인구는

사업가의출현에중요한조건으로작용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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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재한조선족의 낮은 사회경제적지위

제2절에서는집거지를구성하고있는인구집단의경제적지위와경제활동양상을살펴본다. 경제적

지위는 먼저 재한 조선족 인구의 중국 내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중국내에서의 지위가 이들이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에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부분은중국조선족인구의분화양상을먼저살펴본다음, 재한조선족의중국거주시의

직업 등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정리한다. 다음 재한 조선족 인구의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본다. 이

경제활동 양상은 한국 사회에서 재한 조선족의 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바, 이는 조선족

인구가왜서울남서부공단지역을중심으로밀집거주를하게되었는지를설명해줄수있다. 

1) 중국조선족인구의분화양상

1976년중국의핵심엘리트3인이사망하면서문화대혁명의원죄에대한문책과평반이시작되었다. 

구원투수로등판한등소평은1950년대부터줄곧주장해왔던사회주의계획경제의한계를지적하면서

탈사회주의시대의서막을열었다. 하지만중국식자유주의는 1989년의천안문사태와같은‘극단적

동란’을 재현하였고, 이 트라우마를 안은 채 중국은 1990 년대에 진입하였다. 세계자본주의체계가

강요한것인지아니면중국의공산혁명과사회주의건설기에청산하지못한구자산계급과매판계급이

요구한 것인지 논쟁적이지만 어찌 되었든 등소평은 1992 년 탈사회주의 1 번지인 심천(深圳)을보고

중국식 자유주의를 심화한다고 선포했다. 1994 년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국유기업개혁에 돌입했고

도시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노동자 집단이 출현했다. 집단농업의 가족농 전환으로 수많은

농업노동자들이 도시 산업부문에 편입되면서 농민공이라는 신생 노동자집단을 양산했다. 이

실업인구에대해국가는제한적 차원에서만 보장을제공하는 동시에국가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들을 세계자본주의체계에 편입된 외국인 노동자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된 노동력의 해외송출과 자발적 노동이주를 정책적으로 보장한

것들이바로이방안의구체적인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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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경제 구조의 변동은 조선족 사회를 뒤흔들었다. 대규모적인 인구 이동, 도시화 및

사회경제적 분화를 통한 선부계급의 등장(이희옥, 1994; 장경섭, 1996) 등 현상은 200 만 인구의

조선족사회에서도출현하였다(한상복·권태환, 1993; 권태환외, 2005; 박광성, 2006, 박우, 2015).

1990년조선족의도시거주자비율은50.2%, 이비율은2000년의62.0%, 2010년의69.4%로증가했다. 

2010년중국의평균은50.3%였다. 중국조선족사회는중국의평균보다높은수준의도시화를경험하

고있었다. 다른한편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과내몽고자치구동부지역(만주)의전통거주지조선

족들은서서히동남연해지역및대도시로이동하기시작했다. 1990년전통지역의조선족은전체조선

족의98.3%에서2010년의88.8%로감소했다. 이인구는호구(戶口)인구이기때문에실제거주인구를

기준한다면훨씬큰규모로감소한것으로봐야할것이다. 감소인구는북경, 상해, 산동성청도, 연

태, 광동성광주, 심천, 절강성항주, 강소성남경, 소주등지역으로이동했다. 이러한이동은조선족

사회의탈(이)농을동반하기도했다(박우, 2015: 95-96). 도시화와인구이동과함께중국조선족인구

는빠른사회경제적분화를경험하고있었다. 

<표3-2-1> 중국조선족의종사직업분포(%)

1990년 2000년 2010년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농·임·목·어업 52.8 72.2 47.2 64.4 26.5 48.4

제조업·채굴업·에너지생산 20.3 13.4 14.2 14.1 14.3 18.7

건설업 1.8 1.8 2.9 2.7 5.9 5.5

서비스업 23.5 10.6 31.8 16.4 49.7 26.3

국가기관및국제기구 3.7 2.0 3.9 2.4 3.7 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박우(2015: 98).

조선족의 종사직업의 변화를 보면(<표 3-2-1> 참조), 농·임·목·어업 등 1 차 산업 종사자가

1990 년에는 52.8%, 2000 년과 2010 년에는 각각 47.2%와 26.5%로 20 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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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채굴업·에너지생산은1990년의20.3%에서14.2%와14.3%로감소했고, 건설업은1.8%, 2.9%, 

5.9%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990 년의 23.5%에서 2000 년과 2010 년에는 31.8%와 49.7%로

증가했다. 조선족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 있는

조선족은 큰 변화가 없이 1990 년에는 3.7%, 2000 에는 3.9%, 2010 에는 3.7%였다. 같은 시기 중국

전체를 보면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 1 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72.3%, 64.4%, 48.4%로 감소했고

제조업·채굴업·에너지생산부문은각각13.4%, 14.1%, 18.7%였다. 건설업역시1.8%, 2.7%, 5.5%로

증가했고서비스업은10.6%, 16.4%, 26.3%로증가했다. 1차산업의지속적인감소는2차산업과3차

산업종사자의증가를동반했다.

이렇게중국의탈사회주의전환과정에조선족은중국의평균보다빠른탈(이)농과서비스업종사자

규모의증가를경험하고있었다.

<표3-2-2> 중국조선족의직업별종사상지위(%)

1990년 2000년 2010년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국가·당·사회조직·기업책임자 4.1 1.8 3.7 1.7 3.9 1.8

전문기술자 12.2 5.3 12.0 5.7 13.5 6.8

일반사무인원 3.1 1.8 5.3 3.1 6.5 4.3

상업·서비스업 9.6 3.3 17.1 9.2 33.0 16.2

생산·운수업 19.3 15.2 14.8 15.8 16.7 22.5

농·임·목·어업 51.7 70.6 46.9 64.5 26.4 48.3

기타 0.2 0.1 0.2 0.1 0.1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박우(2015: 99).

중국조선족의직업별종사상지위는 <표 3-2-2>와같다. 국가기관, 사회조직, 사업단위관리자나

기업책임자의비율을보면1990년에는4.1%, 2000년은 3.7%, 2010년은 3.9%였다. 전문기술자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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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각각 12.2%, 12.0%, 13.5%였고 사무인원(화이트칼라)은 3.1%, 5.3%, 6.5%였다. 상업 및

서비스업종사자는9.6%, 17.1%, 33.0%로증가했고, 생산및운수업은19.3%, 14.8%, 16.7%로감소했다. 

농·임·목·어업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국가·당·사회조직·기업책임자등당과국가의핵심부분, 기업의관리자집단, 전문기술자, 사무직

화이트칼라 등 넓은 의미에서 1 차 노동시장에 분포한 인구 비율은 1990 년 19.4%, 2000 년 21.0%, 

2010 년 23.9%로 같은 시기 중국 평균의 8.9%, 10.5%, 12.9%의 2 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비율적으로더많은사람들의중국의평균보다개혁기의선부집단, 또는주류집단에편입되었다고볼

수있다.42

조선족인구는활발한이동과함께분화를경험하고있었다. 당·국가부문에있는정치엘리트는탈

사회주의기에도권력의재생산을보장받았다. 이들은지역을기반으로중앙정부까지이어지는정치적

연결망을통해중국의정치엘리트그룹을구성하고있었다. 계획경제시기의민족지역자치제도는시장

경제의도입으로그한계가드러나고있었지만최소한중국의정치엘리트그룹은여러민족이지분을

나누어가진합리적구조였기때문에중국은다민족국가로써통치의합리성과정당성을유지할수있

었다. 다음조선족이상대적으로많이거주하던지역에서국유기업책임자였던조선족간부들은중국

의‘홍색자본가’대열에합류하여개혁기계급적상층부로서선부집단에들어갔다. 이와동시에신생

지식인집단을중심으로창업을통한기업가들이출현하였고이후유학파를중심으로한신흥산업에

진출한젊은사업가들이출현하였다. 세번째는조선족전문가(또는지식인) 집단이다. 사회가분화하

고개인과집단의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서특정분야의전문성을띤사람들이새로운계급적상층부

를구성할수있었다. 국가부문에고용된전문가는사실상국가의대행자라는측면에서차치하더라도

시장에서자신의인적·사회적자본을활용하여경제적부와사회적명성을쌓은조선족지식엘리트

집단이형성된것이다. 

조선족인구가중국의평균수준보다빠른분화를경험하고, 비율적으로상대적으로많은사람들이

당·국가간부, 기업가,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높은 교육수준이었다. 조선족의

교육수준의 변화는 <표 3-2-3>과 같다. 조선족의 문맹률은 1990년에는 2.7%로 전국의 22.2%에 비해

                                                       
42 이렇게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에편입된조선족인구외에학생, 가사노동자, 이직및퇴직자, 노동력

상실, 취업대기자, 토지징수등의비경제활동인구도있다. 하지만노동력을상실했거나학생을제외한대부분의

비경제활동인구는한국을포함한여러나라에이주노동을통한사실상의고용관계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조선족

인구의대부분이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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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본과 비율은 각각 25.2%, 2.5%, 2.8%로 중국 전체의

11.4%, 1.2%, 0.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전체를 보면 1990 년 문맹 비율은 22.2%, 고등학교

비율은11.4%, 전문대와대학본과이상은각각1.2%와 0.8%였다. 2000년에이르러조금변화하는데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본과, 석사 이상은 각각 12.0%, 2.5%, 1.2%, 0.1%로 1990 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2010 년에도 조금 증가했는데 동일한 교육수준 단계의 비율은 각각 15.0%, 5.5%, 3.7%, 

0.3%였다.

<표3-2-3> 중국조선족의교육수준(%)

1990년 2000년 2010년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문맹 2.7 22.2 0.5 1.8 -- --

무학 ㅡ -- 2.8 7.8 1.3 5.0

소학 -- -- 20.4 38.2 13.4 28.8

중학 -- -- 43.1 36.5 43.5 41.7

고등학교 25.2 11.4 24.8 12.0 25.9 15.0

전문대 2.5 1.2 4.6 2.5 7.4 5.5

대학본과 2.8 0.8 3.8 1.2 8.0 3.7

석사이상 -- -- 0.2 0.1 0.6 0.3

출처: 박우(2015: 97).

이러한활발한이동과급격한분화는서로밀접하게영향을주고받으면서전통적중국조선족커뮤

니티에전례없는변화를가져다주었다. 선부집단으로성장할수있었던사람들은개혁기중국의주류

집단의구성원이되었다. 하지만모든조선족인구가경제개혁의혜택을받은것은아니었다. 농업(또

는농촌) 노동력의도시이동, 국유기업개혁으로인한실업인구의증가등중국사회에서보편적으로

나타났던현상들이 조선족사회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사회주의적유산은개혁을심화한다는 국가

주도적이데올로기에의해형태가희미해져갔고중국공산당이선진생산력, 선진문화의대표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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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면서노동자와농민등중국의광대한인민대중은중국사회의하층집단으로고착화되기시작

했다. 중국조선족인구중개혁기선부집단으로의진입기회가박탈된사람들은부득이새로운경제

적기회를찾아떠나야했다. 이들은한국, 일본등동아시아국가외에미국(민병갑∙김미란, 2012), 

영국(신혜란, 2016) 등영미권국가에도진출했다.

2) 재한조선족의중국거주시직업

<표3-2-4> 재한조선족의중국직업(%)

구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종사직업

(N=430)

주요직업

(N=399)

종사직업

(N=118)

주요직업

(N=108)

종사직업

(N=124)

주요직업

(N=117)

무직 4.9 4.0 16.5 15.7 1.7 3.4

농·임·목 18.0 10.0 2.6 0.0 3.3 0.0

일반서비스 12.5 13.7 3.4 2.8 13.1 7.7

사업 24.2 25.8 12.0 17.6 31.8 47.0

전문직 44.1 37.2 52.6 59.3 33.6 32.4

공인 1.9 2.3 0.0 0.0 0.0 0.0

기타 8.3 7.0 29.3 4.6 17.3 9.4

출처: 박우(2015: 114)

먼저중국에서의직업을살펴보면(<표3-2-4> 참조) 대부분이중국에서한개이상의직업에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업종의 범위도 넓다. 일반근로자(2 차 노동시장)의 경우 중국에서 1 차

산업에 종사한 사람의 비율은 18.0%였고, 일반서비스업에 종사한 비율은 12.5%,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은24.2%였다. 전문직종사자는44.1%로가장높았고공인(노동자)의비율은1.9%로집계되었다. 

이런 직업들 중 주요 직업을 보면 전문직이 3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인 사업으로 25.8%로



122

나왔다.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는 13.7%, 1차 산업 종사자는 10.0%에 달했다. 현재 전문직에

종사하는조선족의경우무직자가16.5%에달했는데이들중일부는현재의전문직종사자이기도하다. 

전문직종사자는학력이높은사람들인바중국에있을때에는특정직업에종사했다기보다는학생등

경제활동에포함되지않는‘직업’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그다음으로1차산업종사자 2.6%,

일반서비스업종사자는3.4%로나왔다. 개인사업을했던사람들은12.0%, 전문직에종사했던사람은

52.6%로가장높았다. 전문직종사자들의중국에서의주요직업을보면전문직종사자가59.0%로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사업하는 사람들로 17.6%였고 그 다음이 무직자로 15.7% 정도였다. 현재

사업가들의 경우중국에서 종사했던 직업은 전문직이 33.6%로 가장높았고 그다음이 개인사업가로

31.8%였다. 그 외에 일반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13.1%였다. 이들의 중국에서의 주요 직업을

보면 사업이 4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32.4%에 달했다. 일반서비스업

종사자는7.7%, 무직자는3.4%로집계되었다.

<표3-2-5> 재한조선족의입국시기별평균연령, 중국에서의직업별소득(배, 위안, 세)

무업 농업 개체호 공무원 전문직 공인 기타 전체

2008

소득차이 6.5 8.0 5.1 4.5 5.5 6.5 5.9 6.2

중국소득 1,300 1,048 1,744 1,706 1,757 1,359 1,475 1,414

평균연령 50 51 47 49 46 43 46 47

2007

소득차이 7.4 7.4 5.1 5.3 5.3 6.4 5.3 6.3

중국소득 1,366 1,254 1,757 1,702 1,775 1,420 1,763 1,463

평균연령 40 48 46 46 43 47 40 46

2005

2006

소득차이 9.4 8.3 5.7 6.4 5.1 7.2 6.9 6.9

중국소득 1,000 1,110 1,594 1,810 2,033 1,244 1,280 1,344

평균연령 42 46 43 48 35 48 47 45

2004

이전

소득차이 8.1 8.5 6.2 5.7 5.3 7.0 7.2 7.1

중국소득 1,208 1,062 1,476 1,808 1,835 1,289 1,262 1,298

평균연령 37 47 43 48 39 43 4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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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득차이 7.7 8.0 5.5 5.5 5.3 6.7 6.3 6.6

중국소득 1,238 1,128 1,641 1,757 1,835 1,337 1,443 1,387

출처: 이진영·박우(2009:107).

재한조선족의중국직업과결부해서이들의중국직업별경제수준을함께보았다. <표3-2-5>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한 조선족은 특정 직업에 편중된 인구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 내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은 사람들로구성되었음을 알 수있다. 조선족들의직업별 월평균임금을 절대치로만

보면 중국의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경력 및 연령에 따라 월급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입국시기별 연령과 결합하여 보면 이 월급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월급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2000 년대 중반 한국에 적극적으로

오려고했던조선족의한국월소득은적게는중국의4.5배, 많게는9.5배였다. 이주의결정적동기가

경제적유인이었다고보아도무방하다.

<표3-2-6> 조선족거주자의교육수준(%)

출처: 박우(2015: 111).

재한 조선족의 중국 조선족 인구 내에서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었다(<표 3-2-6> 참조). 1990 년의 경우 무학이 11.5%, 초등학교 25.7%, 중학교 50.9%, 고등학교

1990년 2000년

무학 11.5 15.1

초등학교 25.7 26.1

중학교 50.9 43.0

고등학교 10.3 12.7

대학이상 1.5 3.1

미상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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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대학 이상이 1.5%였다. 2000 년의 경우 무학은 15.1%, 초등학교는 26.1%, 중학교는 43.0%, 

고등학교는12.7%, 대학이상은3.1%였다. 

재한 조선족의 중국 거주시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직업과 연령에 근거한 소득을 보면

이들은 각 직업 내에서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분화 과정에 사회경제적 상층부로 진입하기

어려운사람들이한국을포함한여러국가의노동시장에노동이주의방식으로편입되었던것이다.

3) 재한조선족의경제활동양상

재한조선족의경제적지위를파악하기위해이인구의종사직업, 소득, 노동시간등을살펴보았다. 

[그림3-2-1] 재한조선족종사직업분포(2000, 2005, 2010)

출처: 박우(2015: 111)

[그림 3-2-1]은 재한 조선족의 직업 분포이다. 2000 년의 경우(무직자를 제외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5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로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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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와 6.6%였다. 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 6.6%, 관리자는0.3%, 사무종사자는 1.5%로 8.4%가 1차

노동시장에편입되어있었다. 그외에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1.7%, 판매종사자가1.1%를차지했다. 

2005년의경우단순노무종사자의비율은가장높은42.5%였지만이는2000년에비해10% 정도감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도 2000 년보다 감소하여 3.3%를 차지했다. 대신

서비스 종사자가 14.4%로 5 년 전의 2 배로 증가했다. 1 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5.9%인바그중관리자는0.1%, 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4.6%, 사무종사자는1.2%로 2000년에비해

모두 감소했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2.5%로 2000 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무직자가 18.2%로 증가하고 종사직업이 미상인 사람이 10.8%로 집계되었다. 2010 년을 보면 여전히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은 41.4%였다. 그 다음 서비스 종사자는 17.0%로 증가했고 판매종사자는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3.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4.6%로 2005 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나 감소는 없다. 1 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체의3.3%로그비율이꾸준히감소하고있다. 무직자는10.3%, 미상이18.1%로집계되었다. 

직업별 구성비율이 변화되지만 사실 2000 에 비해 2010 년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규모가증가했기에각각의직업별종사자절대규모도증가한셈이다. 또한무직자나미상으로분류된

조선족은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시 휴직을 하거나 구직 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그림3-2-2] 재한조선족의소득분포

출처: 박우(201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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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는 재한 조선족의 직업별 소득 분포이다. 2 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일반근로자, 1 차

노동시장의 전문직, 자영업 또는 사업가, 기타 등 직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직업에 상관없이 월

소득(개인)이 150~200만원 구간분포가 모두에서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00~250만원이다. 월

소득이 500 만원 이상, 심지어 1,000 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도 있었다. 상대적 고소득 집단에는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가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문직

종사자에는 조선족 유학생 출신들이 많다. 조선족 유학생들 중 학위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만큼한국에남아서경제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사례도많았다(박우, 2009b).

[그림3-2-3] 재한조선족의종사산업별소득분포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2013년제조업사례수는48, 건설업사례수는47, 서비스업사례수는118 이다.

[그림3-2-3]과같이재한조선족의종사산업별소득분포를보면제조업의경우100만원미만은

2%, 101~150만원사이는22.4%, 151~200만원사이는46.9%, 201~250만원사이는26.5%였다. 사례는

적지만351~400만원사이도2%로집게되었다. 건설업의경우101~150만원이14%, 151~200만원이

30%, 201~250 만 원이 30%, 251~300 만 원이 12%, 351~400 만 원이 12%, 351~400 만 원이 2%였다. 

서비스업의경우 100만원미만은 4.8%, 101~150만원은 35.2%, 151~200만원은 44.5%, 201~250만

원은11.7%였다. 그외500만원이상도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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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와 같이 재한 조선족의 종사 산업별 일 평균 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2시간은 2.1%, 3~4시간은 4.2%, 7~8시간은 14.6%, 9~10시간은 43.8%, 11~12시간은 34.4%, 

15~16 시간은 2.1%였다. 건설업의 경우를 보면 7~8 시간이 12.8%, 9~10 시간이 59.5%, 11~12 시간이

27.7%였다. 마지막으로서비스업종사자의경우, 1~2시간이0.8%, 5~6시간이1.6%, 7~8시간이6.8%, 

9~10시간이 16.1%, 11~12시간이 59.3%, 13~14시간이 1.6%, 15~16시간이 2.5%, 17~18시간이 2.5%, 

19시간 이상이 8.5%였다. 산업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1일 노동시간 중 11~12시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9~10시간이었다.

[그림3-2-4] 재한조선족의산업별1일노동시간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2013년제조업사례수는48, 건설업사례수는47, 서비스업사례수는158 이다.

마지막으로재한조선족의산업별월평균휴식을상황을살펴보았다([그림3-2-5] 참조). 제조업

종사자의경우한달에하루도휴식을못하는사람은없었고하루휴식은7.0%, 2일휴식은11.6%, 3일

휴식은2.3% 4일휴식은37.2%로집계되었다. 그리고월5일휴식은9.3%, 6일휴식은23.3%, 7일

휴식은2.3%, 8일휴식은7.0%였으며8일이상휴식하는사람은없었다. 건설업의경우월휴식일이

없는비율은4.3%, 휴식일1일은2.1%, 2일은4.3%, 3일은2.1%, 4일은53.2%였다. 월휴식일5일인

경우는21.3%, 6일은2.1%, 7일은2.1%, 8일은4.3%, 8일이상은4.3%였다. 제조업종사자의경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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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일이 없는 경우는 2.5%, 1 일휴식은 4.4%, 2 일휴식은 16.5%, 3 일 휴식은 3.2%, 4 일 휴식은

50.0%였다. 월 5일 휴식은 2.5%, 6일휴식은 0.6%, 7일 휴식은 0.6%, 8일 휴식은 7.6%, 8일이상

휴식은12.0%였다. 

[그림3-2-5] 재한조선족의산업별월휴식일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2013년제조업사례수는48, 건설업사례수는47, 서비스업사례수는158 이다.

산업에따라휴식일의분포는약간의차이가있었지만, 공통점이라면모든산업에서월4일휴식이

가장많다는것이다. 이는조선족노동자들이1주일에1일정도휴식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상 재한 조선족 인구의 한국 내 종사직업 분포, 직업별 소득분포, 종사산업별 소득분포, 

종사산업별 1 일 노동시간 및 월 평균 휴식일을 살펴보았다. 재한 조선족 인구의 경제활동 양상의

특징과해석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중국조선족인구중에서경제적으로하층에위치한

인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2 차 노동시장에 편입되었다. 둘째, 개인수준에서의 소득의 절대치는

한국에서 너무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셋째,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들은 장시간노동을 선택했다. 그 근거로 1 일 노동시간과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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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을 들 수 있다. 적게 휴식하고 좀 더 많이 버는 전략은 비정규적인 2 차 노동시장에서는

보편적인현상이기도하다.

2절소결

중국조선족인구는중국의탈사회주의전환과정에급속한수준으로분화하고있었다. 이분화의

양상은종사산업구성의변화와종사상지위의구성의변화에서찾아볼수있었다. 중국조선족인구

중 1 차산업 종사자와 2 차산업 종사는 꾸준히 감소하고 대신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농촌을 중심으로 분포했던 1 차산업 종사자들은 도시화 과정에 이농(또는 탈농)을 경험하면서

도시민이 되어갔다. 이들은 도시의 산업노동력이 되거나 도시 서비스부문에 편입되었다. 다른 한편

2 차산업 종사자들도 서비스부문으로 옮겨갔다. 종사산업의 구성이 변화함과 동시에 조선족 인구의

종사상 지위 또한 분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비율적으로 중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인구가 각

영역의 핵심 집단에 편입된 동시에 여전히 2차노동시장에 편입된 인구도 있었다. 이런 직업적 또는

종사상 지위의 분화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교육수준과도 직결되었다. 조선족의 교육수준은 중국의

56개민족중독보적으로1위를차지한다. 중국의평균수준보다도압도적으로높다. 그럼에도조선족

내부에서의교육수준의격차는여전히존재하고있었다.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교육을받은사람과

그렇지못한사람의사회경제적지위는자연스럽게차이가나게된다. 

중국 조선족 인구의 분화와 재한 조선족 인구 집단의 출현은 시기적으로 겹쳤다. 재한 조선족

인구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 농업, 임업, 목축업 등 1 차산업, 2 차산업, 서비스업의 다양한 업종에

분포해 있었고 노동자, 전문직, 사업가, 공무원, 농민 등 다양한 직업으로 분포해 있었다. 중국

사회의분화는동종산업, 동종직업내부에서의경제적분화도동반했는데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된

재한 조선족 인구가 바로 각각의 산업, 각각의 직업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교육수준 또한 전체 중국 조선족 사이에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분화된중국조선족인구속에서탈사회주의시기사회경제적상층부로의진입이

여러가지이유로제한되었던집단을중심으로한국을비롯한국가에산업노동력으로편입한것이다.

부분적조선족의‘코리안드림’은중국식자유주의의불평등한결과속에서배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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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 사회로의 진입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낮은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은 이들의 한국 진입 또는

한국사회에서 인정되는 법적 지위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이 법적 지위는 이들이 2 차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지위이자 자격을 결정했다. 재한 조선족 인구는 대부분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영역의 2 차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었고 장시간노동의 고용조건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불평등한 결과들은 부분적 조선족의‘코리안드림’을 현실화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산업인력으로서 부분적 조선족과 자본 소유자로서 부분적 한국인이 초국적

계급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탈사회주의 전환기 피착취의 기회조차 박달탕한‘피해자’들이

신자유주의한국의불평등한구조속에서이기회를획득한‘수혜자’가되는역설이출현한것이다.

이들은적극적으로법적지위를변화시키는동시에자신의사회경제적지위와결부시켜한국의층화된

거주환경속에서생산과생활의지역을찾았다.



131

3절. 재한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집거지화

제1 절과 제2 절을 통해 재한조선족 인구 규모의 변화, 법적 지위의 변화,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양상과경제적지위에대해살펴보았다. 이에기초하여제3절에서는재한조선족인구가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밀집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 밀집거주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재한

조선족 사업가의 출현은 기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국국적자) 외에 일정한 규모의 재한

조선족정주인구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1) 법적지위변경과정주

재한조선족은다양한사람들로구성되었다. 이들의한국생활은담담하면서희망적이었다. 

시청역, 서울역입구와통로에신문지를펴놓고우황청심환, 산삼, 녹용등중국산약재를판매했던

길거리포부상인, 문틀목수로일하면서좋은한국인오야지를만날수있었던근로자, 부모의고향이

대구라서친척초청의방식으로한국에온후바로국적을취득하여신문사를창업한언론인, 조선족

인구가 밀집 거주한 지역에서 여행사를 창업한 조선족 사업가, ‘남조선’은 못사는 동네라고

생각했다가 와보고 놀랬다는 식당 종업원, 여전히 신분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 

간병일을 하다가직업에 정이들었다는 간병도우미, 새벽부터 일당을 나갔지만매일 돈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일용직근로자, 재외동포사증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개발자가 된 고학력 프로그래머, 

산업현장에서팔이절단되는상해를입었지만개인사업을시작하여성공한양꼬치가게사장, 일상이

고달프지만규칙과규정을지키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깨달은젊은근로자, 여성이지만건설현장이

힘들지않다는건설업여성근로자, 못사는나라에서왔다고남편한테인격을무시당한결혼이주여성

(박우외, 2012) 등조선족인구는수많은사람들과함께밀집지역을구성하고있었다.

서울의 조선족 인구는 2007 년의 방문취업제도를 시작으로 급증했다. 이 증가한 인구는 한국의

층화된거주환경속에서자신의경제적지위에적합한거주지역을선택했다. “2007년에독산동에서

대림동으로 이사 왔다. 대림동도 우리가 처음 올 때에 이렇게까지 번화하지 못했다. 가게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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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들이많았다. 그런데요몇년사이에대림동도엄청사람들이많이들어왔다. 옛날에비었던지하

방이랑 지하 가게랑 지금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다.(박우 외, 2012: 232)”는 대림동에서 사업에

성공한 조선족 사업가의 말처럼 2007 년 조선족의 동포 지위가 인정되면서 이 지역은 급격하게

팽창했다. 독산동과 가리봉동 등지역이 포화되고 인근대림동까지확장된 것은 재한조선족의 법적

지위가안정되면서개인및가족이주와정주가활발하게이루어졌기때문이었다. 

(1) 법적지위변경양상

재한 조선족 개인은 국가가 규정하는 기능적 조건들을 갖춘 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재외동포의신분을획득하면한국에서장기적으로거주할수있었다. 법적지위의변경을통해거주가

보장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서 이들의 한국 체류는 임시적인

체류가 아닌 정주로 변하고 있었다. 제 1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체류자격은다양하다. 이들은정책적으로체류자격을변경할수있기때문에장기체류가가능한법적

지위로변경하고자하는경향이뚜렷했다. 

밀집 거주지만 한정해서 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3-3-1] 참조). 밀집

거주지역에살고있는조선족423명의한국에입국했을때의체류자격분포를보면, 한국국적 2.1%, 

영주권 0.0%, 재외동포 자격 8.5%, 방문취업 자격 27.4%, 유학 13.7%, 결혼을 통한동거 자격 5.4%, 

기타단기체류자격42.8%였다. 그런데이사람들중339명이첫번째체류자격변경을경험했다. 그

결과 국적 1.2%, 영주권 1.2%, 재외동포 12.7%, 방문취업 27.7%, 유학 16.5%, 결혼 1.5%, 기타 단기

체류자격39.2%로집계되었다. 눈에띄는변화는단기체류자격이감소하고재외동포자격과영주권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 중 245 명이 두 번째 체류자격 변경을 경험하는데 변경

이후의체류자격분포를보면국적2.4%, 영주권2.9%, 재외동포44.1%, 방문취업18.0%, 유학 0.8%, 

결혼6.1%, 단기체류자격25.7%였다. 첫번째체류자격변경과마찬가지로단기체류자격은감소했고

국적, 영주권, 재외동포 등 자격은 증가했다. 이 사람들 중 90 명은 세 번째 체류자격 변경을

경험하는데 그 분포를 보면 국적 18.9%, 영주권 18.9%, 재외동포 21.1%, 방문취업이 14.4%, 결혼이

3.3%, 단기 사증이 23.3%였다. 단기 체류자격은 꾸준히 감소하고 국적, 영주권 등 법적 시민권이

확연히 증가한 것이 포착되었다. 이 사람들 중 23 명이 네 번째 체류자격 변경을 경험한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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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13.0%, 재외동포 34.8%, 방문취업 13.0%, 결혼 13.0%, 단기자격 26.1%였다. 앞의몇 차례의

체류자격변경과약간의다른양상이나타나지만전체적으로장기거주와관련된체류자격이증가하고

있는것은분명하다. 마지막으로이사람들중9명이다섯번째체류자격변경을하는데그중국적

33.3%, 방문취업 11.1%, 결혼 33.3%, 단기 자격 22.2%였다. 이 다섯 번의 체류자격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있는조선족들은꾸준히장기거주에필요한법적지위로변경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3-3-1] 밀집거주지역조선족의거주(체류) 자격변경양상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의 경향은 현재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어떤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희망

또는 준비하는지, 실제로 어떤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그림 3-3-2] 참조). 먼저 현재의 체류 자격(또는 법적

지위)을보면 한국국적이 17.4%, 영주권이 9.9%, 재외동포 42.6%, 방문취업 19.3%, 유학 2.4%, 결혼

2.8%, 기타 단기 5.6%였다. 재외동포 자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방문취업 자격과 한국 국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었다. 이들 중 342명이 실제로 현재 체류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 중에

있거나앞으로체류자격을변경할예정이었다. 변경예정체류자격의구성을보면국적19.9%, 영주권

52.6%, 재외동포 17.0%, 방문취업 5.3%, 기타 단기가 5.3%였다. 영주권이 가장많고 그다음이 한국

국적과재외동포자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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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2] 현재의법적지위, 변경예정법적지위, 선호법적지위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각체류자격별조선족이자신의현재의체류자격에대한만족도를통해서도이런경향을설명할수

있다([그림 3-3-3] 참조). 한국 국적으로 있는 사람은 현재의 법적 자격에 대해 4.18 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영주권자의 만족도는 3.75, 재외동포의 만족도는 3.58, 결혼을 통한 체류자의 만족도는

3.50, 동거 자격은 3.36, 방문취업은 2.96, 기타 단기는 2.95 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범위가넓은지위일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43

[그림3-3-3] 현재법적지위에대한만족도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43 유학생자격의체류기간은제한되어있지만유학생(D-2) 자격에서재외동포자격으로변경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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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한 조선족 개인은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는 법적 지위로 꾸준히

변경하고 있었다. 현재적 기준에서 법적 지위가 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지위로변경하고자하는경향이뚜렷했다. 안정적인법적지위일수록만족도가높았다.

(2) 실제거주기간과기대거주기간

밀집거주지조선족의법적지위변경상황과더불어한국에서의실제거주기간을살펴보면[그림

3-3-4]와같다. 411명거주자들중한국생활기간이짧게는 1년미만, 길게는 21년으로다양했다. 

구성을보면1년미만인사람은22명, 1년은42명, 2년은23명, 3년은36명, 4년은35명, 5년은37명, 

6년은25명, 7년은30명, 8년은18명, 9년은15명, 10년은11명, 11년은12명, 12년은12명, 13년은

19명, 14년은16명, 154년은15명, 16년은9명, 17년은8명, 18년은21명, 19년은1명, 20년과

21 년은 각각 2 명이었다. 생활 기간이 21 년이라는 것은 조사 시점인 2013 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중수교의해인1992년부터한국에서생활했다는의미이다. 물론이들이한국에서생활하는과정에

잠깐 중국이나 제 3 국으로 다녀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 또는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

시간이가장많은곳을기준으로한다.

[그림3-3-4] 한국에서거주또는생활한기간(N=411)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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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5] 현재밀집거주지거주기간(N=416)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과 더불어 현재 거주 지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생활한 시간을 살펴

보았다([그림 3-3-5] 참조). 밀집 거주 지역의 416명 조선족들은 현재의 거주 지역에서 짧게는 1년

미만, 길게는 16년을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 그 분포를 보면 1년 미만은 74명, 1년은 125명, 2년은

73명, 3년은50명, 4년은17명, 5년은23명, 6년은18명, 7년은5명, 8년은10명, 10년은4명, 11년은

9명, 12년은2명, 13년은1명, 14년은2명, 15년은2명, 16년은1명이었다. 전체응답자들중최근에

현재의 밀집 거주지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국에서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서울이나서울이외의다른지역에서생활하다가이지역으로유입된사람들도있었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기대 거주 기간을 보면(<표 3-3-1> 참조) 영구적인 정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33.8%였고, 절반정도인50.4%는몇년더생활할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었다. 그외구체적인

기간을말한사람을보면, 1년은1.0%, 2년은4.4%, 3년은2.1%, 5년은4.4%, 10년은3.1%, 17년은0.5%, 

20년은0.3%였다.44

                                                       
44물론 기대체류 기간이 실제 앞으로 거주하게 될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장기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조사자가 소정의

면접비용을 지불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앞으로 한국에 얼마나 더 체류(거주)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사람들은 구체적인 거주기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조사는 추가적인

추적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논문과 보고서에는 조선족들이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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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한조선족 인구중 실제로상당한 기간 동안한국에서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밀집거주지역에서거주했는데이밀집지역에서거주한인구는어쩌면2007년방문취업제도

시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인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편입된 이 조선족

인구들중상당수가한국사회에서장기적으로거주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었다.

<표3-3-1> 한국에서의기대거주기간

기간 사례수 비율(%)

기간

1년 4 1.0

2년 17 4.4

3년 8 2.1

5년 17 4.4

10년 12 3.1

17년 2 0.5

20년 1 0.3

살수있을때까지 130 33.8

잘모름 193 50.4

전체 385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2) 가족이주와장기거주

                                                                                                                                                     

것이라는전제를설정한다. 이들에대한정책도이런전제에서출발하기때문에외국인체류자에대한정책이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자가 2005 년에 만난적 있는 한 조선족 남성은 당시 2 년만 더 일하고 중국에 돌아간다고

하였지만2016년현재이사람은한국국적을취득한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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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의거주장기화는가족구성을통해서도설명할수있다. 개인이주가아닌가족이주는

한국과중국사이의유동또는이동보다한국내에서의정주의경향을설명가능하게한다.

(1) 가족구성

<표3-3-2> 밀집지역조선족가족의한국내자녀수

자녀수 1명 2명 3명 중국및기타 전체

비율 37.8 9.5 1.5 51.2 100.0 (N=301)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밀집 거주지역 조선족의가족 구성을 통해거주 양상을살펴 보았다. 조사대상자 중 한국에자녀

1명이있는경우가전체의 37.8%를차지했고, 자녀 2명이있는경우는9.5%, 자녀 3명은 1.5%였다. 

한국에는 자녀가 없지만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51.2%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 중 절반 정도 규모가 한국에서 최소 한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표 3-3-2> 참조). 응답자와자녀가 한국에서함께 생활하는경우는 동거뿐만아니라서로

다른곳에서거주하는경우도포함한다.

<표3-3-3> 밀집지역조선족가족의전체자녀수와한국내자녀

전체자녀수 1명(N=212) 2명(N=71) 3명(N=6)

한국자녀수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비율 40.2 33.8 25.4 16.7 16.7 5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자녀4명중1명이한국에거주하는경우도2사례있음. 표에서는제외했다.

다음전체자녀수와한국에있는자녀수를살펴보았다(<표3-3-3> 참조). 전체자녀수가1명이면서

이자녀가한국에있는사람은212명, 전체의40.2%였다. 전체자녀수가2명인사람은71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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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자녀 1 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33.8%, 자녀 2 명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는 25.4%였다. 전체

자녀수가 3명인 경우는 총 6명이었는데 그 중 자녀 1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16.7%, 자녀 2명이

한국에있는경우는 16.7%, 자녀 3명모두한국이있는경우는50.0%였다. 이는자녀가있는응답자

중대부분이자녀전체가한국에서거주하고있다는의미이기도했다.

<표3-3-4> 밀집지역조선족가족구성원의거주지역

거주국 가족유형 사례 비율

한국

미혼 94 20.6

2인가구 68

110

14.9

24.13인가구 35 7.7

4인가구 7 1.5

한국-중국

2인가구 58

228

12.7

49.9
3인가구 115 25.2

4인가구 49 10.7

5인가구 6 1.3

한국-제3국

2인가구 6

11

1.3

2.43인가구 1 0.2

4인가구 4 0.9

한국-중국-제3국

3인가구 4

14

0.9

3.14인가구 9 2.0

5인가구 1 0.2

전체 457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자녀의 거주 지역과 더불어 배우자의 거주지역까지 함께 살펴보았다(<표 3-3-4> 참조). 기혼자의

57.7%가배우자가한국에있다고했고, 38.9%와 3.4%가배우자가중국과기타지역에있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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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핵가족을기준으로한국에거주하고있는가족구성원의상황을살펴보면2인가구인데구성원

모두한국에거주하는경우가 14.9%, 3인가구이면서구성원 전체가한국에있는경우가 7.7%, 4인

가구이면서 구성원 전체가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1.5%로, 가족구성원 전체가 한국에있는 비율은

24.1%였다. 다음으로한국과중국에가족구성원이흩어져있는경우를보면, 2인가구가12.7%, 3인

가구가25.2%, 4인가구가10.7%, 5인가구가1.3%였다. 한국과제3국에흩어져있는가족을보면그

중 2 인 가구는 1.3%, 3 인 가구는 0.2%, 4 인 가구는 0.9%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원이

한국-중국-제3국에흩어져있는경우3인가구는0.9%, 4인가구는2.0%, 5인가구는0.2%였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24.1%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한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45 나아가 20.6%에 달하는 미혼자들도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변화할수있다고본다. 

(2) 자녀의한국교육기관편입

<표3-3-5> 밀집지역조선족자녀의현재교육과정

현재교육과정 시작교육과정

교육과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유치원(어린이집포함) 37 45.7 65 80.2

초등학교 35 43.2 7 8.6

중학교 10 12.3 5 6.2

고등학교 2 2.5 0 0.0

대학교 14 17.3 19 23.5

대학원 16 19.8 10 12.3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일부가족의자녀는1명이상이기때문에비율의합은100%보다크다.

                                                       
45 조선족가족의초국가화(또는초국적가족)에대해서는박광성(2006)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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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밀집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들 중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사례는 81 사례였다. 그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7 사례로 45.7%,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5사례로 43.2%,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 사례로 12.3%,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5%였다. 이 자녀들 중 80.2%가 한국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부터다닌것으로집계되었다. 그외초등학교부터다닌경우는8.6%, 중학교부터다닌경우는

6.2%였다. 대학교와대학원에있는자녀를둔경우는각각17.3%와19.8%, 이들중19명은대학교부터

다녔고 10명은 대학원부터 다닌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3-3-5> 참조).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녀는중국에서고등학교나학부를졸업하고유학을통해한국에입국한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실제로대림2동 D초등학교의국제결혼가정자녀와중도입국자녀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었다. 

2014년4월기준전교생518명중182명이국제결혼가정이나외국국적자가정의자녀였다. 이는전체

학생수의35%에해당하는규모다. 이비율은저학년으로내려갈수록높아져1학년과2학년은55%에

달한다. 외국국적자 가정 중 부모가 모두 조선족인 가정의 자녀는 1 학년은 20 명, 2 학년은 11 명, 

3학년은22명, 4학년은 21명, 6학년은6명이었다. 한국국적을취득한조선족까지합치면조선족

또는조선족출신가정의자녀규모는더욱커진다(<표3-3-6> 참조). 

<표3-3-6> 대림2동D초등학교국제결혼가정및외국국적자가정

학년 전체(명) 비율(%)
국제결혼가정자녀(명) 외국국적가정자녀(명)

국내출생 중도입국 계 비한국계 조선족 계

1 46 54.7 10 2 12 14 20 34

2 41 55.4 14 2 16 14 11 25

3 33 39.8 7 1 8 3 22 25

4 40 39.6 9 2 11 8 21 29

5 10 12.6 5 - 5 5 - 5

6 12 12.4 4 1 5 1 6 7

전체 182 35.1 49 8 57 45 80 125

출처: 조미정(20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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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가족이주를 통한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한국에서태어났거나중국에서생활하던자신의자녀를(정책적으로중도입국자녀라고

함) 적극적으로 한국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 있었다. 활발한 가족이주는 조선족 인구의

한국정착을뒷받침했고밀집지역의확대에도중요한영향을미쳤다.

3) 밀집거주의양상

(1) 밀집거주의규모와분포46

[그림3-3-6] 국내외국인분포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역별등록외국인규모, 2016년9월30일기준.

                                                       
46 본소절의[그림3-3-6], [그림3-3-7], [그림3-3-8], [그림3-3-9]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지역별외국인및

조선족(한국계중국인) 인구규모에근거하여제작한‘QGIS 2.16’으로제작한단계구분도이다. [그림 3-3-6]은

급간을8개로설정했고나머지세개지도의급간은9개로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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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7] 국내조선족분포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역별등록외국인규모, 2016년9월30일기준.

  [그림3-3-6]와[그림3-3-7]은국내외국인분포와조선족분포지도이다. 두집단의공통점은모두

경부선과호남선을중심으로분포해있다는것이다. 조선족인구의분포특징은다른외국인집단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밀집이 두드러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인구가 산업도시에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의 동남아이주노동자들은 농어촌에 넓게 분포한데 비해

조선족은 산업공단 및인근, 그리고 서비스업에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분포 특징을나타낸다고

할수있다.

그 중 서울에 살고 있는 조선족 인구는 25 개 자치구에 골고루 분포해 있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남서부지역의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분포해있었다. 이런분포는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거주 지역이 조선족 인구의 확장으로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데서 비롯되었다. 

영등포구의 조선족 인구는 48,954 명, 구로구는 41,098 명, 금천구는 25,331 명, 관악구는

20,991명이었다. 서남부의조선족밀집지역외에광진구와동작구에도조선족인구가많았다. 광진구

조선족인구는12,370명, 동작구조선족인구는11,239명이었다. 이밀집지역의4개자치구의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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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2007년방문취업제도의시행을시작으로급격하게증가했다. 이지역의조선족인구의비율은

전체외국국적자의규모를결정할수있었다. 

[그림3-3-8] 서울시자치구별조선족거주자분포와규모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역별외국인규모, 2016년1/4분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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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9] 중국국적주민연도별규모(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출처: 안전행정부,『2007-2013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에서정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역별등록외국인및거소신고동포인구에서정리.

주: 외국인총계=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한국국적을취득한자+외국계주민자녀이다. 중국인, 

한국계중국인도이와동일하다.2014년과2015년은등록외국인과거소신고동포인구에기초하여

작성했다.

[그림 3-3-9]에서 구로구의 경우 2007 년의 외국인 주민은 20,980 명, 2008 년에는 28,818 명, 

2009년은34,480명으로증가했다. 2010년전체외국인규모는소폭하락한33,700명으로집계되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7,359명과 43,239명으로 증가한다. 2013년에는 41,622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가 2014년은 43,901명, 2015년은 47,49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중국인의

규모는 2007년에는1,282명이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각각 1,447명과 1,930명으로증가했다. 

2010 년에는 잠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410 명으로 집계되었다. 2011 년부터는 반등하면서

1,671 명으로 증가했고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2,442 명, 3,419 명, 

4,039 명, 4,768 명이 되었다. 조선족 인구를 보면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3 년은 각각 17,948 명, 

25,889명, 30,526명으로증가했다. 2010년에는 30,073명으로소폭감소했지만이듬해부터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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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2011 년 인구는 33,349 명, 2012 년은 38,071 명이었다. 2013 년에는 소폭 감소한

35,094명이었지만2014년38,280명, 2015년41,117명으로증가했다.

영등포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 규모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2007 년 전체 외국인은 26,807 명,

2008년에는39,793명으로증가했다. 그뒤2010년에외국인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2009년부터

2012 년까지 영등포구의 외국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다. 2009 년의 외국인 전체 인구는 44,677 명, 

2010 년은 44,281 명, 2011 년은 50,531 명, 2012 년은 57,180 명이었다. 2013 년에는 소폭 감소한

53,666 명이었지만 2014 년은 55,196 명, 2015 년은 58,214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중국인

규모는 약간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 2007 년 중국인 인구는 2,754 명이었는데 2008 년에는

2,131 명으로 감소했다. 2009 년에는 2,579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가 2010 년에는 또 1,691 명으로

감소한다. 2011 년에는 소폭 증가한 1,906 명이었고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각각 2,316, 3,677 명, 

4,596명, 5,323명으로구준히증가했다. 조선족인구를보면2007년부터2012년까지증가율이조금

차이가나지만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었다. 2007년의조선족인구는21,907명이었고2008년에는

35,338명, 2009년은38,594명, 2010년은39,031명, 2011년은44,722명, 2012년은50,810명이었다.

2013년에는45,933명으로소폭감소했다가2014년은48,689명, 2015년은50,964명으로증가했다.

금천구의외국인규모 변화를보면 2007년에는 13,174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9,342명이되었고

2009년은 22,534명까지증가한다. 2010년에는22,392명으로소폭감소했다가2011년부터증가세가

반등하여24,740명으로집계되었다. 2012년외국인인구는27,940명이었고, 2013년에는26,287명, 

2014 년은 27,452 명, 2015 년은 29,184 명이었다. 이런 증감 패턴은 금천구의 중국인 규모에서도

나타나고있다. 2007년당시인구는949명, 2008년과2009년에는각각981명과1,214명으로증가했다. 

그러다가2010년에는오히려1,138명으로감소했다가2011년부터2015년까지각각1,366명, 2,013명, 

2,541 명, 2,097 명, 2,431 명이 되었다. 같은 시기 조선족의 인구 규모를 보면 2007 년 당시에는

10,569명이었고2008년에는16,585명, 2009년은19,366명, 2010년은19,391명, 2011년은21,466명, 

2012년은23,797명으로지속적인증가를보였다. 2013년에는소폭감소한21,691명으로집계되었다가

2014년은24,081명, 2015년은25,508명으로증가했다.

마지막으로관악구의상황을보면다음과같다. 2007년전체외국인은13,515명이었고2008년에는

14,461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증가의 추세는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2009 년의 외국인 인구는 22,201 명, 2010 년은 22,635 명, 2011 년은 24,848 명, 2012 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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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3 명이었다. 2013 년은 27,673 명, 2014 년은 26,273 명, 2015 년은 28,073 명이었다. 2007 년

관악구의 중국인은 828 명이었다 2008 년의 중국인 인구는 1,112 명, 2009 년은 1,412 명, 2010 년은

1,593 명, 2011 년은 2,135 명이었다. 2012 년의 경우 중국인 인구는 1,886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3년은 2,428명, 2014년 2,789명, 2015년 3,357명으로증가했다. 관악구의조선족인구규모를

보면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0,908명과 10,943명이었고 2009년에는 17,551명으로 증가한다. 

2010 년에는 17,558 명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2011 년과 2012 년에는 각각 18,667 명과

21,962명으로증가했다. 2013년은20,396, 2014년20,195명, 2015년21,352명이었다.

[그림3-3-10] 대림2동시장

(2014.04.24.촬영)

[그림3-3-11] 자양동“양꼬치거리”

(2014.04.24.촬영)

[그림3-3-12] 가리봉동“중국동포타운”

(2014.04.24.촬영)

[그림3-3-13] 대림2동입구

(2013.10.13.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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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4] 서울시행정동별조선족거주자분포와규모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역별외국인규모, 2016년1/4분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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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구체적으로행정동수준에서의집거상황을 보면 [그림 3-3-14]와같다. 영등포구대림2동에

8,373명으로가장많고그 다음이구로구 구로2동인데 7,475명이었다. 그뒤로구로구가리봉동이

6,561명, 구로4동이4,473명에달했고금천구독산3동4,359명,영등포구대림3동이3,993명으로

뒤따랐다. 이어 광진구 자양4 동 3,625 명, 금천구 가산동 3,392 명, 영등포구 대림1 동 3,041 명, 

구로구구로5동3,028명이었다. 행정동차원에서조선족의집거상황을보면조선족집거지는서남부

네 개 자치구의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간적 영역은 먼저 독산동과

가리봉동, 구로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대림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독산동, 가리봉동, 구로동등지역의인구수용능력이한계치에달했기때문에신규유입자들이인근

지역을선택하면서밀집거주지역은확장되었던것이다.

(2) 밀집거주지에서의주거양상

<표3-3-7> 밀집지역조선족의주거유형

거주유형 사례수 비율 설명

빌라반지하 54 14.6%

빌라지상 225 60.8% 옥탑까지포함한것임

아파트 28 7.6%

본인소유가게 19 5.1% 사업장과거주지가동일함

기숙사, 쉼터, 고시원 13 3.5% 공장기숙사, 단체(교회등)가제공하는임시거처

오피스텔 5 1.4%

단독주택 3 0.85%

기타 23 6.2% 입주도우미, 서비스업종사자의거처(작업장)

전체 370 1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밀집거주지의조선족들은다양한거주양상을나타내고있었다(<표3-3-7> 참조). 응답자370명중

14.6%가빌라 반지하에거주하고 있었고 60.8%가빌라 지상층에거주한다고 했다. 이 빌라지상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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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까지 포함한다. 그 다음 7.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5.1%는 본인소유의 가게에 거주하고

있었다. 본인소유의가게는이지역에서자영업을비롯해서사업을하는사람들이사업장과거주지가

동일한경우를말한다. 그리고3.5%가기숙사, 쉼터, 고시원등시설에거주하고있었다. 기숙사는이

지역이공단지역이다보니일부기업들이제한적으로제공하는기숙사를말하는것이고, 쉼터는일부

조선족단체나교회가한국에서거주지를구하지못한사람들에게임시적으로제공하는거처를말한다. 

그리고 1.4%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0.8%가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고 했다. 6.2%는 기타 유형인데

여기에는 이 지역의 식당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식당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보모로입주하는등경우가해당한다.  

<표3-3-8> 밀집지역조선족의부동산계약유형

계약방식 전세 월세 자택 본인명의없음 기타 전체

사례수（비율） 82(22.2%) 151(40.8%) 18(4.9%) 113(30.5%) 6(1.6%) 370(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이렇게 다양한 양상의 거주 유형은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표 3-3-8> 참조). 주거

유형에 관계 없이 22.2%가 전세로 계약을 했고 40.8%가 월세로 계약하고 있었다. 그 외 자택은

4.9%였고, 본인 명의의 계약이 없는 경우가 30.5%였다. 본인명의의 계약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지인과 동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밀집 거주 지역에서 조선족들은 다양한

계약을통해거주하고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3-3-9>와같이 2011년 11월

26 일 기준 대림 2 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무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공시를 정리했다. 이 지역의

부동산 매물은 보통 빌라(다세대주택)가 많았다. 대지 면적 30평~40평 정도, 건축면적 30평~60평

정도의이빌라는방10개정도였고매매가는낮게는4억5천만원, 높게는6억8천만원이었다. 이

빌라의 각방을 월세로임대할 경우보증금 4,100만원에 월세 123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

70만원등으로임대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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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9> 2011년기준대림2동부동산매매가격공시

구분 면적 방 설명 건평 매매가
월세/전세임대경우

보증금 월세값

대지 40평 8개 단층, 구옥, 준주거지역 29평 6억8천만원 4,100만원 123만원

대지 27평 9개 미니3층 39평 4억5천만원 8,100만원 60만원

대지 35평 11개 미니3층 53평 5억6천만원 1억원 40만원

대지 34평 10개 미니3층 51평 5억5천만원 1억2천만원 70만원

대지 39평 42평 6억2천만원 1억2천만원 140만원

빌라 3개 3층 2억원 8,500만원(전세)

대지 40평 58평 6억4천만원 3천만원 100만원

출처: 대림2동A부동산, 2011년11월26일공시.

공시된 전세매물은 대부분 빌라였고 가격도 다양했다(<표 3-3-10> 참조). 주방과 욕실이 내부에

설치된 방 3개짜리 빌라는 적게는 9,500만 원, 많게는 1억2천만 원이었다. 주방과 욕실이 내부에

설치되었고방이2개인지상층빌라는적게는5천만원, 많게는1억원이었다. 지하이면서방2칸짜리

빌라는 4,500만 원, 3,000만원 이었다. 방 1개이면서 지상층의 경우에도 전세값은 5,000만  원, 

지하층의 경우에는 3,500 만 원이었다. 가장 싼 매물은 지하층이면서 간단한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빌라였는데 전세값은 2,500만원이었고 그 다음이 지상층이지만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빌라로전세값은3,000만원이었다.

<표3-3-10> 2011년기준대림2동부동산전세가격공시

구분 층 방 설명 가격

빌라 3칸 주방, 욕실 9,500만원

빌라 2층 3칸 주방, 욕실 1억2천만원

빌라 1층 3칸 주방, 욕실 1억원

빌라 1층 2칸 주방, 욕실 8,000만원

빌라 1층 2칸 주방, 욕실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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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2칸 주방, 욕실 6,000만원

빌라 1층 2칸 주방, 욕실 5,000만원

빌라 지층 2칸 주방, 욕실 4,500만원

빌라 지층 2칸 주방, 욕실 5,000만원

빌라 1층 1칸 주방, 욕실 5,000만원

빌라 1층 1칸 주방, 욕실 4,000만원

빌라 지층 1칸 주방, 욕실 3,500만원

빌라 1층 1칸 부엌(화장실외부) 3,000만원

빌라 지층 1칸 부엌(화장실외부) 2,500만원

출처: 대림2동A부동산, 2011년11월26일공시.

<표3-3-11> 2011년기준대림2동부동산월세가격공시

구분 층 방 설명 보증금 월세

빌라 1층 3칸 4,000만원 45만원

빌라 2층 3칸 주방, 욕실 2,000만원 45만원

빌라 1층 3칸 주방, 욕실 2,000만원 50만원

빌라 1층 2칸 주방, 욕실 1,000만원 40만원

빌라 지층 2칸 주방, 욕실 500만원 40만원

빌라 지층 2칸 주방, 욕실 500만원 35만원

빌라 1층 1칸 주방, 욕실 300만원 30만원

빌라 1층 1칸 부엌 200만원 27만원

빌라 1층 1칸 부엌 200만원 25만원

빌라 옥탑 1칸 주방, 욕실 500만원 25만원

빌라 옥탑 1칸 주방, 욕실 300만원 30만원

빌라 지층 1칸 부엌 100만원 25만원

빌라 지층 1칸 부엌 100만원 22만원

빌라 지층 1칸 부엌 200만원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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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지층 1칸 부엌 500만원 21만원

빌라 지층 2칸 부엌, 화장실단독 500만원 30만원

빌라 지층 2칸 부엌, 화장실외부 500만원 28만원

빌라 지층 1칸 부엌, 화장실단독 200만원 27만원

출처: 대림2동A부동산, 2011년11월26일공시.

빌라의월세매물도다앙한조건에다양한가격이매겨져있었다(<표 3-3-11> 참조). 지상층이면서

주방과욕실을구비한방3칸짜리빌라는보증금2,000만원또는4,000만원에월세는45만원, 50만

원이었다. 주방과욕실을구비한 2칸짜리지상층빌라는보증금1,000만원에월세40만원이었다. 

지하층의경우주방이나욕실을구비하고방이2칸이면보증금은500만원, 월세는35만원과40만

원이었다. 지상층이면서 방이 1 칸짜리일 경우 보증금은 200 만 원~300 만 원 수준에 월세는 25 만

원~30만원정도였다. 옥탑방의경우주방과욕실을구비한1칸짜리빌라는보증금300만원과500만

원에월세는각각30만원과25만원이었다. 그다음부엌만있는지하층이면서1칸짜리빌라는월세

100만원~500만원이었고월세는21만원에서 25만원사이였다. 지층이면서방이 2칸짜리빌라는

보증금500만원, 월세는30만원정도였다.

<표3-3-12> 밀집지역조선족의전세, 월세비용

전세계약(전세값)
월세계약

보증금 월세값

집값(사례수) 4,730.66(66) 751.54(64) 38.65(64)

표준편차 4,294.72 817.82 30.33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이러한 거주 환경 속에서 밀집 지역의 조선족들 중 전세집을 마련한 경우 평균 4,730.66 만 원의

전세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보증금은 751.54 만 원, 월세값의

평균은38.65만원이었다. 이수치는전세, 월세공시표의중위값에근접한다(<표3-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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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통해 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가족이주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맞벌이부부의소득을통해서충분히지불할수있었다.

3절소결

재한 조선족 개인은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시민권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얻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적 지위의 변경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에서 외국적동포 또는

외국적동포노동자지위로의변화를경험했던것이다. 이런변화는현재에도진행중이고앞으로도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위의 변경은 직접적으로 재한 조선족 개인의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의 장기화를 보장해 주었다. 대규모의 정주 인구에 의해 밀집 지역이라는

지역(local)이출현했다.

법적 지위의 변화는 재한 조선족의 이주를 개인 이주에서 가족 이주로 변화시켰다. 밀집 지역의

조선족들 중 상당수가 가족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들 중일부가 한국에서생활하고 있었다. 이동성 또는 유동성이 큰개인이주보다 가족 단위로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한국 정주 나아가 정착의 경향을 설명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이들은중국에서태어났거나한국에서태어난자녀들을적극적으로한국의제도권교육기관에

입학을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 함께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일부

조선족의정주경향을설명해준다.

법적지위의변경을통한개인및가족단위의정주는남서부지역의조선족밀집지역을출현시켰다. 

이미제1절과제2절에서살펴 보았듯이재한조선족의 법적 지위가역동적으로 변화했지만 이들의

한국내에서의 경제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었다. 특정

산업영역에서의 기능적 능력이 인정되면재한 조선족개인의 법적지위는 변경될 수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노동자로 구성된 재한 조선족 인구는 한국 사회의 층화된 거주환경 속에서 특정

지역을중심으로밀집거주를할수밖에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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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자율성이인정된법적지위는재한조선족인구가자율적으로경제활동을하도록보장해

주었을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자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도 했다. 재한 조선족

개인의 경제적 지위의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시민권적 지위의 변화는 재한 조선족 인구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선택”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유입은 밀집 거주지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부분적 조선족의“코리안드림”은 서울

남서부지역의집거지에서이루어지고있었고, 이지역은생산과생활의지역으로변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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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생산과 생활의 지역으로서재한조선족집거지

밀집 거주 지역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유동인구도 수급되었다. 이 인구는 크게

노동인구와소비인구로나뉠수있다. 노동인구는밀집지역에정주하면서동지역에서노동하는인구, 

밀집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노동하는 인구,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밀집 지역에서

노동하는 인구가 포함된다. 소비인구는 노동과 별개로 이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와 이 지역을

드나들면서여가와소비를하는인구가될것이다. 

따라서 제 4 절은 밀집 지역의 정주 및 유동인구가 어떠한 연결망을 통해 구직을 하는지, 밀집

지역에서의 노동과 소비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 외 임시적 유동인구가 밀집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유입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이 밀집 지역의 출현에 정주 및 유동인구가 미친 영향을 밝힐

것이다.

1) 밀집지역정주및유동인구의구직과노동

<표3-4-1> 밀집지역조선족노동인구의종사산업분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집거지노동인구(N=250) 4.4 3.2 86.8 5.6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먼저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동시에 동 지역에서 노동하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밀집

지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종사 산업을 살펴 보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6.8%로

압도적으로높았고제조업종사자는4.4%, 건설업종사자는3.2%, 기타종사자는5.6%였다(<표3-4-1> 

참조). 이 사람들은 밀집 지역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월 평균 182.1 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었고 일

평균10.5시간을노동했으며월평균6.4일을휴식하고있었다.47

                                                       
47 [그림3-2-3],[그림3-2-4],[그림3-2-5]에서정리한종사산업별월소득, 1일근로시간, 월휴식일의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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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거지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연결망을 통해 취직을 하고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은

집거지에서 발행하는 무가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취직한 사람으로 32.2%였다. 그

다음은 채용정보를 본인이 직접 찾아본 경우로 16.7%, 고용센터 등 중개기관을 통해 취직한 사람은

10.3%, 지인이나가족을통해취직정보를얻은사람은10.2%였다(<표3-4-2> 참조). 

<표3-4-2> 밀집지역노동인구의구직연결망유형(%)

신문·잡지

광고

고용센터등

중개기관
지인·가족

채용정보

찾아봄

집거지노동인구(N=228) 32.2 10.3 10.2 16.7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집거지의 무가지 신문은 주로 출입국 정책, 재외동포 관련 정책 동향을 밀집 지역 조선족들에게

전달하고 지역 조선족 주민들의 상황을 보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정한 재정적 수익이

보장되어야 신문사업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익 사업 중 하나로 사업체의 구인광고를

게재한다.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무가지 신문은 「중국동포타운신문」과

「동포세계신문」이다.48

고용센터 등 중개기관은 구직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기관은

한명이라도 더 안전하고 공식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중개기관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고용업체의구인조건을신속하고알기쉽게구직자들에게전달하는역할을하고있다(<표

3-4-3> 참조). 구인정보들중급하게노동자가필요하거나 다른구인정보에비해조건이상대적으로

좋은경우는직업소개소의문밖이나창문에공시하기도했다. 공시에는업종, 비자조건및비자변경

가능여부, 월급, 상여금, 성별, 연령, 근무지역, 숙식제공여부등이포함되었다. 비자조건은조선족

구직자의 현재의 법적 지위에 기반한 체류자격을 말하고 비자 변경 여부는 제 2 장에서 정리했듯이

고용된 작업장에서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 재외동포사증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48 중국동포타운신문사는 2003 년 K 씨가 창간하였다. 현재 K 씨는 동포세계신문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동포타운신문사는다른기관에의해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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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것이다. 공시에“F-4변경가능”이라고밝힌것은바로동작업장은근속년수에근거하여법적

지위를변경함에증빙서류를제공해줄수있는사업체라는의미이다.

[그림3-4-1] 가리봉동중국동포타운신문사

(2014.04.24.촬영)

[그림3-4-2] 구로1동동포세계신문사

(2014.04.24.촬영)

<표3-4-3>  밀집지역직업중개기관구인•구직공시

구분 업종(내용) 비자 월급(만원) 상여금 성별 연령(세) 지역 숙식

자동차부품 F-4변경가능 170~200 30% 40미만 충남아산

전기부품조립 150 이상 경기화성 제공

급구 울산현대조선소 H-2 240이상 남 20~49 경북울산

급구 닥트제조 190이상 경기광주 제공

급구 반찬통사출 200이상 제공

썬루프제조 비자변경가능 170~200이상 제공

전자회사2교대 F-4,5 6가능 265 40% 모두 36~42 제공

모텔청소 170이상 모두 무관 수도권 제공

플라스틱샷시 비자변경가능 170이상 제공

급구 김양식공장 200이상 모두 무관 전남해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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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170~200 30~40% 모두 50이하 경기화성

급구 하우스 여 제공

급구 휴대폰부품사출 200이상 출퇴근

자동차부품생산 F-4변경가능 170~200 300% 40이하 충남아산

급구 휴대폰단순조립 200~265이상 여

식당주방보조 170~180 여 58이하 서울영등포 출퇴근

급구 식당홀서빙 170 여 45 서울강남 출퇴근

급구 양봉장 150 남 전북전주 제공

급구 160 남 55이하 경기광명 출퇴근

급구 식당주방보조 일당5~6천원 여 서울가산동 출퇴근

급구 모텔청소관리 300 부부 경기의정부 제공

급구 장어집홀서빙 180 제공

급구 생선판매 220 남 50이하 제공

급구 모텔청소 160 여 57이하 제공

급구 장어양식장 160 남 60 제공

급구 현장잡부 일당7만원 남 무관

급구 쓰레기분류 160 남 65이하 제공

급구 설렁탕집 320 부부 57이하 제공

급구 현장잡부 일당7만원 남 50이하

급구 사무실근무 모두 35이하 서울동대문

가정부 150 여 60이하 제공

출처: 대림1동C직업소개소, 2014년4월24일공시.

이러한상세한정보들로인해구직정보를얻고자하는사람들은이지역뿐만아니라서울이나서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도 포함되었다. 조선족의 밀집 거주 지역이다 보니 중개기관에서

다루는 정보의 양이 많고 질도 다른 곳에 비해 우수할 수 있었다. 안양에 살고 있는 C 씨(54 세)는

대림1동의C직업소개소에서가정보모나병원간병일이있는지문의하고있었다.“아무래도교포들이



160

많이사는곳이다보니직업소개소도많고직업소개소에서제공하는구인정보도많은것같다. 휴식을

하다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곳으로 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친구들과 물어보긴

하지만그래도이런직업소개소에자주다닌다”고말했다(C씨, 여, 54세, 2014년4월24일인터뷰). 

이렇게 조선족의밀집 거주지역은 구인과 구직정보가 밀집된곳이었기에 일자리 정보를얻기 위한

유동적인구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빠져나가는곳이되었다. 

다른 한편 밀집 거주지역은 이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유동적 노동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중소제조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기에이기업에고용된여성노동자들중작업장인근에거주하지않는경우는매일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을 한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경우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정기적인

출퇴근보다 일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박우 외, 2015). 밀집 거주 지역의

중소제조업에 고용된 경우 외에 이미 서비스업 중심의 상권이 형성된 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서비스업종사자도있었다.

[그림3-4-3] 대림1동직업소개소

2014년4월24일촬영

구직자들이구인·구직공시를보면서논의하고있다.

밀집지역노동인구는자율적으로이직을할수있었다. 밀집지역노동인구250명중첫취직부터

조사시점까지 이직경험이 없는 사람은 5.6%에 불과했다. 1 회~5 회 사이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76.8%였고6~10회미만은16.8%, 11회이상은0.8%였다. 이러한이직은밀집지역내에서이루어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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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비집거지와집거지사이에서이루어지기도했다. 이러한이직은밀집지역과기타지역

사이의인구이동을촉진하는중요한조건이기도했다.

밀집지역은이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이노동하는곳임과동시에다른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도

노동을 위해유입되는 곳이기도 했다. 정주노동인구와 유동 노동인구는 밀집지역의 중요한 노동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시에 밀집 지역 내의 구인과 구직 관련 정보의 집산은 많은 노동인구의

유입과유출을가능하게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2) 밀집지역정주및유동인구의여가와소비

<표3-4-4> 밀집지역및비밀집지역조선족주민의동향모임참여양상

구분
밀집지역거주 기타지역거주

사례 비율 사례 비율

5회이하 69 17.3 44 19.3

6~10회 27 6.8 6 2.6

10회이상 21 5.3 5 2.2

본인운영 13 3.3 0 0.0

불참 270 67.5 173 75.9

전체 400 100.0 228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한국의조선족들은노동외에다양한여가활동에참여하고있었다. 집단적수준에서의여가활동들

중대표적인것에는동향모임과동창모임등이있다.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 년을 기준하여 동향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를 살펴 보았다(<표

3-4-4> 참조). 결과전체의 17.3%가 5회미만, 6~10회는 6.8%, 10회이상은5.3%였다. 이런모임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람은 3.3%였다. 아예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67.5%였다. 조사 대상자의 32.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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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한번이상동향모임에참여하고있었다. 기타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중24.1%가1년에한번

이상동향모임에참여했다.

동향모임외에동창모임도정기적으로참여하고있었다. 집거지거주자들중1년에5회미만참여

비율은35.3%, 6~10회는7.5%, 10회이상은3.2%였다. 동창모임을운영하는사람은4.7%였고1년에한

번도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49.3%였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1년에 1회이상참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비슷한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 년에

최소한번정도동창모임에참여하고있었다(<표3-4-5> 참조).

<표3-4-5> 밀집지역및비밀집지역조선족주민의동창모임횟수

구분
밀집지역거주 기타지역거주

사례 비율 사례 비율

5회이하 142 35.3 91 39.9

6~10회 30 7.5 5 2.1

10회이상 13 3.2 2 0.9

본인운영 19 4.7 2 0.9

불참 198 49.3 132 56.4

전체 402 100.0 234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이런 모임들은 자연스럽게 외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개인과 가족 차원의 외식을 포함해서 월

평균외식회수를살펴보았다. 밀집지역거주자들의경우한달에한번도외식을안한사람은2.8%, 

1회는15.8%, 2회는20.7%, 3회는20.9%, 4회는15.8%, 5회는8.0%, 6회는3.4%, 7회는1.0%, 8회

이상은8.8%였다. 대부분사람들이한달에1번이상외식을통한소비를하고있었다. 비밀집지역에

거주하는사람들도이와비슷한수준으로집계되었다(<표3-4-6> 참조).

밀집지역거주자나비밀집지역거주자나외식은주로밀집지역의고향음식을판매하는식당에서

이루어졌다. 밀집 지역 거주자의 경우 62.4%로 가장 높았고, 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고향음식을판매하는식당을이용하는비율은10.0%였다. 그외에밀집지역한국음식을파는식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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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밀집지역한국음식을판매하는식당이14.1%였다. 다른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의경우에도

56.1%가밀집지역의고향음식을판매하는식당을이용했고18.0%가비밀집지역고향음식을판매하는

식당을 이용했다. 밀집 지역의 한국식당은 1.7%, 비밀집 지역의 한국식당은 14.8%였다(<표 3-4-7> 

참조).

<표3-4-6> 밀집지역및비밀집지역조선족주민의외식횟수

구분

월횟수

밀집지역거주 기타지역거주

사례 비율 사례 비율

0회 11 2.8 4 1.9

1회 61 15.8 57 27.1

2회 80 20.7 56 26.7

3회 81 20.9 12 5.7

4회 61 15.8 30 14.3

5회 31 8.0 32 15.2

6회 13 3.4 3 1.4

7회 4 1.0 3 1.4

8회이상 34 8.8 13 6.2

전체 387 100.0 210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조선족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외에 사업주들의 시각에서 이들 사업체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규모를

보면(<표 3-4-8> 참조), 평일(1일 평균) 방문객 10명 이하는 20.7%를 차지했고 10~20명은 36.4%를

차지했다. 20~30명은22.3%, 30~50명은10.9%, 50~100명은8.2%, 100명이상은1.6%를차지했다. 평일

하루 평균 50명 이하의 소비자가 한 가게를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 10~20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말의방문고객수는주중보다많은데10명이하9.2%, 10~20명이19.0%를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은 20~30명으로 30.4%였고 그 다음은 30~50명으로 17.4%, 50~100명 15.8%, 100명 이상은

8.2%이다. 이들 사업체에는 요식업체뿐만 아니라 조선족을 주 고객으로 상대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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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체들이포함된다. 

<표3-4-7> 밀집지역및비밀집지역조선족주민의중국지인과의외식지역

구분
밀집지역거주 기타지역거주

사례 비율 사례 비율

밀집지역고향음식 265 62.4 134 56.1

기타지역고향음식 41 10.0 43 18.0

밀집지역한국음식 14 3.4 4 1.7

기타지역한국음식 58 14.1 44 14.8

만나지않음 7 1.7 7 2.9

기타 34 8.3 34 14.2

전체 410 100.0 239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표3-4-8> 밀집지역식당의평일및주말고객규모

10명이하 10~20명 20~30명 30~50명 50~100명 100명이상 전체

평일 20.7 36.4 22.3 10.9 8.2 1.6 100.0(N=184)

주말 9.2 19.0 30.4 17.4 15.8 8.2 100.0(N=184)

출처:『2008 중국동포밀집지역실태조사』설문조사자료

이 조선족 주민들은 한국지인들과도 정기적으로 외식을 했다. 이 경우에는 밀집지역 거주자나

비밀집지역 거주자 모두 밀집지역이 아닌 곳의 한국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 각각 46.1%와 55.0%로

집계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18.6%와 14.6%의 사람들이 밀집지역의 고향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밀집지역 한국식당은 각각 7.6%와 0.8%, 비밀집지역 고향음식

식당은4.1%와8.8%였다(<표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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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9> 밀집지역및비밀집지역조선족주민의한국지인과의외식지역

구분
밀집지역거주 기타지역거주

사례 비율 사례 비율

밀집지역고향음식 78 18.6 35 14.6

기타지역고향음식 17 4.1 21 8.8

밀집지역한국음식 32 7.6 2 0.8

기타지역한국음식 193 46.1 132 55.0

만나지않음 8 1.9 12 5.0

기타 91 21.7 38 15.8

전체 419 100.0 240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표3-4-10> 밀집지역식당의평일및주말고객의국적별구성

조선족

50% 이상

한족

50% 이상

한국인

50% 이상

조선족과

한족

조선족과

한국인

한족과

한국인
전체

평일 23.4 25.5 3.7 27.7 19.7 0.0 100.0((N=188)

주말 24.7 26.4 3.8 25.8 18.7 0.5 100.0(N=182)

출처:『2008 중국동포밀집지역실태조사』설문조사자료

1일평균조선족사업체를방문하는조선족소비자들의규모외에이들의민족혹은국적별구성을

보면(<표 3-4-10>), 평일의 경우 고객들 중 조선족 고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23.4%였고

한족 고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25.5%를 차지했다. 한국인 고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3.7%였다. 조선족과 한족고객이 주고객인 경우는 27.7%였고, 조선족과 한국인이 주고객인

경우는 19.7%를 차지했다. 평일 주요 고객은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조선족과 함께 오는 한족과

한국인 고객이었다. 주말의 경우에는 조선족 고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24.7%였고 한족

고객이50% 이상을차지하는경우는26.4%였다. 한국인고객이50% 이상을차지하는경우는3.8%였고

한족과 같이 온 한국인 고객이 주요 고객인 경우는 0.5%였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조선족과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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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고객이주고객인경우는25.8%였고조선족과함께온한국인고객이주고객인경우는18.7%를

차지했다. 주말에도주요고객은조선족과한족, 그리고조선족과함께온한족과한국인고객이었다. 

이렇게 밀집 지역은 여러 지역의 조선족, 한족뿐만 아니라 한국인 소비자들도 함께 방문하는

곳이기도했다.

3) 밀집지역의정보집산및서비스의다양화와유동인구의유입

[그림3-4-4] 대림1동법무행정사

2014년4월24일촬영

업무내용을명시한법무행정사의전형이다.

법무행정사는법률관련된업무를

대행하거나직접수행한다.

[그림3-4-5] 대림1동여행사

2014년4월24일촬영

업무내용을명시한여행사의전형이다.

천안문여행사는 조선족 밀집 거주 지역 여러 곳에

지점을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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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거주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법률자문, 상담 기관들이 있다. 재한 조선족이 한국의

2 차노동시장에 자유롭게 편입되면서 밀집 거주 지역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던

노무사와행정사등이출현하기시작했다. 이들은주로조선족노동자의고용계약, 퇴직, 이직, 산재, 

임금체불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자문해주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고용 및 노동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전문기관을 찾아간다. 이들 중에는 밀집

거주지역에거주하는사람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도포함된다. 

   법무 행정사가 제공하는 업무에는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행정심판, 공증·인증, 체류연장, 

초청·입양, 세무상담, 유전자검사, 이혼상담, 유학상담, 범죄공증, 기술학원추천등이있었다. 또한

국적, 영주권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했다. 이런 업무는 전문적인 노무사나 행정사 뿐만 아니라

여행사에서 여행업무와 겸해서 보기도한다. 일부 여행사에서는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보고 일부

여행사에서는중간기관처럼접수만하고전문적인기관에위탁을하기도한다.  

[그림3-4-6] 가리봉동기능사자격증사설교육학원

2015년4월21일촬영

정문에본학원에서수강한사람들중

기능사자격에합격하여재외동포사증으로

변경하게된사람들의그림과이름을붙여놓았다. 

여행사는 동남아여행이나 국내여행을 포함한 여행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49 출입국업무와

행정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간판에는“C-3-2 관광비자의 F-4 비자 변경”,“C-3 비자의 H-2 변경, 

추첨 당첨자 학원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고“5 년이상 한국에서 거주자 영주권 또는

국적신청 가능”,“추첨당첨자 대기시간 없이 조기입국 가능”,“추첨입국자 제일 좋은 학원 소개, 

                                                       
49 주요 여행업무는 항공편 판매이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족들은 온라인 구입보다는 오프라인 구입을

선호하는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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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00% 취득”,“C-3-1, H-2 모든비자 F-4 변경가능”,“F-2 5년만기자출국 20일내재입국

가능”,“25세미만자녀초청비자100% 발급”,“무보증, 무담보90일관광비자발급(한족도가능)”

등 조선족들의 법적 지위의 변경과 한국내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중국지역무범죄경력증명서발급및공증인증”,“제2대중국신분증대행”등중국에서의

업무까지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서비스로인해인천에사는Y씨처럼“H-2가만기

되어서중국에들어가야되어서언제다시나올수있는지, 어떻게다시나올수있는지를상담도받고

될 수 있으면 비자신청을 다시 하려고 그리고 비행기표도 살겸(Y씨, 남, 65 세, 2014 년 4월 24 일

인터뷰)”밀집거주지역으로유입되는사람들이있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설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기능사자격증을따야했다. 조선족밀집거주지역에이들의자격증교육을위한학원들이2012년을

전후하여우후죽순마냥출현한다. 학원에등록한사람들의거주지는이지역뿐만아니라서울의다른

지역, 수도권까지다양하다.“한국에C-3로왔다가D-4로바꿨다가H-2로변경했다가F-4로바꾸려고

하니까학원을안다니면안된다. 지금나는풀깍는(원예사) 자격증을따려고한다(K(1)씨, 남, 33세, 

2013년 12월 10일 인터뷰)”는 종로에 사는 K(1)씨,“나는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제빵기술

자격증을따려고한다(K(2)씨, 여, 31세, 2013년 12월10일인터뷰)”는의정부에사는K(2)씨처럼

가리봉동의학원을다니는경우도있다. 

[그림3-4-7] 구로4동건설근로자지원센터

(2015.09.13.촬영)

[그림3-4-8] 가리봉동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6.05.06.촬영,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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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 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지원센터 처럼 특정 산업영역에만

한정해서 여러 가지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노무상담은 물론이고, 금연, 건강검진 등 건강관련 상담을 비롯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그외에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처럼구청에서운영하는근로자센터도있다.

4절소결

정주인구에기반한조선족밀집지역은동지역거주민이노동하는곳이기도했다. 이지역의정주

조선족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산업에 편입되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지역에 거주하는사람들이 유입되어 노동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유동적 노동인구역시

밀집 지역의 다양한 산업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노동시장 편입은 개인 차원의 연결망을 통하는 것 외에 밀집 지역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했다. 이런정보는특정기관을중심으로집결되고유통되었다.

다른한편밀집지역은소비의지역이기도했다. 노동인구를포함한재한조선족정주민들은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외식을 포함한 여러가지 소비를 하고 있었다. 밀집 지역은 외식업을

위주로 한서비스업 소비의공간이었다. 이밀집지역에 거주하는사람은 물론다른 지역에거주하는

사람들도이지역으로와서고향음식을판매하는식당을이용하고있었다. 밀집지역식당을이용하는

소비자에는조선족뿐만아니라한족, 한국인들도있었다. 

마지막으로이지역은법률정보를비롯한조선족의한국거주와관련된거의모든정보가집결되고

유통되는 곳임과 동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다. 밀집 지역의 정주 조선족 규모의

증가와 함께출현한 정보의집산 기능과 관련서비스 기관의출현은 다른지역의 조선족들의 임시적

유입을촉진하기도했다. 

이렇게조선족밀집거주지역은정주및유동적노동인구와소비인구로구성된지역이었던것이다. 

하지만조선족밀집지역의확대는어떠한불협화음도동반하지않은것은아니었다. 서울에서이루어

지는코리안드림은조선족과한국인의차이를확인하는계기이기도했다. 이차이는생활의영역에서

간혹특정지역을중심으로한한국인주민과조선족주민사이의갈등으로묘사되었다. 예를들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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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이밀집해있는곳에서가장많이언급되는것중에하나가조선족들이쓰레기를분리수거하지않

는다는것이다. 중국의대부분지역에서는주민들이“위생비”를납부하면사구(社區: 지역커뮤니티관

리기관)가쓰레기를분리하는사람을고용한다. 분리수거의문화적배경이다른사람들이한곳에서

살다보니이런갈등이출현하게되었다. 이는하나의작은사례에지나지않지만한국과중국에서정

부가개인일상의어떤수준까지영향을미치는지, 또한국가와의관계속에서조선족개인이이해하

는공공의영역과사적영역이어디까지인지를알려주는사례였다. 이를중국식사회주의의유산또는

잔재라고부를수있다.

조선족의문화는생산활동의영역에서도한국인과차이났다. 현재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된대부

분의조선족은집단농업과국유기업을중심으로한계획경제하에서젊은시절을보낸사람들이다. 사

회주의적이념하에서이들은노동의의미가무엇인지잘알고있었다. 국가에고용된적있는조선족

들은최소한출퇴근시간이엄격하게지켜지는것을원칙중하나로했고, 임금체불, 임금미지급등에

대한문제제기 나아가 분노를자신의 권리로 간주했다. 그런데 서울 생활은이런 문화의조선족들을

국가가 아닌개인 사업자와의고용관계 속에서 한국적 문화로적응을 하도록강요하고 있었다. 여간

쉬운일이아니었다. 

하지만어찌되었거나밀집지역을공유하는신자유주의적주체로재설정할수밖에없는중국적배

경의“인민”과한국의“국민”은보다나은커뮤니티를구축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었다. 이

두집단의한가운데서적극적인역할을하고자하는집단이바로밀집지역의인구를경제적토대로

삼고출현한집거지사업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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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거지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으로서 사업가의 공식화

제3장에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가 공식적(합법적) 정주 및 유동 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라는것을밝혔다. 재한조선족인구중일부가사업가가될수있었던것은집거지라는풍부한

소비시장과 노동력시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재한 조선족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내용과 성격도 부분적인 조선족들이 집거지를 기반으로 사업가-(쁘띠)부르주아지-가 됨에

중요한조건이었다.

그러나 노동인구와 소비인구, 그리고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국 사회(특히 집거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었지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특정 지역에 정주하면서 법인을 소유하고

노동력을고용하면서법적, 실질적사업가가되기위해서는이들역시여타재한조선족이보편적으로

그랬듯이적극적으로법적지위의변화를경험해야했다. 한국사회에서의경제적자율성을확대하기

위해변경한법적지위는이들의동원가능한자원과결합되면서집거지사업가로변신하는데중요한

조건으로기능했던것이다. 한국의경제주의적시민권정책이조선족의대규모유입을통한사업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정책은 재한 조선족 인구 중

부분적 집단이집거지를 기반으로 한경제적 지위의변화, 나아가계급적 지위의 변화를경험하는데

중요한조건을제공했던것이다. 이변화된계급적지위는사업가들이집거지를대표하는중심집단이

되기위한노력들을배태하게된다.

제4장에서는 재한 조선족 사업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집거지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이라는 것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1절에서는 사업가들의 법적

지위의변경양상과동원가능한자원의유형을정리하고이두조건이사업가가되는과정에어떻게

결합되었는지밝혀 볼것이다. 제2절에서는 사업가의분포와 종사업종을정리하는것을통해 이들이

집거지어떤산업에분포했는지, 그규모는어떠한지를밝혀볼것이다. 제3절에서는사업가들의고용

구조와경제적수준을정리하는것을통해사업가의집거지내에서의경제적지위를밝혀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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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법적지위의 변화와 재한 조선족의 집거지 사업가화

조선족인구중일부가사업가가되는과정에사업가개인이동원할수있는자원의성격은중요한

조건으로작용한다. 한개인의교육수준과경력을비롯한인적자본, 가족이나친구등연결망,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의 초기자본 등이 이들이 집거지를 바탕으로 사업가가 됨에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자원의 내용과성격만으로 사업가가 되는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또는

실질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법적인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가 개인의

법적지위와직접적으로연관된다. 왜냐하면국민또는국민에준하는법적지위가법인을소유할수

있는 자격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자격이 전제됨으로써 부분적 재한 조선족 인구 중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한 사람들을중심으로 사업가가 될수있었다. 이사람들은

노동시장에고용되기위한자율성보다법인을소유할수있는자율성을능동적으로활용했다.

제2절에서는 먼저 이 사업가들이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다음이들의동원가능한자원의내용은어떠한지, 마지막으로법적지위와동원가능한

자원이구체적으로어떻게결합되면서사업가가되었는지를밝혀본다.

1) 법적지위의변화

사업가들의법적지위는직접적으로이들의경제활동자율성의내용과범위를결정했다. 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선족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해야 했다. 이 변경된

지위는한국사회에서법인을소유하고자율적으로거주할수있고노동력을고용할수있는등창업과

사업에필요한자격을제공했다. 

  [그림 4-1-1]과 같이 집거지 사업가의 한국 사회에 편입될 당시의 첫 번째 체류자격을 보면

국적자는 5.6%, 영주권자는 6.5%, 재외동포자격은 3.2%였다. 그 외에 방문취업자격은 10.5%, 

유학생자격은 7.3%, 결혼이민자격은 11.3%, 기타 단기자격은 55.6%였다. 첫입국 시의체류자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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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영주권, 재외동포 등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지위보다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자율성이

제한적인 지위의 조선족 사업가들이 더 많았다. 이들 중 85명이 두 번째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변화된 자격들을 보면 국적 17.6%, 영주권 자격은 2.4%, 재외동포 자격은 22.4%, 방문취업

자격은 24.7%, 결혼이주 자격은 3.5%, 기타 단기 자격은 29.4%였다. 국적과 재외동포 및 방문취업

자격등동포또는동포노동자로서의자격이증가한반면단기자격은절반수준으로감소했다. 이는

단기자격에 있던 사람들이적극적으로 국민 또는국민에 준하는지위로 변경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사람들중49명이세번째자격을부여받는다. 그비율을보면국적이20.4%, 영주권자격이14.3%, 

재외동포 자격 12.2%, 방문취업 자격 16.3%, 결혼이주 자격 14.3%, 기타 단기자격 22.4%였다. 앞의

변화 양상과 비슷하게 단기 자격이 꾸준히 감소하고 국적, 영주권 등 자격이 증가했다. 방문취업

자격도 감소하는데 이는이 사람들중 일부가 국민또는 국민에준하는 지위로 변경한 것으로볼 수

있다. 그외결혼이주의자격으로변경한사람들도있었다. 두번의체류자격변경을경험한후그중

18명이 세 번째 자격변경을 한다. 그 중 재외동포로의 자격 변경이 77.8%, 결혼자격으로의 변경이

16.7%였다. 기타단기자격은5.6%로감소했다. 이어6명이네번째자격변경을하는데그중50.0%가

국적으로, 50.0%가결혼이주자격으로변경했고마지막으로3명이여섯번째의체류자격을부여받는데

전부결혼이주자격으로변경했다. 결혼이주자격은한국국적을취득하는중간단계이기도하다.

[그림4-1-1] 사업가의법적지위변경양상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여러번의체류자격변경과정을거쳐현재대부분의사업가들은국적(37.1%), 재외동포자격(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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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격(15.5%) 등 국민과 국민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현재의 시민권적 지위를 다른 지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국적, 영주권, 재외동포와 같은 지위를 계획하고

있었다(<표4-1-1> 참조). 

<표4-1-1> 사업가의현재및변경예정자격

현재체류자격(N=124) 변경예정체류자격(N=88)

국적 37.1 35.2

영주권 18.5 48.9

재외동포 36.3 4.5

방문취업 4.8 0.0

결혼 3.2 0.0

기타(단기) 0.0 11.4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이와 같이 사업가 개인은 적극적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 있었다. 아래는 사업가 개인이 어떤

과정을통해자신의지위를변경했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 

(1) 연고동포신분으로국적취득

조선족사업가의한국국적취득경로는크게한국에친인척연고를둔“연고동포”의국적취득과

이주1세대의국적회복, 그리고한국에친인척연고가없는“무연고동포”의일반귀화, 결혼을통한

국적취득등으로나뉜다.

아래의 사례는 “연고동포”로서 조선족의 한국 국적 취득 관련된 부분이다. 이들은 조부모나

증조부모로부터이어지는혈통적관계를통해대한민국국민이된사례들이다. 

사례1: L물산K씨

L물산 K씨의 본 적(籍)은 경상북도 안동, 부모는 모두 강원도 울진군에서 태어났다. 큰 형과 둘째

형도 울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누나는 부모가 중국으로 가는 도중 이북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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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잘 몰랐다. 부모가 일제강점기 초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본인은 동포2세로 규정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사촌형제들이 한국에 있어 1991년 친척방문의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가족 모두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있었는데 그 뒤본인은한국에 D-8비자로 왔다가 2006년

귀화를하고한국국적을취득했다.

사례2: G여행사Y씨

G여행사 Y씨의 부친은 어린 시절 중국에 갔다고 한다. 부친은 동포1세이고 Y씨 본인은 2세이다. 

부친의고향은경상북도대구이고모친은중국에서태어났지만본적은평안도인것으로알고있었다. 

부친의 친척, 그러니까 Y씨의직계 친척들은 모두한국에 있었다. Y씨본인은 부친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흑룡강에서 태어난 Y씨는 흑룡강 지역에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흑룡강 출신으로 한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본인도 이

친척연고를통해한국국적을취득했다.

(2) 배우자를통한국적취득

다음의 사례는배우자를 통한국적 취득이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경우이지만 그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국적취득 유예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적을 취득한 특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국적을취득한사례이다. 마지막사례는배우자의부친이국적을회복하면서딸과사위, 즉배우자와

본인까지국적을동반으로취득하게된사례이다.

사례3: J냉면K씨

  J냉면K씨는본인처럼한국에친척연고가없는사람들은한국에오기힘들었다고한다. 그래서적지

않은 여성들이 결혼의 방식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고 한다. K씨 본인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 L씨는 부산에

도착했다. 그런데한국남편이사망하는바람에L씨의한국국적의인가가불허된것이다. 한국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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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사망함으로인해L씨의국적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여러경로를통해

결혼사실이인정되면서우여곡절끝에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었다.

사례4: Q식당P씨

Q중국식당P씨는2001년지금의한국인남편과결혼하면서국적을취득했다. 2001년에처음한국에

입국했다. 국적은 결혼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결렸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의 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했는데 국적이 나오기까지 꽤 복잡했다고 한다. 같이 사는지

정기적으로 집에 와서 조사했다고 한다. 아마도 위장결혼을 비롯한 여러가지 편법적 수단들이

적발되어서 그랬을 것이다. P씨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 후 2년이 안되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 본인도 한국 사람이 되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사례5: H신문P씨

  H신문사 P씨는 중국 내에서는 나름 고학력에 전문직 종사자였다.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방송국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입국한다. 처음에는 E-7 취직비자로

입국했다. 그런데배우자의부친이동포 1세라서정책적으로 국적을회복하게 되면서배우자도한국

국적을 받게 되고 본인도 가족 신분으로 국적을 동반 신청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한국 국민으로

생활하고있다

(3) 동포산업인력의외국적동포지위취득

2000년대초중반의미등록자에대한합법화정책은상당수조선족들에게새로운사회경제적활동의

자율성을보장한정책적변화였다. 많은사람들이이정책으로외국적동포노동자의지위를부여받았다. 

현재의 조선족 사업가들 중 상당수가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

산업노동력으로 기능했다. 사례 6과 사례 7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자격으로사업하고있는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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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S양꼬치L씨

  L씨는 1997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L씨는 한국에 친척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 동포에 속했다. 당시

친척초청으로 많이 한국에 왔는데 본인은 무연고 동포다 보니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 입국을 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돈으로 7만 7천 위안 정도 지불했다. 첫 입국 시에는 C-2 비자로 왔다. 그 뒤

중국으로갔다가2000년에다시입국을했는데당시에도3개월단기비자로입국했다. 그런데3개월이

지나다보니불법체류가된것이었다. 2000년대중반에E-9 자격으로불법체류를합법화하는정책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 정책에 해당되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할 수 있었다. E-9 신분으로 있으면서

중국도 마음대로오갈 수있게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D-8 외국인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는데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에 있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필히 중국에서 돈이 한국의

금융권으로 유입되어야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투자비자로 변경하게 된다. 당시는 2004년이었다. 지금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살고

있다. 

사례7: H여행사K씨

  K씨도한국에친척연고가없는무연고동포였다. 때문에K씨가초기한국에입국할수있는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한국인 프로커를 통해 일명 위명여권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그런데

공항에서 위명여권이 적발되면서 한동안 한국에 올 수 없게 되었다. 그 뒤에 불법체류문제가

해결되면서본인도실명으로여권을발급받아한국에정상적인과정을통해입국하게된다. 당시에는

C-3 비자로입국하여여러가지일을했다. 그러다가투자비자로변경했다. 그런데여러가지사업의

제약이따르고자신의사업을확장하기위해서라도체류자격이 변경되어야했다. 그래서 2010년 F-4 

비자로변경했다

(4) 고학력자의동포및영주권지위취득

조선족사업가들중유학생출신의사업가들도있다. 이들은한국의대학원에서수학한후한국에서

창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조선족 유학생은 다른 국가

혹은 민족의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자격(D-2)을 부여 받아 입국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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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인2007년부터조선족유학생은재한조선족인구중재외동포자격으로의법적지위가가장먼저

변경된집단이되었다.

사례8: L무역K씨

  K씨는 2003년 서울의 한 대학교에 박사과정 진학을 한다. 당시에는 유학자격인 D-2 자격이었다. 

유학자격이면공부외에할수있는것이거의없었다. 자격외허가서를받아아르바이트를하는것이

전부였다. 대학원수료전까지2년의체류기간이주어졌고수료를하고나면6개월에한번씩연장을

해주었다고한다. 연장시에는지도교수추천서, 통장잔고증명서등을함께제출해야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석사과정이상조선족유학생들도재외동포자격을받을수있게되면서K씨는바로자격을

변경했다. 자격을변경할수있었기때문에사업도가능했다고한다. 현재의법적지위로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보장되는것이가장큰장점이라고한다

사례9: M양꼬치H씨

H씨는30대중반의젊은사업가이다. 중국에서학부를졸업한후2004년서울의한대학의경영대에

입학하여석사학위를취득했다. 재외동포자격이2007년부터적용되었기때문에그는유학생신분으로

학위를마친후모기업에전문직으로취업하여취업비자로일을했다. 그러다가H씨는6년째다녔던

회사를 사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고학력 전문직 경험, 특히 한 회사에서의 장기근속과 연봉

수준등조건으로H씨는영주권을취득할수있었다

경제적자율성이제한적이었던사업가의법적지위는국적, 재외동포, 영주권등국민또는국민에

준하는지위로수렴되고있었다.

2) 자원의유형과성격

(1) 직업경력과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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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사업가들은 중국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었다. 그 중 농·임·목업 등

1차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3.3%,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13.1%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해본적 있는 사람은 31.8%였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은 33.6%였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던 이

사업가들의 주요 직업에는 사업이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으로 32.4%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7.7%로집계되었다(<표4-1-2> 참조).

<표4-1-2> 사업가의중국에서의직업과주요직업(%)

무직 농·임·목 서비스 사업 전문직 공인 기타

종사직업(N=124) 1.7 3.3 13.1 31.8 33.6 0.0 17.3

주요직업(N=117) 3.4 0.0 7.7 47.0 32.4 0.0 9.4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종사직업은응답자가종사했던직업이다. 주요직업은응답자가종사한직업들중상대적으로

중요한직업이다.

중국에서의 직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함에 중요한 경험적 기초가 되고 있었다.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전문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정보의

수집 능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획득함에 보다 우수한 직업적, 경험적 기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서비스업 사업체에 고용되었을

지라도이런경험은한국에서서비스업사업체를운영하는데경험적자원이될수있었다.

<표4-1-3> 사업가의사업동기(%)

구분 비율(N=124) 구분 비율(N=124)

중국에있을때부터했던일 26.6 한국에서다른일어렵고힘듬 33.9

한국에서전문직취업어려움 8.1 나의적성에맞음 32.3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중국에서의 직업적 경험 때문에 사업가들은 자신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180

적성에맞는사업을시작하게된것이다. 또한이러한경험때문에사업가들은한국의2차노동시장의

아무 영역에나 쉽게 편입될 수 없었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다른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한국의 1차 노동시장에 전문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표

4-1-3> 참조).

<표4-1-4> 사업가의교육수준(전문직, 일반노동자와비교)

일반노동자 전문직

2013(N=118)

사업가

2013(N=430) 2008(N=996) 2013(N=124) 2008(N=200)

무학 0.6 0.2 1.7 0.0 0.7

초등학교 5.9 3.0 2.6 3.2 1.4

중학교 18.6 36.4 0.9 12.9 17.7

고등학교 54.2 51.5 17.1 41.9 53.7

전문대 6.8 4.8 11.1 21.8 16.3

대학 11.1 3.4 29.1 16.9 9.5

대학이상 2.8 0.6 37.6 3.2 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2008 중국동포밀집지역

실태조사』설문조사자료,『2008 방문취업제실태및만족도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일반노동자의2008년자료는『2008 방문취업제실태및만족도조사』, 사업가의2008년자료는

『2008 중국동포밀집지역실태조사』이다.

한국의1차노동시장의진입장벽과2차노동시장에대한“거부”는사업가의교육수준을통해서도

드러났다. 사업가의 교육수준을 1차 노동시장의 조선족 전문직과 2차 노동시장의 조선족 노동자와

비교해 보았다(<표 4-1-4> 참조). 2013년 기준 일반노동자의 경우 무학이 0.6%, 초등학교 5.9%, 

중학교가 18.6%였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것이고등학교인데 54.2%였고전문대가 6.8%, 대학이

11.1%, 대학 이상이 2.8%였다. 2008년의 경우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인 응답자가 가장 높은

51.5%였고그다음이중학교로36.4%였다. 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들의경우대부분이고학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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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이 1.7%, 초등학교가 2.6%, 중학교 0.9%, 고등학교 17.1%였고 전문대, 대학 및 그 이상은 각각

11.1%, 29.1%, 37.6%였다. 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의60% 정도가대학및그이상의교육을이수했다. 

사업가들의 경우를 보면 2013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고등학교로 41.9%였고 그 다음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각각 21.8%와 16.9%였다. 2008년의 자료를 봐도 가장 높은 비율은

고등학교로53.7%이고그다음이중학교와전문대로각각17.7%, 16.3%였다. 대학은9.5%였다.

사업가 집단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조선족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는 낮고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높았다.

(2) 가족구성

<표4-1-5> 사업가의한국내자녀수(%)

1명 2명 3명 중국및기타국가 전체

25.8 37.1 0.0 37.1 100.0(N=89)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표4-1-5>와같이사업가들의가족구성을살펴보았다. 자녀가있는사업가들중한국에거주하는

자녀의 규모를 보면 자녀 1명이 한국에 있는 비율은 25.8%, 자녀 2명이 한국에 있는 비율은 37.1%, 

중국및기타국가에흩어져있는경우는37.1%였다.

<표4-1-6> 사업가의전체자녀수와한국내자녀수(%)

전체자녀수 1명(N=44) 2명(N=44)

한국내자녀수(비율) 1명(43.2%) 1명(9.1%) 2명(75.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자녀4명중1명이한국에거주하는경우도2사례있다. 표에서는제외했다

그중전체자녀수가1명이면서이자녀가한국에있는비율은43.2%, 전체자녀수가2명인데그중

1명이한국에있는비율은9.1%, 2명모두한국에있는비율은75.0%였다. 사업가들의대부분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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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생활하고있었다(<표4-1-6> 참조). 

<표4-1-7> 사업가의배우자거주국(%)

한국 중국 기타 전체

81.6 18.4 0.0 100.0(N=87)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사업가의배우자거주지를살펴보았다. 배우자가한국에거주하는비율은81.6%, 중국에거주하는

비율은 18.4%였다(<표 4-1-7> 참조). 사업가의 배우자와 전체 자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은

47.7%였다. 일반노동자의20.9%, 전문직종사자의34.8%보다높은수준이었다(<표4-1-8> 참조)

<표4-1-8> 사업가의가족구성원한국거주비율(자녀, 배우자)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비율 20.9 34.8 47.7

전체 100.0(N=291) 100.0(N=23) 100.0(N=88)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표4-1-9> 사업가배우자의중국에서의종사직업과주요직업

무직 농·임·목 서비스 사업 전문직 공인 기타

종사직업(N=71) 0.0 0.0 0.0 42.5 28.7 0.0 19.5

주요직업(N=71) 0.0 0.0 0.0 46.5 29.6 0.0 18.3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종사 직업은 응답자가 종사했던 직업이다. 주요직업은 응답자가 종사한 직업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가들의배우자 중현재한국에거주하는 사람들의중국거주시의종사직업과 주요직업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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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중국 종사 직업 중 사업을 했던 사람이 4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종사자로

28.7%였다. 주요직업을봐도크게다르지않다. 주요직업중사업을했던사람은46.5%로가장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으로 29.6%였다(<표 4-1-9> 참조). 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업가의 중국 거주시

종사직업과주요직업의분포와비슷한수준이다. 사업가들의 배우자도주로중국에서사업에종사한

경험과전문직에종사한경험이있었다.

이러한 가족구성으로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가족노동력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컸다. 가족고용으로 일컫는 배우자 고용은 많은 경우 무급으로 이루어졌다.

배우자가사업의경험이있으면사업가에게는더없이좋은자원이된다. 그리고자녀의경우학업을

마치고남은시간부모의일손을도와주고있었다. 사업의초기성장과정에가족구성원의지원은더

없이중요했다. 

(3) 초기자본

<표4-1-10> 사업초기자본마련방법

구분 비율(N=124) 구분 비율(N=124)

절약및저축 75.0 친척한테빌림 14.5

중국자본역송금 26.6 친구및지인한테빌림 12.1

중국부동산처분후역송금 9.7 은행대출 7.3

중국에송금한후역송금 4.8 제2금융대출 0.0

출처:『2008 중국동포밀집지역실태조사』설문조사자료.

조선족 사업가들은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번 돈을 절약하고 저축했다가 초기 창업자본으로

활용했다(<표 4-1-10> 참조). 처음부터 투자의 목적으로 한국에 왔거나 초국적 기업의 지사를

운영하는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의 신분으로 왔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자신이번돈을절약하여종자돈을마련해서사업을하게된다. 그다음은중국에저축했던

돈을 한국으로 역송금 한 상황인데 이는 기존의 초기자본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중국에

예금한 자본으로 보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예금한 돈이 없지만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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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해처음부터중국에있는돈을가져온경우이다. 창업자본마련에있어또다른방식은중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본금을 마련한 경우다. 이런 방법도 한국에 저축한 돈이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채우기위해동원되었다. 마지막으로한국에서벌었던돈을중국에송금했다가다시한국으로

역송금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송금 활동을 했다가 한국에서

사업을하기위해다시그돈을역송금한경우이고, 두번째는한국에서투자비자를받아장기체류를

하려면한국에예금한자본으로사업을할경우에만외국인투자로인정을받을수있다. 따라서필히

이자본은해외로부터유입되어야한다는증빙서류가필요했기에일부사업가들은한국에서번 돈을

중국에송금했다가시간이어느정도지난뒤에다시한국에역송금하여투자비자를발급받고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조선족들에게도 재외동포사증이 발급됨에 따라 이런

번거로움은사라지고바로사업을할수있게되었다. 그외친척한테서빌린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미 앞에서 재한 조선족의 인구 및 가족구성을 보았듯이 거의 모든 조선족이

한국에 최소 1명의 친인척이 있다. 이들한테서 돈을 빌리거나 중국에 있는 친척들한테서 돈을 빌려

사업을시작할수있었다. 두번째는친구나지인한테서돈을빌린경우이다. 이미제3장의커뮤니티

참여 부분에서 동향이나 동창모임 참여 빈도를 살펴 보았고, 다음의 소절에서 더 보겠지만 조선족

개인의 동향이나 동창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친구나 지인은 창업자금을 마련함에 아주

중요한 인맥 또는 자원이기도 하다. 공식적 기관을 통한 대출은 7.3%로 기록되었는데

외국적동포노동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조선족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1차노동시장에서전문직으로종사하는등경우를제외하고은행대출을받기어렵다. 특히

외국국적자에대한금융권의대출제한으로일부한국국적을취득한조선족만이공식적인절차를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국적자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은 외국적동포노동자

신분의조선족아닌국적취득자나국민에준하는사람들에게만제한적으로적용되었다.

초기 투자금액을 보면 2천만 원미만은 39.6%, 2천 만원에서 5천만 원은 47.8%였다. 대부분의

사업은요식업을비롯한소규모사업이기에초기투자액수는크지않았다. 10% 가까이되는사람들이

초기 투자액수가 5천 만 원~1억 원 정도였고 1억 원 이상은 2% 였다. 소규모 투자를 위주로 조선족

서비스업이 출현한 것이다. 대부분 집거지 사업가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한 것이 어쩌면 서비스업이

대규모초기자본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장점”때문일수도있다.

사업가는 초기자본을 본인이 절약해서 마련했거나 친척 및 지인 등 연결망을 통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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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금융기관은 제도적(또는 시민권적) 한계 때문에 별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축적된

초기자본에대해대부분의사업가들은소액투자를 통해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이후부터는대규모

투자를통한자본력있는조선족사업가들도출현했다.

<표4-1-11> 사업초기자본규모

중국국적조선족 한국귀화조선족 전체

2천만원미만 40.3 39.1 39.6

2천만원~ 5천만원 44.4 50.1 47.8

5천만원~ 1억원 8.3 9.2 8.8

1억원~ 2억원 1.4 0.0 1.0

2억원~ 3억원 1.4 0.0 1.0

전체 100.0(N=72) 100.0(N=87) 100.0(N=159)

출처:『2008 중국동포밀집지역실태조사』설문조사자료.

(4) 친구및지인50

조선족 사업가를 비롯해서 한국의 조선족들은 다양하게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민족 및 국적별로

각각의 직업군에 속해 있는 조선족의 인맥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4-1-12> 참조). 일반노동자들의

경우 조선족 인맥들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업가 20.5%와

사회단체운영자 19.6%였다. 대학교수는 8.0%, 공무원은 5.4%, 종교지도자는 4.8%, 정치인은 1.3%의

순위였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조선족 인맥들 중 전문직 종사자가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사업가39.0%, 사회단체운영자36.2%, 대학교수가32.5%로높게나왔다. 종교지도자는6.8%, 

                                                       
50 친구나지인을비롯한연결망자원은사후적인설명이라는점에서설득력이떨어질수있다. 이미재한조선족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친구 및 지인

연결망의내용은이들의경제적지위에기초한내용일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이들이사업을확장하는과정에

이 인맥이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조사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조선족노동자, 조선족전문직의상황을함께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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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6.0%, 정치인은 0.9%로낮게 나왔다. 반면 사업가의경우가장 높은비율은 조선족 사업가

인맥으로 52.6%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조선족 단체운영자로 51.7%였다. 기타 전문직 종사자 인맥은

25.9%였고종교지도자와대학교수가각각 13.8%와 12.9%로나왔고조선족공무원과조선족정치인은

7.8%와 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일반노동자, 전문직, 사업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맥들을

보면 사업가, 전문직, 단체운영자 인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무원이나 정치인 인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동시에 각각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직업에 의해

형성한동종직업인맥이높은비중을차지한다. 

조선족들이형성하고있는한족 인맥의상황을보면일반노동자의경우에는한족 사업가와형성한

인맥이 1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종사자로 7.4%였다. 그 뒤로 한족공무원이 3.2%, 

단체운영자 2.9%, 대학교수 1.0%, 정치인 0.6%, 종교지도자가 0.3%였다. 반면 조선족 전문직

종사자들은근로자들에비해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는데한족인전문직종사자는33.0%, 대학교수는

13.0%에 달한다. 그 다음 한족 사업가가 7.8%, 단체운영자가 6.1%, 공무원이 5.2%, 정치인이 3.5%, 

종교지도자가 2.6%로나왔다. 사업가의 한족인맥은더 흥미로운데한족사업가와의인맥이 8.6%였고

그다음기타전문직이5.2%, 공무원이3.4%였다. 그다음다른한족인맥은거의형성하지않고있었다. 

세직업군의조선족이형성한한족인맥의공통적인현상은조선족인맥과대조적으로현저히낮다는

것이다. 조선족전문직종사자들은그래도일반근로자나사업가에비해한족들과의인맥을어느정도

형성하지만여전히같은조선족인맥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다.51

마지막으로 세 직업군에 있는 조선족들의 한국인 인맥으로 보면 일반노동자들이 형성한 한국인

사업가인맥이상대적으로높은19.9%를차지했고그다음이전문직인맥으로10.6%에달했다. 그리고

한국인 공무원 인맥은 9.0%, 종교지도자는 6.7%, 단체운영자는 6.1%로 나왔으며 한국인 대학교수는

5.4%, 정치인은 4.2%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조선족 전문직 종사자들은 기타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인과 형성한 인맥이 가장 높은 51.8%였고 그 다음이 한국인 대학교수로 50.0%를

차지했다. 이는 조선족 전문직 종사자들은 한국에서 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회사에취직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그다음조선족전문직종사자들의40.0%가한국인사업가, 

29.6%가 한국인 공무원과 인맥을 형성했다. 그 다음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한국인과는 23.7%, 

종교지도자는 22.8%, 정치인은 13.0%를 기록했다. 조선족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기 직업에 있는

                                                       
51 이는이사람들의거주지역, 커뮤니티구성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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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형성한 인맥은 일반근로자의 그 것보다 월등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조선족

사업가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이 한국인 사업가와 형성한 인맥인데 45.7%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한국인 사회단체운영자인데 32.2%였고 대학교수는 29.3%로 나왔다. 정치인, 공무원 인맥은 모두

25.9%였고기타전문직과종교지도자와의인맥은25.2%와 16.5%를차지했다. 조선족사업가역시상기

직업의 한국인들과 형성한 인맥 분포가 일반노동자의 한국인 인맥보다 높다. 동시에 조선족 전문직

종사자들과 비교해 보면 특정 직업, 즉 동종 직업의 비율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기록하고있었다.

집거지사업가들은전반적으로일반노동자에비해여러직업에분포한넓고풍부한인맥을형성하고

있었다.

<표4-1-12> 사업가의직업별인맥(%)

구분
일반노동자(N=412) 전문직(N=117) 사업가(N=116)

조선족 한족 한국인 조선족 한족 한국인 조선족 한족 한국인

정치인 1.3 0.6 4.2 0.9 3.5 13.0 5.2 0.0 25.9

공무원 5.4 3.2 9.0 6.0 5.2 29.6 7.8 3.4 25.9

사업가 20.5 10.6 19.9 39.3 7.8 40.0 52.6 8.6 45.7

대학교수 8.0 1.0 5.4 32.5 13.0 50.0 12.9 0.0 29.3

종교지도자 4.8 0.3 6.7 6.8 2.6 22.8 13.8 0.0 16.5

단체운영자 19.6 2.9 6.1 36.2 6.1 23.7 51.7 0.0 32.2

전문직 21.8 7.4 10.6 44.0 33.0 51.8 25.9 5.2 25.2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집거지사업가들이형성하고있는국적및민족별인맥을일반노동자와전문직과비교해보았다(<표

4-1-13> 참조). 일반노동자들의 경우 중국국적 조선족 인맥 비중이 가장 높은 65.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한국국적한국인인맥으로29.1%를차지했다. 한국귀화조선족은6.5%였고중국국적한족은

5.8%였으며 한국귀화 한족은 1.1%였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가장 높은 것이 한국국적 한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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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를차지했고그다음이중국국적조선족으로51.4%였다. 한국귀화조선족인맥은6.5%, 중국국적

한족과 한국귀화 한족은 모두 2.8%를 차지했다. 사업가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한국국적 한국인으로 45.5%였고 그 다음이 중국국적 조선족 37.6%와 한국귀화 조선족으로 29.7%를

차지했다. 한국귀화한족은4.0%에그쳤다. 

집거지사업가들은다른직업의조선족에비해한국국적자와의인맥을많이형성하고있었다. 

<표4-1-13> 사업가의국적및민족별인맥(%)

일반근로자(N=375) 전문직(N=107) 사업가(N=101)

중국국적조선족 65.7 51.4 37.6

중국국적한족 5.8 2.8 0.0

한국국적한국인 29.1 57.9 45.5

한국귀화조선족 6.5 6.5 29.7

한국귀화한족 1.1 2.8 4.0

기타 5.1 4.7 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3) 법적지위와자원의결합52

아래는 앞에서 정리한 사업가의 법적 지위와 동원 가능한 자원이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통해정리했다.

                                                       
52 중국의대형국유기업이나민영기업들이한국시장에진출하는과정에한국법인의사장은한국어와중국어두

가지언어가능통한고학력조선족들이맡는경우가많다.또한1980년대이후부터중국에서사업에성공한조선족

사업가들이한국에적극적으로진출하면서한국법인을설립하고있다. 한국법인설립뿐만아니라한국의기업을

인수하는 조선족 기업가들도 있다. 중국 기업의 한국 법인 사장이 된 조선족,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을 한국에

투자하여한국법인을설립한조선족, 한국법인을인수하여한국에서사업을하는조선족등사업가들은집거지

사업가의범주에속하지않기때문에대상에서제외했다.



189

(1) 창업단계에서의결합

사례1: J냉면K씨

결혼의 방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K씨는 중국에서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서울

왕십리에서 불고기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사업의 초기 자본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위치한 곳이 도로확장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동창모임을 가리봉동에서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지역에 교포(조선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처음 목격한다. 당시 가리봉동에는

식당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고향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이한것은한국사람들도이중국음식을먹으러다니는것을목격한것이다. 새롭게사업을하려고

했던 참에 아예 가리봉동에서 냉면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2005년 가리봉동으로 오게 되었다. 

K씨의경우가리봉동에서상대적으로일찍사업을시작한사람이었고이분야의경험도있었기때문에

사업은날로확장되어현재에는인근지역에식당5개를소유하고있다. 사업을목적으로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K씨의 한국 국적은 그가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함에 중요한

자격이자 신분이었다. 이런 신분 하에 그의 중국에서의 경험, 초기 자본 등이 함께 사업의 시작과

확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것이다.

사례2: G여행사Y씨

Y씨는 1996년 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온 뒤 국적을 취득했다. 그 뒤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S생명의보험설계사로일을 한경력이중요했다고한다. 당시보험설계를해주었던고객은

주로한국인이었지만조선족고객도있었다. 이조선족고객중Y씨를통해보험에가입했던한고객이

여행사를한번해보고싶은생각이없는지문의를해왔다. 한번도전해보고싶은생각이있어서그

고객이운영하던여행사를인수했다. 여행사를찾아오는손님의99%가동포(조선족) 고객이라고한다. 

여행사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적당한 수준의 사무실은 2천~3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더 멋있게 하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현재의 사무실을 만들 때 권리금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3천만 원 좀 안되게 비용이 들어갔다. 현재는 중국과 한국에 여행사를 각각 설립해서

배우자와함께운영하고있다. Y씨역시친척방문으로한국에온뒤한국국적을취득함으로써대기업



190

보험설계사와같은외국국적자가경험할수없는경험을할수있었다. 또한그의한국국민으로서의

신분 때문에 여행사와 같은 사업체를 인계받는 과정에 어떠한 정책적 장애도 없었다. 때문에

적당한(또는 적은) 규모의 초기 자본이 마련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국 국적, 적은

초기비용, 가족자원등이사업의시작단계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것이다.

사례3: H신문L씨

중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마친 L씨는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정부의 산하에 설치된 외국인

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관에서일을한적있다. 당시이기관의주도로중국동포단체들의회의가

열렸는데 외국인 범죄나 중국동포 범죄 이야기가 주요 화두였다고 한다. 강력 범죄보다 경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더 많았는데 이런부분은 한국의법률과 관련된내용을 잘교육하고 전달하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의 마음이 맞는 조선족 친구들과 1,500만 원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런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신문사(주식회사)를설립했다. 당시 이친구들은 모두

박사과정에있거나박사학위를취득한친구들이었다. 이렇게국적을취득한조선족출신의고학력자의

주도로주변의고학력지인들이소규모의초기자본으로사업체를설립하게된것이다. 

사례4: C식당O씨

  O씨는 2003년에 한국에 왔고 2005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한국에서 모은 돈도 좀 있고,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합쳐 4억 원 정도를 초기 자본으로 활용했다. 그는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창업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혼자 창업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중국 심양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는 한국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사업체의소유는본인의이름으로하고사업과정에여러가지법률적인부분은한국인이도와주었다. 

이런경우는충분한초기자본을소지한귀화조선족이한국지인연결망을통해사업을시작한사례에

해당한다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는 자신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이자 조건이었다.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장 받고 자신이더욱 잘할 수있는일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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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법적지위는다른조선족보다사업을함에풍부하고적합합자원들과결합되어경제적지위의

변화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2) 사업확장및변경단계에서의결합

사례5: S양꼬치L씨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L씨는 한국에 온 후 시화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인해 한국에서 취업이 어렵게 되는데 이때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양꼬치 가게의 운영을 맡게 된다. 이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1천만원을내고양도를받을수있었다. 당연히당시이가게의업주는L씨가아니었다. L씨의

법적 지위가 합법화 되면서 이 사업체는 완전히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이

가게는꾸준히규모가커져갔고대림동이아닌다른곳에두번째와세번째가게를설립한다. L씨의

사례는 비록법적 지위가 법인을소유할 수없는 지위이지만 경영을 통해먼저 사업에 익숙해진 후

사업의확장과함께 법적지위가 변경되면서 본인소유의 사업체를소유함으로써 공식적인사업가가

된사례이다. 법적지위의변경이이렇게사업가의출현에중요한영향을미쳤던것이다. 

사례6: C여행행정사N씨

N씨는재외동포신분에서 사업을시작했다.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등전문적인 분야의사람들을

고용하여 동포들을 상대로 한 행정업무를 시작했다. 초기 투자 자본은 충분했다고 한다. N씨는

중국에서높은교육을이수한적없기때문에초기에쉽게재외동포신분을획득할수없었다고한다. 

대신한국에서벌어놓은돈이많아서사업을시작하면서영주권으로변경할수있었던것이다.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 본인이 시작한 일이 전문적인 법률 등 분야였기 때문에 많은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다. 그런데 본인의 법적 지위만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귀화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 국적으로 살고 있다. 

N씨의 경우를 보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 국적을 취득한

사례에해당한다. 이렇게사업의시작은물론확장과정에법적지위의역할이중요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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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M물류P씨

  P씨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소규모 화장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중국에서한국화장품이나의류등경공업제품과섬유제품들이인기가많다보니큰규모의사업을할

수있었다. 그러던중한국의중소화장품제조업체를인수하여본인들이법인을하나만든후브랜를

개발하여하나의완제품으로중국에수출해야겠다는생각을 하게되었다. 본인들이한국에서법인을

설립하고 중소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현재의 법적 지위가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발견하고적극적으로한국국적으로귀화하고자했다. 특히사업규모를확대하고자은행대출을

받으려면외국국적으로는한계가 있었다고한다. P씨의경우도 일정한규모의사업을하고있었지만

단계적으로규모가성장하는과정에기존의법적지위하에서경제적자율성의한계를느끼게되었고

이로인해한국국적을신청한사례에해당한다.

사례8: Y핸드폰대리점S씨

S씨는 2009년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하고싶어하던중적은초기자본을투자하여창업하는경우인커피숍이나레스토랑등프랜차이즈

사업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S씨는 이미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아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어 했다. 대림동에 핸드폰대리점(또는 판매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Y핸드폰대리점을

창업한다. 2005년전후로한국인이운영하는핸드폰대리점은있었지만조선족들이운영하는것은거의

없었다. 재외동포 자격보다 한국 국적이 통신사와의 거래, 핸드폰 제조회사와의 거래를 함에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S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국적 신청까지 접수하여

현재한국국적으로사업을하고있다.

법적지위는사업가가사업규모를확장하거나사업내용을변경하는과정에도중요한역할을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사업체의 실 소유주가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

법적지위는중요한조건으로작용했다. 국민에준하는법적지위로사업을하더라도여러가지제약

때문에국적을취득하고자하는사람들이지속적으로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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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소결

집거지사업가들은한국사회에편입된이후부터꾸준한법적지위의변화를경험하고있었다. 이들

역시재한조선족인구가보편적으로그랬듯이초기입국시에는한국에서의경제활동자율성이극히

제한된법적지위가부여되었다. 그러나점차국민또는국민에준하는지위로의변화를통해한국의

노동시장에서법인을소유하고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자격을부여받았다. 이들은한국에가족(또는

친척) 연고가 있을경우 이연고에 근거하여 국적을취득했고 또한 배우자의국적 취득과 함께한국

국민이 되었다. 이들의국적 취득은 당시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법적지위가 굉장히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시기에 이루어 진 일이었다. 또한 이들의 국적 취득은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사회 또는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던,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귀화는 이들이 사업가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자격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 외 2000년대

중후반외국적동포노동자지위에서재외동포자격으로법적 지위가변경된사람들, 한국의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입학했다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고학력자들도 사업을 하게 된다.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는국적과비슷한수준으로이들이사업을함에필요한자격을제공했다.

이사업가개인은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었다. 교육수준의경우한국의1차노동시장의전문직

종사자보다는낮고2차노동시장의조선족노동자보다는높은수준이었다. 중국에서의직업적경험을

보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지만 그 중 주요 직업은 사업이나 전문직이었다. 어쩌면

사업가들은 한국에서 전문직 종사는 “어렵고” 동시에 산업노동자로 기능하기는 “싫기” 때문에

경험적으로익숙한직업을선택한것으로볼수있다. 이사업가들중상당수가한국에서가족단위로

생활하고있었다. 이가족은사업을시작함에중요한가족노동력을제공한다. 초기자본의경우상당

부분은한국에서노동을통해저축한자본이었다. 대신이들이사업을할때초기자본의규모는너무

크지않았다. 마지막으로다양한직업에있는조선족, 한국인친구나지인자원을형성하고있었다.

이자원들은사업을시작하는창업단계와사업의확장또는변경단계에서사업가들의법적지위와

밀접하게결합되었다. 이미국적을취득한조선족은한국국민으로서의경제활동자율성이인정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력, 교육수준, 가족자원, 친구 및지인 연결망 등이다양하게 결합되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법적으로 사업체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나

기존의사업과다른사업을새롭게시작한다거나더큰규모의사업으로성장하는등과정에이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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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역시중요한자격으로기능했다. 

조선족 사업가의 중국 경험과 동원 가능한 자원은 한국의 1차 및 2차 산업에서에서의 사업보다

집거지 서비스업에 적합했다. 또한 이미 형성된 공단 지역의 서비스업은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유인요소이기도 했다. 이렇게 집거지 조선족인구 중일부는 집거지 서비스업을 구성한사업가가 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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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조선족 사업가 중심의 집거지 서비스경제

집거지의 풍부한 정주 및 유동적 소비인구는 사업가의 출현에 필수적인 경제적 조건이었다. 

집거지에서 중국어 간판, 중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간판이 증가하고 한국인들이 생소하게 느꼈을

법한 중국의 지명으로 된 사업체들이 출현하면서 이 지역의 (조선족)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집단으로서 사업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집거지 소비시장을

토대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가들이 법인을 소유하는 것과 함께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의

자율성이보장되었기때문이다.

제2절에서는 이런경제적 자율성을 전제로조선족 사업가의 사업체위치, 거주지분포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 실체로서 집거지 사업가가 출현했다는 것을 밝히고, 두 번째는 사업가들의 종사

업종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집거지 서비스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보고자한다.

1) 사업가의분포

조선족 사업가의 출현은 집거지의 태동과 함께 시작했다. <표 4-2-1>을 보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해 온 조선족 사업가들은 대체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15.1%를 차지했다. 사업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04년

이전이라는 뜻인데 이때 사업을 시작한 조선족은 아마도 남한에 연고를 두었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한국국적을취득한후사업을한사람일것이다. 그다음8~9년정도의경력을보유한사람들이

3.8%였는데이경력이면 2005년을기점으로사업을시작한사람들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조선족

미등록자에 대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해여서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사업 경력이 6~7년 정도인 사업가가 30.1%를 차지했는데 이 경력이면 사업 시작

시기가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라는 것이다. 2007년 이후는 방문취업제도가 실시되면서 재한

조선족 주민의 규모가 급증한 시기이다. 사업 경럭이 4~5년은 17.5%, 2~3년은 31.3%, 1년 및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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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은 2.5%였다.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 이후 사업을 시작한 비율은 81.4%였다. 조선족의 밀집

지역이급격하게팽창하면서사업가들도급증한것으로볼수있다.

<표4-2-1> 사업가의사업기간

1년및미만 2~3년 4~5년 6~7년 8~9년 10년이상 전체

2.5 31.3 17.5 30.1 3.8 15.1 100.0(N=109)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사업가들은 집거지라는 환경이 사업을 시작함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 중

29.8%가 조선족의 집거지 형성을 통한 소비시장의 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다음 이 조선족

인구가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생각한 사람으로 24.2%였다. 거기다가

조선족들의 씀씀이가 크다고한 사람은 8.9%였다. 이집거지는 조선족만 거주하는 것이아니라 중국

한족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기에(2.4%), 한족 시장이 커진 것 역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

사람(4.0%)도 있었다. 그 외 한국인 상대로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은 5.6%였다(<표 4-2-2> 참조).

집거지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주요 시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족, 한국인 등 다양한 인구도 소비자로

보고있었다.

<표4-2-2> 사업가의사업계기(집거지요인들) 

구분 비율(N=124) 구분 비율(N=124)

조선족시장이커짐 24.2% 한족시장이커짐 4.0%

조선족이집거 29.8% 한족조선족함께집거 2.4%

조선족씀씀이큼 8.9% 한국인시장상대 5.6%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그외에‘한족씀씀이큼’은0.0%, 기타항은1.6%이다.

조선족 사업가의 사업체 소재지 분포를 보면 영등포구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85사례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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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구로인데 40사례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금천구와 관악구는

상대적으로적게집계되었고기타지역은2008년과비슷한26.2%로집계되었다(<표4-2-3> 참조).

<표4-2-3> 사업가의사업체소재지분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관악구 기타 전체

2013년
사례 85 40 2 45 172

비율 49.4% 23.5% 1.1% 26.2%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2013년자료의경우한사람이여러개의사업체를보유하고있기에사업가사례는124사례이지만

사업체는172개로집계되었다.53

사업체의위치와함께사업가의거주지분포를보면이들중절반정도인49.4%가영등포구에살고

있었고 그 다음이 구로구로 23.4%를 차지했다. 금천구와 관악구가 합쳐서 5.7%로 집계 되었다. 

제3장에서 정리했던 재한 조선족 인구의 분포와 결합하여 보면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거한

지역에 사업가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4> 참조). 이들의 거주지역과 사업체

소재지역은 거의같은 지역(자치구)에놓여 있음을알 수있다. 사업가들은 거주지와가까운 곳에서

사업하고있었던것이다.

<표4-2-4> 사업가의거주지분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관악구 기타 전체

사례 60 29 7 38 124

비율 48.4% 23.4% 5.7% 30.7% 10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53 사업체소재지분포는전체재한조선족사업가의분포가아니라조사대상자사업가의지역별분포이다. 이

조사가밀집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서울의기타지역의상황은포함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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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조선족집거지의형성과함께출현한사업가들은꾸준히집거지경제를구성해가고있었다. 

조선족 사업가의 증가는 이 지역 사업체 소유주의 구성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2008년 밀집지역을

기준하여 간판을 중국어 또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한 사업체의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귀화

조선족이 사장인 사업체는 87개로 전체의 44.8%, 중국국적 조선족 소유의 사업체는 72개로 37.1%, 

한국인 사업체는 26개로 13.4%였다. 밀집지역의 상권은 조선족 또는 조선족 출신의 귀화자가

한국인보다많았다.54

이 집거지는 사업가들이 사업규모를 확장함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사업가들이

집거지에서 사업을 시작한후비집거지역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중첫 번째사업체를 집거지에

설립한 비율은 97.5%로 비집거지에 첫번째사업체를 설립한 2.5%에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두

번째 사업체를 여전히 집거지에 설립한 경우는 74.8%, 일반 지역은 15.2%였다. 두 번째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집거지 사업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사업가들이 출현한

것이다. 세 번째 사업체의 경우 집거지에 설립한 경우는 46.7%, 일반 지역은 53.3%로 일반 지역이

집거지를능가한다(<표 4-2-5> 참조). 조선족사업가들에게있어집거지는경제적지위또는 신분을

변화시킴에중요한토대이자조건이었다.

<표4-2-5> 사업가의신규사업체위치

지역구분 첫번째사업체 두번째사업체 세번째사업체 네번째사업체

집거지역 97.5 74.8 46.7 100.0

일반지역 2.5 15.2 53.3 0.0

전체 100.0(N=118) 100.0(N=33) 100.0(N=15) 100.0(N=7)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54 『2008 중국동포 밀집지역 실태조사』 설문조사자료. 그 외 가리봉동 우마길 상권의 사업체와 관련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2013)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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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1] 가리봉동조선족상권

(2014.04.24. 촬영)

[그림4-2-2] 대림1동조선족상권

(2014.04.24. 촬영)

[그림4-2-3] 대림2동조선족상권

(2014.04.24. 촬영)

[그림4-2-4] 자양동조선족상권

(2014.04.24. 촬영)

[그림4-2-5] 가리봉동음식점1

(2014.04.24. 촬영)

[그림4-2-6] 가리봉동음식점2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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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7] 대림1동음식점1

(2014.04.24. 촬영)

[그림4-2-8] 대림1동음식점2

(2014.04.24. 촬영)

  

실제로2006년대림1동에서S양꼬치를창업한L씨는바로Q샤브샤브를설립했고2013년에는마포구

용강동에 두 번째 양꼬치 가게를 개업했다. L씨는 기존의 양꼬치 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변경하고 대림 1동의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조선족) 양도한 후자신은 다른곳으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6년 L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세 번째 양꼬치 가게를 개업했다. 이와 같이 사업가의

사업 규모의 확장도 집거지를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삼고 있었다. 집거지는 조선족 사업가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갔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도의 시행 이후부터 집거지에는

다양한업종의사업체가줄지어출현하기시작했다.

2) 사업가의종사업종

조선족 밀집지역과 가리봉동의 상황을통해 집거지사업가의 종사업종을 정리했다. 밀집 지역의

경우사업가들중식당이37.8%로비중이가장컸다. 그다음이노래방으로14.0%, (한중)무역회사가

12.7%로 세 번째 규모였다. 그 다음은 여행사로 11.0%였다. 그 외 핸드폰가게는 2.0%, 의류가게는

1.3%, 컴퓨터가게는 1.3%, 중국식품점은 3.3%, 주류유통회사는 0.7%, 기타 업종은 6.0%였다. 

가리봉동의경우식당이62.2%로가장높았다. 그다음이노래방으로16.4%, 여행사가8.2%로세번째

규모였다. 그 다음 안마 3.3%, 행정사 3.3%, 미용 및 네일아트 3.3%, 핸드폰가게 1.6%, 의류가게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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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6> 사업가종사업종

사업종류
실태조사비중

(N=124)

가리봉동비중

(N=61)
사업종류

실태조사비중

(N=124)

가리봉동비중

(N=61)

식당 37.8 62.2 한중무역회사 12.7 --

노래방 14.0 16.4 여행사 11.0 8.2

핸드폰가게 2.0 1.6 화장품가게 2.0 --

의류가게 1.3 1.6 기타 6.0 --

컴퓨터가게 1.3 -- 안마 -- 3.3

중국식품점 3.3 -- 행정사 -- 3.3

주류유통회사 0.7 -- 미용·네일아트 -- 3.3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2013 가리봉동사업체조사』현장조사자료.

주: 2013년자료에서사업가들중하나이상의사업을하는사업가들이있기에전체퍼센트는100%가

아니다. 2008년자료의경우젠체퍼센트는100%이다.

(1) 요식업

① 일반식당

일반 식당은 특정한 요리만 생산하는 식당이 아니라 최소 20~30가지 이상의 요리를 만드는

종합식당들이다. 이런식당은규모가다양하다. 보통작은규모는평균적으로8인용원탁혹은식탁이

5개 이하이고 중간 규모는 5~10개이며 큰 규모는 10개 이상이다. 큰 식당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면적도 크고 고용된 종업원들도 많다. 보통 1명 이상의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중국에서

요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나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식당의 사장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생산하는 요리들은 중국 중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의 요리가 아니라 북방의 요리들이다. 특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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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의요리를주로만든다. 그이유는한국에거주하는중국국적자또는조선족들은북방, 특히

동북지역에서 많이 왔기 때문이다. 식당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도 추가한다. 단순히 손님

맞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인들의 회갑잔치, 진갑잔치, 아기의 돌잔치는 물론이고 젊은 부부의

결혼식피로연을이런식당에서할때도있다. 이러한잔치나연회는보통중간규모이상의식당에서

한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족들은 가족단위로 정주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나 가족 내에

경사가 났을때 중국에가기 보다한국에서 모이는 것이더 편리하다. 중국에 있는가족들이 한국에

오는것이한국에있는가족들이중국에가는것보다더편리했기때문이다. 이런식당의특징은특정

메뉴나 상품을 특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찾았을 경우

웬만한 요리는거의 모두제작 가능한식당이다. 메뉴에없다 하더라도 고객이주문하면 부분적으로

제작가능한요리도있다.

②특화식당

특화 식당은 주요 메뉴가 있고 다른 요리들을 곁들어 생산하는 식당을 말한다. 대표적인 주요

메뉴는 양꼬치, 샤브샤브 등 요리이다. 양꼬치는 중국의 신강이나 내몽고 등 지역의 민족들이 즐겨

먹었지만 연변이나 동북 지역의 조선족 사회에 전파되어 조선족들의 입맛에 맞게 개량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연변지역에 양꼬치점이 급증하는데 이와 비슷한 요리 기법으로 한국에서

조선족들도 양꼬치점을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양고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지만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에서 온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한국내 양고기의수요가 급증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양고기는 처음에는 서울과 너무 멀지 않은 충청도나 강원도 양 농가에서 식용

양고기를 조달했는데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양 농가보다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호주나

뉴질랜드 산 양고기를 직접 조달받아(S양꼬치 L씨)” 만들고 있었다. 샤브샤브의 경우도 한국식

샤브샤브가아닌중국의사천지역이나내몽고지역의샤브샤브를원조로조선족의입맛에맞게개량한

것이다. 이 샤브샤브의 주요 식자재 역시 양고기나 소고기이다. 양꼬치나 샤브샤브를 주 메뉴로

하더라도 곁들어 중국 북방 요리들을 만든다. 중국의 회식문화는 여러 가지 요리를 놓고 함께 먹는

것이기때문에아무리메인요리가있다하더라도곁들어다른요리들을주문하게된다. 이런식당은

단일가게의규모로볼때일반식당보다작다. 그런데여러지역에분점을내어규모를확장하는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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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유리하다.

③조선족특화식당

조선족 특화 식당에는 조선족의 전통 음식을 특화 요리로 삼고 곁들어 다른 요리들을 생산하는

식당들이 포함된다. 조선족의 전통 음식은 넒은 의미에서 한민족의 전통 음식과 그 유(類)에서는

비슷하면서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전통 메뉴를 특화한 식당들 중 전형적인 것이

연변냉면이다. “연변 냉면은 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 날씨가 추우면

손님이 끊긴다는 말이다. 냉면을 주요 메뉴로 하면서 겨울이나 여름철에도 제공할 수 있는 온면55도

만드는가 하면 다른 중국식 요리를 같이 만들어야 손님이 줄어드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판매하는 음식이다양해야 사람들이 자주찾아 온다(J냉면 K씨).”이런 식당은 또중국식요리뿐만

아니라 조선족들이 즐겨 먹는 찹쌀순대, 입쌀밴새, 감자밴새 등 요리56까지 선보여서 사람들이 즐겨

찾기도한다.

④간단한밥집

간단한 밥집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 평균적으로 4인용 식탁이 5개 미만이다. 이런 식당은 경영을

통해큰이윤을남기기보다적자가나지않는전제에서운영하는경우이다. 밥집들은다양한메뉴나

특화된메뉴를생산한다기보다사람들이쉽게간단히소비할수있는백반, 국밥등만든다. 식당을

찾는 고객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이많이찾는다. 새벽에일하러나갔다가저녁에돌아와간단히식사를하고집에들어간다. 

                                                       
55연변식냉면은메밀로만들어졌고여러가지재료로만들어진육수와고기, 닭알, (뼈)완자, 과일, 김치등을함께

곁들인냉면이다. 2015년연변냉면은길림성을대표하는중국의지역별대표음식으로선정되었다. 온면은주로

옥수수가루로만들었고역시여러가지재로로만들어진육수와고기, 닭알, (뼈)완자등이곁들어진음식이다.
56참쌀순대는순대속이참쌀로된순대로선지, 시레기등이함께들어가있는순대이다. 입쌀밴새는입쌀(백미)을

가루내어 반죽한 다음 채소나 고기 소를 넣어 교자 모양으로 빚은 만두이다. 감자밴새는 감자가루를

반죽하여(밀가루를섞을수도있다) 채소나고기를소를넣어교자모양으로빚은만두이다. “밴새”는몽골어로

교자(또는만두)라는설이있다. 모두조선족의전통음식으로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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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노동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집에가서음식을만들어먹기보다간단한식사를제공하는밥집이

싸고편리하다. 큰이윤을 남기려고하지않기에밥값도노동자들에게는아주 합리적이다. “조선족

아저씨들이 와서즐겨 먹는것은 돼지고기 시라지장물(시레기 장국)이다. 그냥 집에서먹는 것처럼

만들어서 파는데 자주 사람들이 다닌다. 한국에도 이렇게 간단한 국밥집이 있는데 그래도 고향에서

먹었던입맛에맞아야하지않겠는가?(Y식당K씨)”주류도판매를하지만이런식당은여러사람들이

와서회포를푸는곳이아니기에그매출이크지않다.

[그림4-2-9] 가리봉동한족특색스트푸드점

(2013년5월18일촬영)

   [그림4-2-10] 가리봉동만주족특색음식점

(2014년2월25일촬영)

⑤중국식패스트푸드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들이 포함된다. 주로 여러 종류의 병(餠)이다. 몇 년 전

대림2동에서 시작한 전병(煎餠) 가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기도 했다. 그 외에 밀가루, 

옥수수가루, 좁쌀(조)가루, 녹두가루등곡물을주요식자재로 하여반죽한후번철(燔鐵)에균일한

두께로펴서익힌여러가지병들은많은사람들이즐겨먹는다. 그외에꽃빵(花卷), 꽈배기(麻花), 

찐빵(饅頭), 단팥빵(豆沙包) 등음식들도많다. 물론고객이급증하여많은이윤을낼수도있겠으나

이런가게역시큰규모로이윤을남기기보다제한된작업장에서적자가나지않은전제에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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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경우가 많다. 곡물을 주요식자재로 한 길거리패스트푸드외에 육류도있다. 되지머리의 여러

부위로만든요리나, 족발, 소세지등이있고가금류도있다. 닭발, 닭다리, 닭목은물론이고오리나

거위 요리들도 많다. 이런 음식들도 작은 가게에서 만들거나 앞에서 언급한 특화된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서곁들어만들기도한다. 이길거리패스트푸드점의고객은다양하다. 

(2) 유통업

①무역회사

2005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기업형 유통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요 거래 고객은 집거지의

요식업 관련 사업체들이다. 유통회사는 중국이나 한국의 일반시장에서 완제품을 조선족 사업체에

조달하거나본인이중간단계를통해포장을변경한후유통을시키고있다. 이사업에종사하는L물산

K씨는“2005년에들어서면서물류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 중국에서들여온물건의통관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중국 식품들이 보따리로 마구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하여 보따리상들을 규합하여

정식으로 한국 식약청에 접수하여 그들의 물건이 허가를 받게 해 준 후 통관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50~60가지의 중국 식품 완제품을 한국에서 유통시키고 있다. 중국의

소스(老干媽등), 취두부(臭豆腐), 구화장(韭花醬), 깨장(芝麻酱), 국수등여러가지가있다.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들은 중화요리를 하는 호텔이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다. 80~90% 되는 주된 소비자는

그래도 중국 소비자들이다. 이미 한국에 50만 정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 1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의 시장에 유통시키는 외에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간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 과정은 별도의

제조과정이라기 보다 한국 시장의 수요에 따라 포장을 변경하는 과정이다. L물산 K씨는 “중국에서

농산품이나 수산품을 큰 봉지 포장으로 수입한다. 업체마다 다른데 내가 들여 오는 것은 마늘의

경우에20~50kg짜리포장이있는가하면, 다른농산품도역시한포장이크다. 이런것이한국시장에

유통되게하려면재래시장이나마트에들어가서일반소비자가직접구매하게하려면내가이포장을

뜯어서작은포장으로바꿔야한다. 예를들어마늘은한봉지에200g~500g로바꾸고다른수산품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한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은 중국 상품의 한국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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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중국수출도준비하고있었다.

[그림4-2-11] 대림1동재래시장의영채

(2013.10.13. 촬영)

[그림4-2-12] 대림2동중국식품점외부매대

(2014.04.24. 촬영)

②중국식품점

  중국식품점은주로중국에서수입한상품들을다룬다. 술, 과자, 가공농수산품, 가공식품, 조미료, 

간식, 등이포함된다. 중국과자류에서가장많이볼수있는것으로중국의추석명절음식으로유명한

월병이있는가하면일반시중에서판매되는빵이나과자류가있다. 그리고중국사람들이즐겨먹는

소금에 절인 오리알이나 중국 짠지류 등이다. 이런 식품점의 중국식품은 앞에서 언급한 무역회사가

다루는품목이다

③일반마트

일반 마트는 특정 상품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품들을

판매하는 마트이다. 한국에서 생활함에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잡화나 식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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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되어있다. 조선족무역업자들은중국산농산품을판매하기쉽게다시포장하여납품한다. 마늘, 

양파, 파, 배추, 고사리 등을 비롯하여 중국산 농산품들은 이런 마트를 통해 중국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이런 일반 마트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것도 있고 조선족이 경영하는 것도 있다. 

경영자혹은소유주가누구든상관없이조선족집거지에 있는 마트들은조선족 무역업자들과 거래를

하기도한다.

(3) 여행업

여행업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국 내에서 관광하게 하거나 한국 관광객을 중국에 송출하는

사업이지만 그보다는 첫째, 여행업무를 담당한 여행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관광객을 유치 또는

송출하는데 협력하는 경우, 둘째,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셋째, 여행업무와 함께 비자신청이나 국적취득 등의

행정업무를대행하는경우등이포함된다. 

첫 번째 경우 이미 한국, 홍콩이나 대만계 여행사들이 한-중 사이 관광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2000년대 중후반에 사업을 시작한 조선족 사업가들이 이 시장을 파고드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든다.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상품인 오프라인 항공권 판매와 행정업무를 개발했다. 조선족 주민들이

대부분이 중년 이상이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기에 이들은 초반에는 현금으로

배표나 비행기표를 구매했다. 티켓이 발매된 후에도 e티켓을 출력할 곳도 마땅치 않아 이런

서비스까지함께제공했다. 인터넷에접속하여출발과 도착시간을찾아보고가격을비교하여온라인

결제를 하는 번거로움보다 조선족 주민들은 이런 여행사를 직접 찾아 직원과 얼굴을 보면서 가장

합리적인상품을문의하고구매하는아날로그식의방식을더욱선호했다. 

조선족 주민이나 기타 중국국적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비자 문제였다. 

비자를발급받자면 출입국사무소에방문하여신청서를작성하고순번대기표를뽑고기다려야했다. 

물론온라인예약서비스가나오면서새벽부터줄을서서앞자리순번대기표를뽑기위해하루전체를

할애하는일은줄어들었지만그럼에도전체중국국적자인구가많기에아무리중국국적자전용창구를

설치했어도비자신청과접수는늘많은시간을할애하는일이었다. 따라서여행사들은정부의허가를

받고비자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행업무를 새로운상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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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의 경우 9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고 등록증이 만기되면 연장해야 하고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여행사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대행을맡기면굳이하루종일출입국사무소에가서줄을설필요가없었고대신그시간에

일을할 수있었다. 또한 체류자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가족을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용어가 복잡하고 준비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행사는 이 과정부터 책임져주는

서비스를제공했다. G여행사Y씨는“할머니한분을만난적있다. 그할머니는이미국적을취득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자기 아들을데려오고 싶고딸도 데려오고 싶고 며느리도데려오고 싶고 식구들

전부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도 데려오고 싶어했다. 할머니가 처음

나한테 찾아오셨을 때 나는 비용과 한국에 나오는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다. 수속이 잘 안되어 식구들이 나오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후에

며느리를데리고다시찾아왔다. 하여나는다시며느리한테도똑같은설명을세시간이나해주었다.

설명을 다듣고 며느리가 한번해 보겠다고 하여수속을 진행했다. 그런데 운이좋게도 그 집식구

12명을모두한국에데리고나오게되었고12명모두영주권을받게되었다. 12명이한국에나올때는

그냥나오는 것이 아니고모두 비용을들여 나오기에 그수속비만받아도 꽤좋은 수입이었다”라고

했다.

상기의 업무나 서비스를 제외하고 2010년을 전후하여 부분적 여행사는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 한국에 성형을 하거나 한국의 의료기관에 진료, 건강검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모집하고 한국의 공식적 의료기관에 소개해 주는

일이이상품의주요내용이다.

(4) 판매업

①전자기기판매점

조선족 집거지를 중심으로 생겨난 컴퓨터 및 전자기기 매장은 이 지역에 사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에서 온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판매와 수리 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런사업체가 막생겨날

때당시의조선족들은체류자격이제한적인사람들이많았다. 이들은한국에서거주할수있는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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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기 때문에 싼 가격의 중고 컴퓨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싸게 사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따라서 이런 매장에서는 중고 노트북을 주요 판매

상품중하나로설정하고있다. 그런데정주자가증가하면서신형노트북이나전자제품에대한수요도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용산이나 기타 전자기기 전문 판매 지역에 가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거주지

인근에서 품질이 보장되는제품을 구입할 수있다면 굳이멀리 갈 필요가없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

이런 판매점에서는 조립pc도 판매한다.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못지 않게 조립pc로

데스크탑을구입하고자하는사람들도있었다. 

②핸드폰대리점

조선족이경영하는핸드폰대리점은2010년전후부터출현했다. 이는전반적으로외국국적자에대한

통신사 가입 및 신규핸드폰 개설과 관련된 정책이 완화되면서 가능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외국국적자의가입은제한적이었다. 한국인의명의로 대신가입해야하는 경우도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조선족의 법적 지위가 변화하면서 개인 명의로 신규가입이 가능해 졌고 따라서

조선족들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명의로 개통하고자 하는흐름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이런흐름에 익숙하고

동시에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의 조선족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핸드폰 대리점이나 핸드폰

판매점을설립하여조선족이나외국인을상대로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

③화장품및의류매장

한국화장품이나의류는중국인들한테인기상품이다. 화장품이나의류를중국으로수출하는사업을

하는 외에 집거지에 매장을 신설하여 집거지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조선족들도 출현했다. 

백화점에 가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거주지역 또는 근무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이런 가게를 찾는 고객들의 심리이기도 하다. 이들이 다루는 화장품 브랜드와 종류는

다양하다. 국내시중에있는(종합)화장품가게와마찬가지로다양한브랜드의제품을판매하고있다. 

의류 매장은 고가의 옷 보다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류들이다. 그 외에 중고 의류도 곁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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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거나중고의류를전문적으로다루는가게도있다. 중고 의류는제조업이나 건설업에종사하는

남성노동자들이주로구입한다.

(5) 기타업종

      ①소규모술집

  호프집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술집이다. 이 술집은 보통 테이블 3~5개 정도로 규모가 비교적 작다. 

이런 술집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사업체는 단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규모의 확장을

거의경혐하지않는다. 사업체의주인이바뀌는일이비일비재하다.

②노래방

조선족의 유흥문화에서 노래방은 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노래방을 가는 것은 중년세대가 즐겨

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1990년대 초반 이미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 “가라오케이” 등 유흥시설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노래방이 출현했다. 회식 후 노래방에 가서 남은 회포를 푸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성인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보는 곳이었다. 조선족들이

경영하는노래방은기존한국인이경영하던노래방을인수하거나새롭게시작한경우모두포함된다. 

노래방에는한국음악은물론중국음악까지수록되어있다. 

③이미용업

P씨는“미용원을이용하는고객은미용사와충분한대화를통해자신의스타일을만드는데. 그런데

언어적 제한때문에 한국인미용사와 정확한 대화를나누지 못해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많았다. 

아마도 그래서 한족이거나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더 찾는게 아닌지

모르겠다(Y미용원P씨)”라고한다. 이미용원은규모가크지않다. 말그대로‘동네미용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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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을찾는 사람들은주로 중년여성들이나 간단한 이발을 하러 오는남성 노동자들이다. 그외

작은가게를열어매니큐어와같은소규모뷰티서비스를제공하는가게도있다. 

④안마

안마는중국에서중의학이나한국에서한의학에서말하는안마를가리킨다. 경락, 추나, 발안마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특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의안마서비스를제공한다. 

2절소결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의 태동부터 조선족 정주 및 유동인구와 함께 이 집거지를 구성한 중요한

집단이었다. 

집거지의조선족인구의증가, 한족인구의증가, 나아가한국인거주민의규모등이이들이사업을

함에중요한소비시장이었다. 재한조선족사업가들중대부분이집거지를자신의주요사업지역으로

선택하였고이지역을바탕으로사업규모의확장을비롯한경제적지위의변화를꾀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집거지에 있는 본인의 사업체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에서사업하는사람뿐만아니라집거지에거주하는정주민이기도했다. 

조선족 사업가 인구 규모가 집거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집거지 내에서도 조선족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조선족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상업 구성이

재편되었다. 가리봉동, 대림1동, 대림2동등지역에서 조선족 또는한국국적으로 귀화한조선족들의

사업체가 한국인 사업체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밀집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조선족사업가의출현과규모의확대는이들이자신의경제적지위를통한지역사회에서의주도적인

역할을함에중요한조건을제공하였다.

집거지의 사업가들은 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유흥업, 통신 및 전자제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중 요식업 사업가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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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나기타중국인, 부분적한국인을주소비자로간주하고있었다. 식당은규모가큰일반식당, 

특정 상품만 특화시킨 식당, 빠르고 간편하게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식당 등 다양했다. 유통업은

한국과중국사이의물류사업을말한다. 조선족집거지는물론한국의기타지역에서소비되는중국

상품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다. 집거지에 한정해서 보면 이들은 주로 집거지 재래시장이나

중국식품점, 마트, 식당등에식자재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을공급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해수입된

상품들은 집거지의 깊숙한 곳까지 유통될 수 있었다. 조선족 집거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시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여행업은 관광객 유치와 송출 등 사업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간기관이기도 했다. 특히 법적 지위 변경, 친척초청 등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의 변화와 가족이주 등 정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여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다양한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집거지 조선족 주민들의 컴퓨터, 

핸드폰등을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지역에전자제품판매점과핸드폰대리점

등이출현하게되었다. 또한화장품과의류판매점도집거지에 출현한다. 마지막으로소규모의술집, 

노래방등유흥업사업체들이출현하고소규모의미용실과안마등서비스업체들도출현했다.

집거지의 서비스업의 다양한 영역에 조선족들이 진출하면서 그 비중도 날로 커져갔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집거지 서비스업의 중요한 구성집단이 되어갔다. 집거지의 확대는 사업가의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의 지속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는 확대된 경제적

지위에비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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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집거지 사업가의 경제적 및 계급적 지위

  

집거지의풍부한정주및유동적노동인구는사업가의출현에필수적인경제적조건이었다. 한국의

2차노동시장에 고용될수 있는자격의 조선족노동자들은 집거지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족

사업가들에 고용되기 시작했다. 사업가들은 지속적으로 집거지를 통해 저임금·미숙련 조선족

노동력을 수급받을 수있었다. 사업가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수있었던 것은법인 소유, 거주의 자유

등을비롯한경제적자율성이보장되었기때문에가능했다.

제3절에서는 사업가의 경제적 자율성을 전제로 이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그 고용 규모는

어떠한지를정리하는것을통해실제로맺어진고용관계의내용을밝힐것이다. 두번째는사업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사업가 집단이 재한 조선족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보다 우월한 경제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세 번째는 사업가들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의 경제적 수준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사업가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보다 우수한

경제적위치(또는계급적지위)에있다는것을밝힐것이다.

1) 사업가의고용규모와유형

풍부한노동과소비인구의지역적군집, 동원가능한자원과법적지위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

조선족집거지에서고용주로서사업가들이출현했다.

<표4-3-1> 조선족사업체피고용자규모

자기고용 전체피고용자 유급피고용자

8.1%
1~4인 5인이상 1~4인 5인이상

67.7% 16.2% 82.3% 9.7%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조사에응답한사례중5인이상유급피고용자중가장많은것은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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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의고용유형을살펴보면<표4-3-1>과같다. 자기고용은전체사례에서8.1%를차지했고

피고용자수가 1~4인은 67.7%, 5인 이상은 16.2%였다. 동시에 유급 피고용자들을 기준으로 1~4인

피고용자가있는경우가82.3%이고5인이상은9.7%를차지했다. 

이와동시에사업가들이사업을시작함에있어가족노동력의지원도중요했다. <표4-3-2>를보면

전체 124사례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가가 61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 가족

구성원에는배우자, 자녀, 부모, 친형제자매, 기타친척등이포함되었다. 배우자가피고용자의경우

유급은42.1%, 무급은57.9%로집계되었다. 자녀가피고용자인경우유급은93.3%, 무급은6.7%였으며

부모가 피고용자인 경우 100%가 무급이었다. 친 형제자매가 피고용자인 경우 100% 유급

피고용자였으며기타친척이피고용자인경우유급은68.4%, 무급은31.6%에달했다. 

<표4-3-2> 가족피고용자중유급과무급의비율

전체(N=61) 유급 무급

배우자 62.3%(38사례) 42.1% 57.9%

자녀 24.6%(15사례) 93.3% 6.7%

부모 1.6%(1사례) 0% 100%

친형제자매 26.2%(16사례) 100% 0%

기타친척 62.3%(38사례) 68.4% 31.6%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단일 사업장의 피고용자의 국적·민족별 구성을 보면 모든 피고용자가 조선족인 경우가 35.5%로

가장높았다. 조선족과한국인을고용한경우는29.1%를차지했다. 다음은모든피고용자가한국인인

경우인데 18.2%를 차지했고 조선족, 한족, 한국인을 함께 고용한 경우는 17.3%로 가장 낮았다. 

조선족과한국인을함게고용한비율은2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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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3> 유급피고용자의국적•민족별구성

조선족 한국인 조선족・한국인 조선족・한족・한국인 전체

35.5 18.2 29.1 17.3 100.0(N=11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표4-3-4> 사업가의구인연결망

신문광고 친척추천 지인추천 구인광고(사업체) 구인광고(인터넷) 기타

20.9 26.4 43.6 21.3 6.4 2.7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사업가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피고용자를 모집한다. 가장 많은 경우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추천을받는것으로43.6%를차지했고그다음으로친척을통해추천받는것으로26.4%를차지했다. 

조선족사업가들의 경우대부분이조선족집거지에서사업을 하기때문에오가는조선족근로자들이

보기쉽게자신의가게에직접구인광고를붙이기도한다. 이런경우는21.8%를차지했다. 그다음이

신문광고를 통해 구인하는 경우인데 이런 광고는 조선족 집거지의 무가지 신문에 게재하는 사업체

광고와 구인 광고를 말한다. 이 경우는 20.9%를 차지했다.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구인광고는 한국내 구인구직과 관련된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도 있고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광고를게재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조선족온라인신문에유료광고를게재하는경우가

포함된다. 이경우는6.4%를차지했다(<표4-3-4> 참조).

<표4-3-5> 조선족사업가에고용된조선족노동자의구직연결망

신문등잡지

광고
직업소개소

고용센터등

공공기관

회사공채혹

특채정보
친척, 지인 가족

19.2 6.8 4.1 8.2 53.5 9.6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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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거지 사업가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들의 구직 연결망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친척이나

지인(53.5%)였고, 그 다음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였다(19.2%). 그 다음이 회사의 채용

정보(8.2%), 직업소개소(6.8%), 고용센터등공공기관(4.1%)였다. 이들은다양한구직연결망을통해

조선족사업가들에게고용되었던것이다. 

조선족사업가들은 친척이나친구 연결망을통해 근로자를고용하려고했고신문광고, 구인광고나

인터넷 광고와같은 공식적구인은 연결망을 통한구인의 보조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자기고용, 유급고용 등 다양한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고용의 규모도 다양했다. 

이들이고용한노동자는조선족을 위주로구성되었고한족이나 한국인들도있었다. 조선족사업가와

조선족노동자들은다양한구인과구직연결망을통해고용관계를형성했다.

2) 사업가의경제적수준

<표4-3-6> 사업가의월평균소득

구분
100 만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 만원

이상
전체

사업가 0.0 28.8 17.1 17.1 13.5 23.4 100.0(N=110)

근로자 4.3 69.6 19.0 5.5 1.5 0.1 100.0(N=392)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이어사업가들의개인소득(월급에해당)을살펴보았다. 월소득이 100만원미만은 0%, 100~200만

원은 28.1%이며 200~300만 원은 16.6%였다. 300~400만 원은 16.7%이고 400~500만 원은 13.2%였으며

500만원이상은25.4%였다. 사실500만원이상에는많게는월소득이1,000만원을넘는사업가들도

있다. 단순히사업가개인의월소득분포만보더라도일반노동자에비해월등히높다는것을알수

있다(<표4-3-6> 참조).

사업가사업체의수익을보면“작년(2012년)의경우한달에한가게에서최소1,000만원은올린것

같다. 이것도 가게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다. 위치가 좋고 잘 되면 더 많아진다(S양꼬치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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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나는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잘 된것같다. 작년(2012)에내 가게다 합치면 1년에 수익이몇

억은 되었다(S주식회사 S씨)”. 이처럼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기록하는 사업가들도 있다. 2016년

한중창업경영협회제2대회장으로당선된M주식회사S 대표는서울과수도권등에6개직영점과15개

가맹점을보유하고있는데직영점에서만연매출60억원을올리고있었고직영과가맹점을합치면한

가게당평균연매출 7억원이상에달한다고했다(연합뉴스, 2016.06.27). 사업이대규모로 확대된

사업가가 있는 반면에 적당한 수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업 규모의 변화는 <표

4-3-7>과같이종업원수, 수익, 고객수등의변화를통하여살펴볼수있었다.

<표4-3-7> 사업가의사업규모의변화

구분 증가 불변 감소 전체

종업원수 23.1 35.6 41.3 100.0(N=104)

수익 31.2 29.4 39.4 100.0(N=109)

고객수 30.0 36.0 34.0 100.0(N=100)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사업규모의변화를노동자수와수익을통해보면고용한노동자의수가증가한경우가23.1%이고

사업 초기와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은 경우가 35.6%이며 감소한 경우가 41.3%였다. 수익이 증가한

경우가 31.2%이고변하지 않은경우가 29.4%이며감소한 경우가 39.4%였다. 소비자의규모가 증가한

경우는 30.0%이고 변하지 않은 경우는 36.0%이며 감소한 경우는 34.0%였다. 이렇게 사업규모가

확장하는 사업가 못지 않게 축소되는 사업가들도 있었다. 어떤 사업가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반대로

어떤사업가들은사업을그만두거나다른업종으로변경하기도한다.

<표4-3-8> 사업가의사업체수

1개 2개 3개 4개 전체

73.0 17.1 3.6 6.3 100.0 (N=118)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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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거지 내에서의 사업은 사업체의 확대를 비롯한 사업 규모의 확장에 필요한 초기 자본의 축적

과정이기도 했다. 집거지에서의 경험적 자원, 초기자본 등을 축적한 후 이들은 사업체의 수를

중가하는것을통해사업규모를확장하고있었다. 조선족사업가들중사업체하나만보유한사람은

73.0%, 2개를 보유한 사람은 17.1%, 세 개를 보유한 사람은 3.6%, 4개를 보유한 사람은 6.3%였다. 

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나왔던 M주식회사 S씨처럼 더 큰 규모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들도있었다(<표4-3-8>).

<표4-3-9> 사업가의집세부담금

구분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사업가 7581.4 (N=43, 3085.9) 1545.2 (N=73, 1104.7) 47.9 (N=73, 20.8)

근로자 5031.1 (N=58, 3889.7) 744.9 (N=175, 884.055) 33.4 (N=179, 21.015)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괄호안은사례수와표준편차이다.

사업가들의 사업 규모와 함께 주거 비용을 살펴 보았다. 전세로 살 경우 사업가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7,581.4만원으로 일반 노동자의 5,31.1만원보다 2,500만원 이상높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1,545.2만원으로노동자의744.9만원의2배이상이었고, 월세값은47.9만원으로노동자의

33.4만 원보다 15만 원 정도 높았다. 주거 비용을 통해서도 사업가 집단이 전반적으로 일반 노동자

집단에비해우수한경제적지위에놓여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비록 사업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사이에서도 성장하는 사람과 답보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규모가 축소되는 사람 등으로 나뉘었다. 

그럼에도이들의경제적수준은조선족사회내에서2차노동시장에편입된노동자보다우수한위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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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족피고용자의기능적성격과경제적수준

조선족집거지사업가에고용된조선족노동자의성격을밝히기위해한국의2차노동시장의한국인

사업가들에고용된조선족노동자와비교해보았다.

<표4-3-10> 고용주국적별조선족노동자의평균연령과교육수준

고용주구분
평균

연령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이상

조선족(N=81) 40.5 0.0 8.0 12.0 62.0 8.0 10.0

한국인(N=196) 39.7 1.0 3.6 17.3 60.7 6.6 10.7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전체평균연령은39.7세이다.

고용주가조선족인노동자의평균연령은40.5세, 고용주가한국인인조선족노동자의평균연령은

39.7세로차이가없었다. 이들의교육수준을보면고용주가조선족인경우무학은0.0%, 초졸은8.0%, 

중졸은12.0%를차지했다. 고졸은62.0%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그다음전문대가8.0%, 대학은

10.0%를 차지했다. 고용주가 한국인인 경우 무학은 1.0%, 초졸은 3.6%를 차지했고 중졸은 17.3%를

차지했다. 여기서도 고졸이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문대는 6.6%였고 대학 이상은

10.7%였다. 조선족사업가에고용된사람과 한국인사업가에 고용된사람들의 교육수준도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족 근로자들의 주관적 언어능력을 살펴 보았다(<표 4-3-11> 참조). 먼저 조선어의 경우

고용주가 조선족인 근로자들 중 아주 잘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49.0%였고 잘한다는 사람은 34.7%를

차지했다. 보통이 16.3%를 차지했고 못하거나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0%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관적 언어능력은 5점 만점에 4.3점으로 집계 되었다. 고용주가 한국인인 경우

아주 잘한다고 답한 사람은 41.1%를 차지했고 잘한다는 응답이 40.1%를 차지했다. 그리고 보통이

17.3%,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비율은 0%와 1.5%였다. 전체적으로 주관적 언어능력은 4.2점이었다. 

중국조선어에대한주관적수준은뚜렷한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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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을보면고용주가조선족인경우아주잘한다는응답은13.0%, 잘한다는응답은50.0%를

차지했다. 보통이32.6%, 못한다는응답과전혀못하는경우는각각4.3%와 0%였다. 전체적으로보면

한국어 주관적 능력은 3.7점이었다. 고용주가 한국인인 경우를 보면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경우가

22.2%, 잘한다는 응답은 40.9%를 차지했다. 보통은 32.3%였고 못함과 전혀 못함은 각각 4.0%와

0.5%였다. 평균적 한국어 능력은 3.8점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한국어 수준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능력을 보면 고용주가 조선족인 경우 아주 잘한다는 응답과 잘한다는 응답은

각각 30.4%와 34.8%를 차지했고 보통은 32.6%를 차지했다. 못함과 전혀 못함은 각각 2.2%와 0%를

차지했다. 전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중국어 능력은 3.9점이었다. 고용주가 한국인인 경우를 보면

중국어를아주잘한다는응답과 잘한다는응답은각각 18.7%와 33.3%를차지했고보통이 40.4%였다. 

못함과전혀못함은각각6.6%와1.0%를차지했고전체적인능력은3.6점이었다. 

조선족사장에게고용된조선족노동자나한국인에게고용된노동자나주관적인중국조선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의 차이는 수치상 상대적으로 작았다. 대신 주관적인 중국어 능력에 있어 조선족에게

고용된노동자들과한국인에고용된노동자의차이는상대적으로컸다. 

<표4-3-11> 고용주국적별근로자의주관적언어능력

언어

구분

고용주국적

구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전혀

못함
전체 능력

중국

조선어

조선족(N=81) 49.0 34.7 16.3 0.0 0.0 100.0 4.3

한국인(N=196) 41.1 40.1 17.3 0.0 1.5 100.0 4.2

한국어
조선족(N=81) 13.0 50.0 32.6 4.3 0.0 100.0 3.7

한국인(N=196) 22.2 40.9 32.3 4.0 0.5 100.0 3.0

중국어

(한어)

조선족(N=81) 30.4 34.8 32.6 2.2 0.0 100.0 3.9

한국인(N=196) 18.7 33.3 40.4 6.6 1.0 100.0 3.6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조선어’는중국에서배운조선어문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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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사업가들은 자신이고용한 근로자들의월급을여러가지를고려하여결정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한 것은 노동자들의 경력이었다. 이 경력은 곧

숙련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같은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풍부하고 숙련 정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일의 강도(强度), 즉 노동의 양과

세기로51.8%를차지했다. 조선족사업가들의종사산업의특정상육체노동에종사하는피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노동의시간과 노동의양에 따라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것이었다. 세번째는

연령인데 이는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할수 있는일의 종류와해결할 수있는 노동의 양이많기에

연령 또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민족변수가 중요하게 나왔다. 이는

사업가들이 특정 민족을 차별하고 특정 민족을 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분업으로 인하여

서로기능적으로 다른 민족이상이한 부분에서 노동을 하기때문에월급을 차등 지급한다는뜻이다.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과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민족이 다를 수 있고

일의 강도와 노동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차등 지급 될 수밖에 없다. 한족 요리사의 월급은

조선족종업원의월급보다높다. 그리고요식업이아니라여행사의경우언어적한계로한족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 일의 양이 조선족의 그 것보다 적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임금의 차등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민족 변수는민족 그자체보다는 개인의 인적, 사회적 자본의내용에 따라노동의

양과 질이 다르기에 임금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간주하고있었다.

<표4-3-12> 사업가에고용된노동자의월급결정요인들(사업가기준)

구분 N=110 구분 N=110

성별 22.3 경력 63.8

연령 35.4 일의강도(성격과양) 51.8

민족 28.1 기타 28.1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기타에는‘학력’,‘비자유형’등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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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13> 사업가에고용된노동자의노동시간, 휴식일, 월소득

소득 일근로시간 월휴식일

조선족고용주(N=81) 166.0 (99.6) 11.1 (3.0) 4.0 (1.9)

한국인고용주(N=196) 160.9 (89.9) 11.1 (3.0) 6.2 (6.9)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이러한기준에의해조선족사업가에고용된노동자들은월166만원의소득을받고있었고일평균

1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휴식일은 4일이었다.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들의 경우 월 160.9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었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일 평균 11.1시간을

노동하고 있었다. 월 평균 휴식일은 6일이었다. 단순 통계적으로만 보면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은한국인에고용된조선족노동자에비해일근로시간은비슷하지만월근로일은많음으로써

좀많이일하고좀더받는노동조건에있었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와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조선족 노동자

사이에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들의 언어적 구사 능력에 있어서 전자는 보다

중국어에익숙한특징이있었다. 이들은중국어를구사해도충분히노동할수있는집거지에서조선족

사장들한테고용되었던것이다. 이들의경제적지위는자신을고용한조선족사장이나집거지사업가

집단보다낮았고한국의일반노동시장에편입된조선족노동자들과비교하면뚜렷하게높거나낮다고

볼수없었다.

3절소결

제3절에서는 집거지 사업가의 고용유형, 경제적 수준, 사업가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제적 수준

등을살펴보았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에 따라 자기고용, 가족고용, 유급노동자

고용등다양한고용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자기고용과가족고용을제외한유급노동자의고용에는

조선족 노동자는 물론이고 한족 노동자,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도 포함되었다. 집거지 사업가들과



223

이들에고용된노동자들은다양한구인과구직연결망을통해고용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다양한고용관계를구성하고있는사업가의경제적지위는최소한재한조선족인구집단내에서는

우수한위치에있었다. 이들의개인수준에서의소득은다양한구간에분포되어있었고동시에상대적

고소득 집단에도 부분적인 사업가들이 포함되었다. 사업 규모에 있어서 일부 사업가는 성장했고

일부는 변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축소되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은 사업가들은 지속적인

확장을통해자신의경제적지위를인상시키고있었다. 뿐만아니라이들은집거지내에서상대적으로

우수한경제적지위를기반으로노동자에비해많은주거비용을지불하면서거주하고있었다.

다른 한편 집거지 사업가들은 집거지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보다 우수한 경제적

위치에있었다. 이들에게고용된노동자들은한국의2차노동시장에고용된조선족노동자들과비슷한

고용조건에있었다. 굳이그차이를언급한다면전자는상대적으로능숙한중국어수준때문에집거지

조선족 사업가들에 고용되어 후자에 비해 좀 더 많이 일하고 대신 좀 더 많이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일반 노동시장과 유사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만들고

있었다. 이는집거지라는경제적공간과그외부가최소한노동의조건, 노동에대한보수등부분에서

있어서큰차이가없다는의미이기도했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조선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및 민족) 

노동자를고용하고있었다. 사업가들은재한조선족인구와집거지조선족인구내에서우수한경제적

위치에 있었다. 이들의 계급적 지위는 우수한 경제적 지위를 바탕하고 있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는 이들이 집거지 주도적 집단이 되고자 하는 동시에 집거지를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보편적지위를획득하고자하는실천들을(practices) 배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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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업가의 정체성 재설정과 사회적 지위의 지역화

집거지 서비스경제에서 태동한 사업가들은 우수한 계급적(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집거지

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가들은 집거지 내에서의 경제적 및 물질적

기반을통해한국사회의보편적인지위를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었다. 

사업가들이집거지의주도집단이되기위해서는먼저집거지의구주도집단인 종교단체의역할을

대체해야 했다. 재한조선족의 법적 지위가안정적이지 않았을 때이들을 동원하고 집거지의 여론을

주도한 집단은 종교단체였다. 두 번째는 조직적 실체로서 사업가 주도의 단체를 구성해야 했다. 

사업가개인의경제적지위는집거지내에서우수할수있으나집단으로서여론을형성하기위해서는

실체적인 조직이 필요했다. 셋째는 사업가의 한국 사회에서의 보편적 지위가 집거지를 기반으로

구성되기때문에집거지유지의논리(정체성)를갖추어야했다. 넷째는조선족(한국또는중국), 한국, 

중국등국가기관이나민간으로부터의인정을받아야했다. 

제 5 장에서는 먼저 집거지 구 주도집단인 종교단체의 역할과 집거지 조선족 사회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종교단체가 사업가 집단의 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볼 것이다. 둘째, 

사업가단체의유형을정리하는 것을통해실제로집거지를기반으로사업가들이 주도적인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밝혀볼 것이다. 셋째는 이단체들이 추진한 사업과 국가에제기하는 요구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사업가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밝혀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중국의조선족사회, 한국또는중국의정부나민간이사업가에보내는반응을정리하는것을

통해이들이어떻게인정받고있는지밝혀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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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집거지 구(舊)주도집단으로서 교회의 역할과 유산

집거지 조선족을 대표하는 구 주도집단은 종교단체(교회)였다. 1990 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의 크고

작은종교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조선족의 법적지위의 변화를위한운동을중요한사업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다. 당시외국인 또는 미등록외국인 신분의재한조선족은 여러 종교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 종교단체들이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회세력이었다.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과정에 드러난

종교단체(시민)와국가의관계는조선족집거지구성원이한국사회에서자신의법적지위를변경함에

필요한논리와근거를제공해주었다.

제 1 절에서는 종교단체들이 재외동포법의 개정 과정에 헌법 소송, 사회세력과의 협력, 

재한조선족사회에미친영향을정리하는것을통해57 종교단체가사업가의조직화와정체성의설정에

어떤영향을미쳤고어떤유산을남겼는지밝혀보고자한다.

1) 재외동포법위헌소송제기

1994년부터성남시에서외국인노동자의인권운동을시작한‘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김해

성목사는재한조선족법적지위의변화운동에참여한중요한종교인(또는종교단체운영자)이다. 그

는1990년대초일산신도시, 성남분당신도시건설붐으로고용된조선족노동자를비롯한외국인노

동자를위해많은일을해왔다.58 김목사와조선족근로자의관계는1996년조선족산업연수생사기피

해실태조사단의중국방문을(한겨레, 1996.12.26) 통해돈독해졌다. 사기피해실태조사59 이후김해

                                                       
57 이부분은박우(2011)의부분적내용을보완하여재구성한것이다.
58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국적이나 민족보다는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연대하였다(한겨레, 1996.06.12).
5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한국인 한테 사기 당한 조선족 중 수백명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못이겨스스로목숨을끊거나돌연사했거나빚독촉을받다가피살되었다(산업연수생입국에관한공청회, 

2001,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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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목사는중국내조선족들이한국인에게당한피해의내용이북한에까지전파되고있고, 북한에서는

중국동포들도이렇게당하고있는데통일이되면자신들의처지는더심각하게짓밟힐수있다는얘기

가파다하다고주장했다. 그는중국동포에대한무관심을반성하고동포로인정해야하며이들이한

국인에의해입은피해를하루속히보상해야한다고지적했다. 그리고정부에해외동포를위한부서

를 만들어 체계적인 해외동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다(한겨레, 

1997.01.28).60 김목사의역할은1999년8월12일재외동포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더욱부각되었다. 

국내체류조선족과종교단체및비종교시민단체로구성된‘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와‘평등한

재외동포법개정촉구연대집회’의재외동포법개정운동은재외동포법의비합리적이고불평등한부분에

대한개정을주요목표로설정하고있었다.

당시국내에체류하고있던미등록조선족들은재외동포법이제정되고재한조선족이재외동포법의

동포범주에포함될경우자신들의법적지위는자연스럽게인정될것이라고믿었다. 그러나재외동포

법은재미동포들에게혜택이많이간법(정인섭, 1999:317)인데다가한국내체류하고있는조선족의

출입국과법적지위문제를해결하는법도아니었다(차종환외, 2002: 95-106). 심지어동포범주에서

조선족은제외되기까지했다.

이로인해당시경실련시민이법위원회위원장이었던이석연변호사와김해성목사등은8월23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 씨(45 세), C 씨(75 세), J 씨(42 세) 등조선족 3 명을

청구인으로 “재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한겨레, 

1999.08.23, 1999. 08.28). 이헌법소원은“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해외로이주한자및그

직계비속을재외동포의범주에서제외함에따라, 자신들이위법률에서규정하는혜택을받지못하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 10 조), 평등권(헌법 제 11 조) 등을

침해당했다고주장”하는요지로접수되었다(헌법재판소, 2001.11.29, 99헌마494, 사건개요참조). 

이3명청구인의주장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적법이혈통주의(속인주의)를채택하고있고(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헌법

제 2 조 제 2 항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는 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인데,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60 김해성 목사는 북한돕기행사(한겨레, 1997.04.14), 조선족 강제추방,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항의(한겨레, 

1998.11.22) 등조선족과외국인노동자가함께하는행사를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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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제외한것은청구인들의헌법상기본권인헌법제10조의인간의존엄과가치

및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것이다.

둘째,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나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국외로이주한자중대한민국의국적을

상실한자와그직계비속(이하‘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라한다) 은본질적으로우리동포라는점에서

는동일함에도재외동포법이과거대한민국국적보유여부라는자의적인기준을내세워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에게만혜택을부여하고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에대하여는혜택을배제한것은합리적근거

없는차별로서헌법제11조제1항의평등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다.

셋째, 나아가이사건심판대상규정이외국국적동포의해당기준을실질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이

후에이주한자만으로한정한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통성을부정하는것으로서이는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선언한헌법전문에어긋나는것이다.

조선족은일제시기만주로간독립운동가의후손이고이들의이주역사를조금이라도공부했으면단

순한과거국적주의에의해조선족을‘재외동포’에서배제하는일은없을것(이종훈, 1999, 2001), 조

선족이법적으로‘재외동포법’의적용대상에포함되는것은너무당연한것(이종훈, 2003, 2005), 또

한국적의시각에서조선족의법률적지위를분석해보면조선족은만주에갔을때나지금이나한번도

대한민국국적을포기한적없기에조선족은사실상2중국적자였다(노영돈, 1999, 2002)는주장이조

선족의법적지위문제에서의중론이었다. 좀더구체적인수준에서중국이나구소련동포들이법적

해석과같이1948년정부수립이전외국국적을취득하여대한민국국적을보유한사실이없는자인가

에대한논쟁도뜨거웠다. 일제시대중국으로이주한조선족대부분은당시중국국적을취득하지않았

으며일제당국도공식적으로는중국국적취득을통한일본인신분의이탈을인정하지않았다. 중화인

민공화국이정식으로성립한시기도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인 1949년 10월1일이므로이른바조선족

에게현재의중국국적이부여된것은그이후의일이다. 따라서조선족이1948년정부수립이전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해석은 올바르지 않았다(정인섭, 

1999:315-316).

이헌법소원에대해재외동포법은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판결을받게되었다. 헌법소원을냈던당

사자들의주장요지에서“평등권침해여부”가위헌성논의의핵심으로부각되었고결국위헌판결도“요

컨대, 이사건심판대상규정이청구인들과같은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재외동포법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차별취급은그차별의기준이목적의실헌을위하여실질적인관계가있다고할수없고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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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도또한적정한것이라고는도저히볼수없으므로이사건심판대상규정은합리적이유없이정부

수립이전이주동포를차별하는자의적인입법이어서헌법제11조의평등원칙에위배되고이로인하여

청구인들의평등권을침하하는것이다”라고결론이났다. 재외동포법의제2조제2호와동법대통령령

제3조는헌법에합치하지않으므로2003년12월31일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정할때까지계속적용된

다고최종판결했다(법률제6015호제2조, 대통령령제16602호제3조참조). 판결요지는재외동포법

의적용대상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자중외국국적취득이전에대한민국의국

적을명시적으로확인받지않은자와그직계비속”, 즉대부분의중국동포와구소련동포등을제외

한것은정당성을인정받기어렵다는것이었다.

이위헌판결에대해당시법무부장관은두번이나의견서를개진하여청구인의심판청구각하와심

판청구의기각을주장했다(정인섭, 2002:223-242). 당시한국에거주하고있는조선족들에게있어서

재외동포법의내용에대한구체적인이해보다이법이규정하는재외동포의범주에포함되는것이중

요했다. 조선족당사자들의꾸준한노력과재외동포법의문제를제기한정계, 학계, 그리고조선족들

을이끈종교단체및비종교시민단체의노력으로2004년 3월5일, 재외동포의정의를비롯한일부조

항들이개정될수있었다(법률제7173호).

  재외동포법의개정을이끌어내는과정에김해성목사를비롯한종교인(또는종교단체)은중요한역

할을수행했다. 특히주목할부분은조선족청구인의헌법소원을주도한부분이다. 법적지위의변화

는재한 조선족개인의 시민권적 지위와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법적지위의 변경은 전문적인법의

영역인바, 재외동포법에대한위헌소송이라는법적절차를통해해결해야한다고보았다. 이미제3장

에서살펴보았듯이한국의조선족인구는전체중국조선족인구중에서도여러지표상상대적으로낮

은지위의집단에분포되어있었다. 또한이들이중국에서사회운동을통한법의개정을이끌었던경

험이있다고볼만한충분한근거도없었다. 더욱이당시의재한조선족인구중한국의법제도또는법

제화의과정을잘아는전문적인인구집단이있었다고볼수도없었다. 때문에청구인3인이국회를통

과한재외동포법의위헌소송을내고위헌판결까지얻어내는과정은누군가의도움이없이는불가능했

다. 종교단체의역할은바로공식적인법적절차를통해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의변화를이끌어내

는일련의과정을주도했다는것이다. 이런경험은사업가들이집거지의주도집단이된이후재한조

선족의시민권적지위의변화를위해새로운법을입안해야한다고주장함에중요한선행사례이자참

고사항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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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법개정운동주도

1999년재외동포법이국회를통과한 4일뒤인8월 27일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를비롯한시민단

체와조선족들이서울종로탑골공원에서‘재외동포법제정및시행반대’집회를열었다. 집회참가

자들은한국이싫어서잘사는미국으로간재미교포만동포이고독립운동하러만주·연해주로간사람

들의후손은동포로되지못했다고분개했다. 중국, 러시아와의외교적마찰을우려하여조선족과고

려인을제외했다는정부의주장에대해서‘중국동포의집’은중국도최근혈통주의에따라강력한화

교정책을펴고있고중국의항거도거세지않은상태에서이런식으로할경우사대주의정권임을자인

하는꼴이라고주장했다(한겨레, 1999.08.28).

2000년 1월, 김해성목사는서울구로동에‘중국동포의집’을열어본격적으로서울에서의활동을

시작했다(한겨레, 2000.03.09). 그는미등록자의인권을무시하는정부의행태를규탄하는한편선교

의차원에서미등록조선족들을조직하기도했다.61 2000년이후부터외국인, 조선족을교인으로하는

교회들이서울과경기지역에생기면서중국에서집합행동의경험이거의없던조선족을동원하고하나

로묶을수있는기초를제공하게된다. 교회의규모가커지면서목사들의목소리도더욱커질수있었

다. 이들은먼저산업연수생제도와연수취업제도를본격적으로비판하기시작한다. 그중조선족의미

등록자화문제에대해서‘중국동포의집’은조선족을‘모국의노동자’로보고있었고이들에게는응

당동포지위가부여되어 한국과중국을자유왕래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동아일보, 2001,12.03). 

2002년 5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시민사회연대, 서울조선족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

천협의회등교계단체를포함한39개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는서울종묘

공원에서‘평등한재외동포법개정촉구연대집회’를개최하기로했다. 이날집회에서는재외동포300

만명의법적권리를제한하고있는현행재외동포법의조속한개정과정부가추진하는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안의중단을촉구하기로했다. 김해성목사가이대책협의회상임공동대표를맡았다(국민일

보, 2002.05.11).

1999년6월6일에는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집행위원장으로북한동포돕기운동을추진하고있던서경

석목사가서울구로6동갈릴리교회를빌려서울조선족교회를창립했다. 그는조선족들과접하는기회

를자주가지면서그들만의교회가필요하다고판단했고김의종부목사와함께목회하게되었다고밝

                                                       
61 1999년까지한국내외국인근로자를위한인권단체중90%가종교단체였다(국민일보. 20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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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당시갈릴리교회에는30명의조선족이출석하고있었다(국민일보, 1999.05.28).62 서울조선족

교회가설립된후매주10여명의조선족이새로이등록하여8월초에는재적150명, 출석70여명으로

늘어났다. 1997년서경석목사는연변사기피해자실태파악및그들1,000명에대한입국허가를쟁취하

기도했는데이런경로를통해한국에입국한조선족에대해서도조선족교회가환영예배를가지는등

적극적으로조선족을교회내로포용하고자했다(국민일보, 1999.08.03). 1999년8월12일, 서목사는

‘재외동포법’의국회통과에대한항의농성을시작으로(문화일보, 1999.08.17)63 그해말‘중국동포

지위향상촉구대회’를개최하여조선족이동포로서정당한대접을받아야한다면서교계와정부의관

심을촉구했다(국민일보, 1999.11.23).

서울조선족교회는한국사회에지속적으로조선족의국내체류합법화주장을펼치고있었다. 2000

년3월‘조선족문제대책마련을위한공청회’에서서울조선족교회는조선족의합법체류필요성을강

조했고조선족사기피해자모임은이에동조하여고국이피해자들을우선적으로입국시켜합법적으로

일할수있게하는것이이들에대한보상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국경제, 2000.03.24; 서울신문, 

2000.03.25). 계속되는호소와조선족의동포지위에대한이슈화로더욱많은조선족이서울조선족교

회에등록했다.64 2001년4월8일, 서울조선족교회는《동북아신문》창간준비1호를발행했고7월부터

격주간지로정식창간했다. 창간준비호는조선족이많이거주하는서울구로구구로동과경기도안산

시원곡동등에5천부씩무료로배포되었다(동아일보, 2001,05.23).65 당시서울조선족교회에등록한

교인은약4,000명정도에달했다. 《동북아신문》이발행되면서서울조선족교회의신규등록자수는매

주배로증가한다. 이신문은한글로발행되었고중국내각지역당기관지인《연변일보》,《흑룡강신

                                                       
62 서경석목사는이미 1999 년대중후반부터재한조선족의정착, 한국인과의상호교류를위해여러가지일을

해왔다(경향신문, 1997,02.01).
63 항의 농성에 참가한 조선족들은“이 법률이 550 만 명 재외동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족 중국동포, 구

소련지역동포(고려인), 무국적 재일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방이전 나라가 없어 강제징용이나

강제이주를 당해야 하였던 동포들을 이제는 조국의 정부가 버리고 있다”며“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요구하였다. 서경석목사도“이법은해외동포사회를힘있고돈많은미주동포등과온갖차별로

어려움을겪어온조선족, 무국적재일동포등으로양분시키고있다”고말하였다.(기사원문참조)
64 2000년추석, 서울조선족교회는경희대노천극장에서조선족 1만명을초청하여한가위대잔치를개최하였다. 

1999 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한가위대잔치에는 소망교회 등 국내 30 개 교회 신도들이 만든 음식이

제공되었다(국민일보, 2000.09.08).
65 당시서울조선족교회최황규부목사가현동포세계신문K대표를영입하여신문을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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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등의내용을인용하는한편독자적인목소리도담았다. 당시교회관계자들은2001년말까지현재

의두배정도인8,000명이교회에등록할것으로내다보았다(국민일보, 2001.06.11). 무가지《동북아

신문》은평소신문을거의사보지않던재한조선족들에게서울조선족교회와서경석목사를알려주는

중요한매체였다. 신문발행에참가했던K 편집국장은“그때내가서울조선족교회가니까처음에는(하

루) 20~30명밖에안보였는데, 신문이나가고신문을보고오는사람들이배, 배, 배로느는거야. 20

명했다가40명했다가80명뭐100명, 한200명, 300명이렇게되니까, 그때서부터는100주년기념관

에서서경석목사가단식투쟁도하고나갔지”(K 편집국장인터뷰자료, 2011.04.05) 라고말했다.

서울조선족교회가주도했던농성에는점점더많은조선족들이참여했다. “조선족추방반대”와“조

선족동포인정”을위한투쟁은2001년 6월서울신정동출입국관리사무소앞에서열렸고(국민일보, 

2001.06.26), 7월에는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무기한집단단식농성의방식으로확대되었다(동아

일보, 2001.07.10). 결국한국정부가국내미등록조선족의자유왕래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송출비

리근절과조선족입국범위확대를위해관련부처는물론시민단체와충분한협의를거쳐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하면서농성은일단락되었다(문화일보, 2001.07.11). 같은해11월29일, 재외동포법

에대한위헌소송에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판결을내리자농성중이던참가자들은“이제야한

핏줄로서인정받게되었다”고환영했다(서울신문, 2001.11.30; 한겨레, 2001.11.30). 

그러나한국정부의관련부처는조선족의동포지위가인정될경우대량의조선족이한국에들어와

국내의노동시장을잠식하거나국내의외국인노동자와의형평성, 그리고심각할경우야기될수있는

외교적문제등을우려했다. 따라서비록헌법불합치가되었지만조선족에게바로동포의지위를부여

하는것이아니라2년여의개정시한을통해관련부처, 관련국가와충분히협의하여법개정을추진

하고자했다.66

2001년‘9·11테러’이듬해인2002년, 한·일월드컵개최를앞둔한국정부에게국내에체류하는26

만여명의미등록자들은걱정거리가아닐수없었다. 정부에서는2002년 5월25일까지자진신고하고

출국하고자하는미등록자에게 1년동안의귀국준비 기간을보장하여주는등자진출국을유도했다. 

하지만신고하지않거나1년뒤에도본국으로귀국하지않을경우에는강력하게단속해강제추방하겠

                                                       
66 외교부관계자는“1999 년재외동포법이만들어질당시이미중국쪽에서‘혈통보다국적지를우선시한다’는

국제관행을 내세워 재중 동포에 대한 특별대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며“재외동포에 재중동포를 포함한

이번 결정으로 중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한 대우가 축소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였다(한겨레,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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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밝혔다. 이에반발한조선족500여명은4월 12일조선족교회의주도로교회앞마당에서촛불시

위를가진뒤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단식농성을시작한다. 이런집단행동에들어간이유는그

전에2,000여명이참여한대규모촛불시위와서경석목사와일부조선족등20여명이삭발과단식에

도불구하고정부가강경방침을고수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에대해법무부는동포라는이유로무

리한요구를하는것에대해용납할수없음을강조했다. 4월16일, 단식농성에참여했던조선족100여

명은농성을풀고자진해산했다(문화일보, 2002.04.12). 많은재한조선족들이자진신고하면서1년

유예기간동안일시적인“합법체류”가될수있었다.

2003년10월10일,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의집, 조선족복지선교센터는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관에서한국기독교인들이조선족에대한죄책선언에적극동참해줄것을호소하는한편전국목회자

들을대상으로대대적인서명운동에돌입했다. 서경석목사가 죄책선언문을낭독했다. 이행사이후

서울조선족교회는정부의고용허가제실시로국내에4년이상장기불법체류중인조선족들을구제하기

위한대한민국국적찾아주기운동을전개하기로했다. 우선20명의재중동포들이10월14일서울조선

족교회에서중국국적포기선언을하게될것이며15일부터무기한단식농성에들어갈예정이라고했

다. 이어서경석목사는“한국기독교인들의재중동포에대한죄책선언은재중동포역사에신기원을연

역사적인문서가될것”이라며“재중동포들의아픔을감싸주는데한국교회가앞장서야한다”고말했

다(국민일보, 2003.10.11). 11월9일까지한국국적신청을하기위해접수한조선족은5,293명에달했

다(국민일보, 2003.11.11).67

한국국적회복운동은기존의외국인노동자와별개의존재로서조선족의미등록문제를해결하고

자했던방식보다수위가높았다. 기존에는체류자격의합법화를위해서조선족은당연히동포여야하

고, 동포로인정이되면미등록문제는자연스럽게없어진다는논리였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여러

가지문제점을고려하여미온적으로반응하거나부분적인제도개정의방식을택했다. 하지만서울조선

족교회는2중국적이허용되지않는한국과중국에서조선족이만약한국국적을얻게되면중국국적

은자동포기되어자연스럽게한국국민이될수있지만반대로중국국적을포기한상태에서한국국

적이부여되지않으면무국적자가된다는점을이용하여정부를압박했다. 서울조선족교회는중국국

적포기운동은곧조선족들의“고향에돌아와살권리”를쟁취하는것이며조선족은당연히한국에서

                                                       
67 이 5,293 명이 전부 국적신청을 목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자가 만났던 부분적 조선족

교인들은“무슨영문인지도모르고서명하고신청하였다”고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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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권리가있다고했다. 서울조선족교회는지속적으로중국조선족학교는없어져가고있고조선족이

한족화되어가고있으며대한민국국적을버린적없는조선족이자신의의지와별개로중국에살았을

뿐인데왜지금대한민국은법적으로조선족을배제하는가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수도권10개교회에조선족을버스로보내어함께단식농성을시작했다. 약2,300여명의조선족이단

식농성에 참여했는데 서울, 인천, 경기지역 8개 교회담임목회자들은 이들의사정과 고향에 돌아와

살천부적인권리를정부가외면해서는안된다는내용의성명서를발표했고,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

재판소재판관에게직접이들의권익을인정해줄것을호소했다(국민일보, 2003.11.20).

서울조선족교회가추진했던국적포기운동에대해중국동포의집과조선족복지선교센터는조선족이

중국에서쌓아올린공적을물거품으로만들수있다고우려했다. 심지어국적회복운동에참가했던조

선족이 중국에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문화일보, 

2003.12.13; 서울신문, 2003.12.15) 국적회복운동(또는국적포기운동)의방식과정당성에대한논란

이가열되었다. 서울조선족교회는국적을명분으로조선족문제를해결하고자했고중국동포의집과조

선족복지선교센터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한겨레, 2003.12.15, 2003.12.18, 

2004.01.08; 문화일보, 2004.01.02; 국민일보, 2004.01.09).

종교단체들의운동이한창이었던 2003년 11월 29일, 고노무현전대통령이서울조선족교회를방문

했다. 노대통령은조선족교회에서단식농성중에있는조선족들에게현재대한민국정부가조선족의

국적문제, 동포로인정하기위한민족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와국가간에존중하고지켜야

할것들이있기에당장모든문제를해결하기에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 그럼에도문제가잘해결될

수있도록노력을기울일것이라는취지의말을전했다(가리봉중국동포타운특보, 2003.11.29, 부록1 

참조).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의집, 조선족복지선교센터등종교단체는적극적으로조선족을동원하고

조선족을동원함에필요한여론을주도했다. 기실중국에서살았던경험때문에조선족개인들은대규

모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것에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다. 이는 중국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이조선족의뇌리에남긴역사적상흔이라고볼수도있었다. 또한한국의다른외국인

노동자와연대하는노동운동은조선족이라는‘민족’적성격과부합하지않는것일수도있었다. 그런

데왜조선족들은교회를통한집합행동에는참여하게되었을까? 1996년과1997년개신교목사들은조

선족사기피해실태조사를위해 중국에방문한 이후피해자들에 대한구제차원에서이들에게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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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입국하여일하게해야한다는요구를한국정부에제기했고이요구는부분적으로실현되

었다. 교회들은이런경로를통해입국하는조선족들을적극적으로포섭하기시작한다.

아시다시피중국정부의종교정책은종교의발전을위한정책이라고보기어렵다(루윈펑, 2013).중

장년층으로구성된, 갓한국에입국한조선족인구는중국에서교회를다녀본경험이거의없었다. 자

신의불안정한 지위 문제를해결해 주는조직으로서 교회를 유일한안식처로 느꼈을 것이다. 때문에

재한조선족개인은가족, 친족, 친구등네트워크를통해교회에오게되었다. 

서울조선족교회에게외국인노동자는연대의대상이아니었다. 서울조선족교회의관심사는오로지

조선족, 조선족의합법화, 동포, 민족등이었다. 조선족의동포성, 또는민족성이강조될수록외국인

노동자는주도적인여론으로부터배제되었다.68 서울조선족교회가주축이된조선족‘교인’들의노력

은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한시민권적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위한노력들이었다. 이시민권적 지위는

대한민국국민과대등한지위가아닌, 재외동포법이제정한동포의범주에서의차별없는지위였다.

다른한편“중국동포의집”이나조선족선교복지센터등은서울조선족교회처럼강한민족주의를표

방한것은아니지만 그럼에도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된 노동자로서조선족의 지위문제를해결하기

위한방법으로서재외동포법의개정을중요하게생각했다. 여러가지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재한조선족을동포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에동조했던것이다.

강한민족주의를표방한서울조선족교회, 노동자인권문제의해결의중요한방법으로서동포적지

위를인정해야한다는“중국동포의집”, 민족적성격과노동자로서성격을복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는조선족선교복지센터 등당시 재한조선족 사회의주도적인 3개종교단체가 표방했던 논리와주도

여론은정확히일치한것은아니었다. 재한조선족에대한시선은법적지위의변경을위한종교단체

의운동과정에서이미다양하게구성되었다. 이다양성은이후재한조선족에게자신이규정되는주

변의시각과논리를알려주는중요한경험적자원이된다.

                                                       
68 재한 조선족의 재외동포법의 제정에 대한 반발과 동 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노조는“조선족도이주노동자인데그들에대해우대정책을쓰는것은외국인노동자내부에서또

다른서열화는조장하는것”이라며반발하였다(국민일보,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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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족복지선교센터와조선족소상인조직으로서조선족연합회

서울조선족교회,“중국동포의집”과함께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의변화를위해노력했던조선족

복지선교센터는재한조선족의조직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2000년10월15일, 한민족선교정책

연구소(소장이근복목사)는서울홍제동의주로교회에서 조선족복지선교센터를개관했다. 연구소는

병설기관으로조선족복지선교센터를개관하고초대소장에의주로교회임광빈목사를선입했다. 임광

빈목사는한국기독교교회협인권위원과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분과위원회위원으

로활동하고있었다. 임광빈목사는1999년2월부터조선족복지센터준비위원회를가동하여국내체류

조선족동포들과함께연변에있는조선족자녀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했다. 당시센터발기인으로

참여한사람들가운데100여명은중국현지“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의회”에소속된사람들이었다(국

민일보, 2000.10.18). 조선족연합회는바로이종교단체의도움으로조직된첫번째조선족단체이다.

2000년4월23일,“한국에체류중인중국조선족동포들의단결과우의를다지며한중친선을위해노

력하고조선족교포들의위상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는조선족연합회가출범했다(조선족연합회, 

2010).

조선족연합회를 출범시키고 총무를 역임했던 C씨는 1940년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태어나 연변에서

생활했다. 한중수교이전친척초청의방식으로홍콩을통해한국에오게되었다. 약장사로부터시작된

한국생활에서그는자신이직접참여했던재외동포법의개정을둘러싼2000년대초반의활동을가장

의미있는일로생각하고있었다. 아래는 C씨가조선족연합회를 조직하는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우외, 2012: 21-31).

C씨는1989년말, 1990년초에한국에입국했다. 그는무연고동포에속했기때문에한국인브로커를

통해“가짜친척방문”으로한국에오게되었다. 당시는한중수교이전이었기때문에한국에입국하

기위해서는홍콩을경유해야했다. 중국연길에서기차로천진에도착한후기차로광주까지갔다. 광

주에서이틀정도묵고버스로심천에도착했다. 당시심천도통행증이있어야진입할수있었다. 심천

에서한국인브로커들이매일비자가나온다고해서며칠간기다렸다고한다. 휴대한물품도많았다. 

산삼, 녹용등진품약재를휴대하고있었다. 이런물품중초과되는부분은밀무역을통해심천과홍

콩사이를오갈수있었다. 당시C씨는3만위안정도의약재를구입해서연길에서출발했다. 중국에서



236

만원호(万元户: 재산또는자산이1만위안인가정)면부자로불리던시기였다. 교통비등전체비용

을다합치면서울까지도착하는데5만위안정도의비용이들었다. 홍콩에서며칠을더묵고김포공항

을통해서울에도착했다. 당시친척초청비자였기때문에체류기간은3개월이었다. 

이약재들은길거리에서보따리를풀어놓고판매했다. 당시약장사를하는사람들이많았다. 비자

가3개월짜리인데이기간동안약재는다판매했지만약값을전부회수하지못해불법체류가되었다. 

약재를구입한사람들이돈을준다고한날에찾아가면일부만주고어쩔수없이다른날에또찾아가

는등약재값을회수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다. 1991년길거리에서약재를판매하는것은금지되었고

대신지하철역에서팔수있었다. 지금의시청역, 서울역에조선족약장사들이길바닥, 지하철역입구, 

통로에서약재를판매하고있었다. 이상인들은신문을펴놓고약재를위에놓은다음땅바닥에서장

사를한것이다. 청심환, 산삼등약재앞에는모두이름을써붙혔다. 중국에서온사람들은그때만

해도한국에친척이있는경상도출신의흑룡강성사람들이었다. 연변사람들은초기에얼마안되었

다. 본인은장사를잘못해서급해보이는사람한테먼저약재를주고나중에돈을갖다달라고했다. 

주변에이렇게약재값을다못받은상인들이수두룩했다. 

당시길거리에서판매했던물건들에는산삼, 녹용, 우황청심환, 다이어트차(减肥茶) 등몸에좋다

는것은다있었다. 모두연길에서준비했다. 우황청심환이가장잘팔렸다. 연길에서한곽(작은박

스)에6개짜리가28~30위안정도였는데의약공장에서직접싸게구입해서서울에서한곽에5만원씩

판매했다. 당시환율은한화1만원에위안화100위안이상이었다. 한국에오기위해한국인브로커에

게지불했던돈은6개월만에다갚을수있었다. 산삼은뿌리채로가져왔다. 밀무역하는사람들이안

전하게목적지까지가져다주었다. 산삼은부르는게값이었다. 당시한국은경제적호황을누릴때였

다. 돈은모두현금으로거래했다. 통장이없어서몇백만원을작은가방에넣어서아랫배에매고옷

으로덮거나 양말에 쑤셔넣었다. 통장을 본인실명으로 개설하면불법체류라서 의심도 받았고 몰수

당할수 있다고생각했다. 은행에서 중국에송금하는 것도자신의신분때문에 제한을 많이받았다고

한다. 때문에중국에송금할때에는잘모르는사람한테부탁해서돈을먼저주고중간에사기당한일

도많았다. 또차용증도없이먼저돈을빌려주고받지못하는일들도있었다. 1992년수교이후에는

한국에서가죽잠바, 롱코트, 식용유, 립스틱등을마대채로러시아에수출하는무역일도했다. 사람

장사, 무기, 마약등범죄가아니면장사는거의다했다고한다.

조선족연합회는장사를하는과정에설립되었다. 1995년탑골공원의동문주변에는조선족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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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구성된길거리소상인들이있었다. 조선족들중에는약재파는사람, 건전지, 칫솔등소상품

을판매하는사람들도있었다. 조선족연합회의Y회장은1995년탑골공원에서만나게되었고그때부터

알고지냈다. 장사를하던중2000년부터지역에길거리상인들에대한단속이시작되었고그해4월1

일부터장사가금지되었다. 그런데조선족은장사를못하고한국사람은계속장사를할수있었던것

이다. 문제는조선족연합회 Y회장은당시이미한국국적을취득했는데도조선족 출신이라고 장사를

못하게했다는것이다. 본인처럼외국국적자들이장사를못하게하는것은어쩔수없었지만한국국

민인Y씨도장사를못하게되어상황이아주딱해졌다. 당시에는조선족연합회를만들자는목적도없

었다. 이곳을차지해서장사를할수있을까하는생각으로시작하게된것이다.

본인들의처지도힘들고여러모로어려운일들이많아지면서C씨등은한교회를찾는다. 의주로

교회라고있었는데C씨일행은인권목사인Y목사를찾아갔다. Y목사는시각에장애가있는사람이어서

본인이직접도울수없고대신인천에있는다른인권목사를추천해줬다. Y회장이인천의인권목사한

테전화를했는데이인권목사는서울에있는L목사한테연락을해보라고추천을했다. C씨일행은L

목사를찾아갔고함께있던H목사도만났다. 이렇게조선족길거리포부상인(약재판매)들은인권운

동을하던교회목사를만나게된다. L목사는일방적인말만듣고판단할수없다고보고함께있던H

목사와함께현장에가보았다. 현장에가보니확실히조선족만쫓고한국사람은계속장사를하게했

던것이다.  

당시L목사의교회는거의부도난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C씨일행이찾아가니L목사의입장에

서는선교의목적도있었기때문에열심히도왔다고한다. C씨일행은이교회에서생활하기시작했다. 

망해가던교회에서이들은땅바닥부터천정어디나손이안간곳이없을정도로청소하고꾸몄다. 교

회가작은교회지만아름답고아담하게만들었다. C씨는자신들이보잘것없는데목사들이앞장서서

도워줘서정말고맙게생각한다고했다. 

2003년과 2004년조선족연합회는종로5가의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조선족복지선교센터등교

회의주도하에조선족의법적지위의변화를위한농성에참가했다. 조선족연합회의구호는“조선족도

동포다”였다. 2005년이들은교회에서독립하여홍제동에독립적인거처를마련했다. 조선족연합회의

단독활동공간이자거처가마련되었던것이다. 이단체의회비는처음에는5천원, 나중에는1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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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했다.69

C씨가언급한조선족연합회의Y회장은1950년길림성안도현에서태어났고용정시조양천진으로시

집갔다. 개혁개방을맞으면서국가(또는집체)로부터받은토지로농사만지어서는빈곤한생활을호

전시키기어려웠다. 그는중국남방지역을돌면서경공업제품을구입하여연변에서판매하면서경제

적부를쌓았다. 그러나장사는잠시뿐이었다. 러시아무역을했지만여의치않았다. 결국 1994년결

혼의방법으로한국에입국하여국적을취득했다. Y씨도당시여러조선족입국자들처럼약재를판매

했다. 아래는Y씨의조선족연합회설립경험이다(박우외, 2012: 301-313).

1973년 Y씨는용정시조양천진에생활터전을마련했다. 이지역은시골인데다못사는집의남성과

결혼해서살림은초라했다. 이불도반반한것이없고솜이라는것도제대로된것이없었다. 담요를여

러겹으로이불을만들어서사용했다. 개혁개방하면서1980년에정부에서밭을나누어주었다고한다. 

하지만농사만지어서는생활할수없어서옷을파는등상업에뛰어든다. 자녀도있었는데아프기라

도하면병원비도많이들었다.

개혁개방이후장사를시작하면서생활도많이좋아졌다. 농사를마음대로해서잘살게된것이아

니라농사일이아닌상업을하면서잘살게된것이다. 주변에다른집들도그랬다. 남편은농사를짓

고여성은상업을한것이다. 남들처럼옷장사를했다. 다른도시에서옷을대량구입해서농촌에서

돌아다니면서판매했다. 장춘, 심양, 대련, 청도등도시지역을돌아다니면서옷을구입했고나중에

는장사가잘되어서중국남부의복주, 하문등지역으로까지가서물건을구입했다. 

1988년, 1989년의연변지역에는개인차원의북한무역이한창이었다. 본인이중국남부에서수입한

                                                       
69재외동포법의개정운동참여못지않게자랑스럽게생각하는사업은비슷하거나더어려운처지의조선족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신용호조부 사업이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용호조부를 만들어서 자본금을 어느

정도모은다음 돈이필요한사람들에게빌려주고있었다. 이 사업은 2005 년부터시작하였다. 그런데순수하게

시작한 이 사업은 한국법에 의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성을 띤‘불법모금’으로 간주되면서 재한조선족연합회는

설립이래가장힘든시기를겪고있다. 2016년2월25일검찰의구속영장신청으로2월26일새벽부터Y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되었다. 더군다나사건의진위가파악되기도전에일부언론들은조선족연합회의이사업을

악의적으로기사화하는등본래의사업취지를전혀무시한언사를쏟아내고있었다. 신용호조부사업이고의성을

띤 의도적인 불법 사업이었다면 C 씨는 필자가 2011 년에 공식 인터뷰를 할 때 이 단체의 중요하고 보람있는

사업이라고말하지않았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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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들이북한에도수출되었다고한다. 또한북한산제품이들어오면Y씨를통해다른지역으로유통되

기도했다. 1990년에는소련(러시아) 장사도시작했다. 1991년하바롭스크에가서중국산경공업제품

을판매하기도했다. 하지만가정의경제적어려움은근본적으로개선되지않았다. 설상가상으로남편

의뇌졸중으로병원비도많이나왔다. 이모든경제적빈곤문제를한번에해결할수있다고여긴것이

한국행이었다. Y씨는1994년4월에한국에왔다. 한국행을위해빚5만위안을져야했다.

한국은결혼의방법으로왔다. 결혼으로입국했기때문에한국국적을받을수있었다. 빚을갚아야

했기때문에여러가지현장일도했지만본인이해왔던일이아니어서어려웠다. 익숙한일을찾은것

이장사(약재판매)였다.

그런데2000년길거리상인들에대한단속이시작되면서약장사는금지되기시작했다. 한국사람은

계속장사를할수있고외국사람은안된다는것이었다. 문제는Y씨는한국국적을취득했지만조선족

출신이라서단속대상에포함되어있었던것이다. 부모모두충청남도에서태어났고본인은부모의고

향에왔고게다가한국국적을취득했지만단속대상에포함되어있었다는것이다. 주변의다른조선

족들도함께단속대상에포함되었다. 누군가가외국인노동자센터라는곳을알려줘서찾아가보았지만

별도움이안되었다. 이런와중에인천의한목사와연락이닿았고그목사를통해서울의H목사를알

게된다. H목사는적극적으로Y씨의어려운사정을들어주고도와주기로했다. H목사는현장을둘러보

고Y씨일행을대신하여구청관계자들에게사정을이야기하기도했다. 구청의입장은조선족들만단

속한것이아니라이지역에대한전반적인정비사업을하다보니순차적으로조선족출신의노점상인

들을단속한것이라고했다. 지속적인단속으로Y씨는보따리를풀지도못한채계속장소를옮겨다녀

야했다고한다.

이런상황이반복되자H목사는만약미국이나일본에서온동포들이라면한국이이렇게대접하지않

았을것이라고하면서지금한국에약20만명조선족동포들이있는데뭉쳐야사니까한번뭉쳐보라는

조언을한다. 당시Y씨도앞의C씨처럼장사를할자리를지켜야겠다는생각으로뭉치기시작했다. C총

무가사람을모아서여섯명이H목사와함께종로공원뒤의한식당에서저녁을먹으면서뭉쳐보자고

결심한다. 사람이모이면모임의이름을만들어야했다. 결과적으로“조선족연합회”라고했다. 연합

회라고하면회장이있어야하고총무가있어야했다. 식사자리에서결졍하다보니한국국적인Y씨가

회장을, 적극적으로모임을주도한C씨가총무를맡게되었다.

H목사는모임이지속되어야하고사람들이계속모여들어규모를크게만들어야한다고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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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Y씨등은왜모여야하는지등의모임정당성을쓴전단지를들고다니면서비슷한처지에있는조

선족들에게이야기를했다. 청계천, 서울역을다녀도동참하는조선족은거의없었다. 모인사람은겨

우6명이었고명색이연합회라서한사람이5천원씩내서처음회비3만원을모았다.

Y씨등이거처를마련했던복지센터에는L목사도있었다. L목사는1997년과1998년한국사람들한테

사기피해를당한조선족들중한국에입국하는사람과가족을돕는일을했다. 이사기피해자의자녀

한테장학금을전달하기위해서L목사의주도하에Y씨등은헌옷을깨끗하게빨아서비행기로보내주

기도하고성인옷은탑골공원에서판매하여50만원을송금하기도했다. 이일이조선족연합회가만

들어져서처음한일이었다. 2000년4월조선족연합회가출범했고6월이되어구성원이18명으로늘어

났다. 그중조선족12명, 한국인(한국국적) 6명이었다.

2000년 10월 15일, 조선족복지선교센터가설립되었다. 종교단체가공식화되면서조선족들도많이

모이기시작한다. 조선족연합회와복지선교센터가같이병행해나가면서회원들은더욱증가했다. 그

런데어디까지나교회에대해Y씨등은잘몰랐고미신처럼생각했기때문에이런현실이달갑지만은

않았다. 하지만목사들이적극적으로일을도와주고있었기때문에보답하는차원에서라도교회의여

러행사에참여할수밖에없었다. 2000년말, 조선족연합회는산하에여러조직을신설하면서새롭게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조직부장, 생활부장등임원이12명이되었다. 2001년부터재외

동포법문제가불거지다보니담당목사는재외동포법개정을위한투쟁에들어가야한다면서Y씨등이

상업활동을 하지말것을 권유했다. 그래도 그전에는 매달정기적인 저축을했는데 지속적인 농성에

돌입하다보니저축해놓은돈마저다써버리게된것이다. 설상가상으로2003년중국의남편이사망한

다. 2004년재외동포법이개정이되었지만Y씨는빈털터리가되었다. Y씨는“내가이런일을하게된

것은내사상이빨개서그런것이아니다. 농촌아줌마가먹고살자고, 가정을위해돈을벌자고한국

에왔는데무슨정치를알기나했겠는가. 그런데운명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발이깊게빠지게되고

여기까지오게되었다”라고한다.

Y씨와C씨등은2000년 12월31일,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를열어7장에달하는회칙을만들고본

격적으로활동에나섰다. 이들의활동은독자적이라기보다다른교회와협력하여공동의의제를위해

투쟁하는방식이었다. 2001년부터조선족연합회는재외동포법개정을위한총동원회, 외국인연수제도

를폐지하고노동허가제를실시하라는내용의집회, 강제추방항의기도회및십자가대행진, 재외동포

법개정관련집회(조선족연합회, 2010) 등당시조선족과관련된거의모든현안에대해서울조선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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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중국동포의집’과함께목소리를냈다.

[그림 5-1-1] 재외동포연대 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제작

“조선족의노래”와“해방가”

2014년5월2일촬영.

조선족연합회가 참여했던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에 사용했

던“조선족의노래”와“해방가”이다.

조선족연합회가참여했던종교단체주도의재외동포법개정운동에는“늙은군인의노래”를개사

한“조선족의노래”가불려졌다. 이노래의가사는“나태어나이세상에조선족되어, 불법체류강

제추방 수난의세월, 무엇을 하고프냐 무엇을바라느냐, 동포답게살고 싶다, 동포로 인정하라, 아! 

꿈에그리던자유왕래, 동포법개정하여평등하게살아보자!”였다. 해방가의가사는“어둡고괴로와

라밤이깊더니, 삼천리이강산에먼동이튼다, 동포여자리차고일어나거라, 산넘고바다건너태평

양까지, 아아자유의자유의종이울린다. 어둠아물러가라현해탄건너, 눈물아한숨아너희도함께, 

동포여두손모아만세부르자, 광막한시베리아벌판을넘어, 아아해방의해방의깃발날린다. 유구

한오천년우리의역사, 앞으로도억만년을더욱빛내리, 동포어어깨걸고함께나가자, 억눌린우리

민족해방을위해, 아아투쟁의투쟁에이몸바치리”였다([그림5-1-1] 참조).

Y회장과C총무처럼포부상을중심으로한재한조선족의첫번째조직이교회의도움으로출현하게

되었다. 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가불안정한상황에서교회는이들에게안식처를제공하고이들이왜

조직화를통해단체를형성해야하는지등의논리를제공해주었다. 또한이들이적극적으로사회운동

에참여함에여러가지논리와정당성을제공해주기도했다.

때문에이렇게형성된조선족연합회는자신의독자적인목소리보다종교단체의논리에따라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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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없었다. 재외동포법개정운동은많은종교단체에의해주도되었기때문에조선족연합회로써는

전반적인흐름에순응해야만했다. 이들이내건“조선족의노래”는동포라는법적지위를인정받기

위한강한민족주의적색채를띄고있었다. 또한“해방가”를통해한국민족과의동질성을강조하고, 

자신의동포적지위를주장했다. 포부상조직인조선족연합회는법적지위의변화를쟁취하고자했던

교회의논리에편승할수밖에없었다. 

조선족선교복지센타라는 종교단체는 재한 조선족 포부상인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연합회의 출현과

조직의정체성설정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재한조선족사회의첫번째사업가(상인) 단체는이렇

게출현했다.

1절소결

1980년대말1990년대초한국의종교단체들은재한조선족이한국사회의한구성원이되는과정에

적극적으로개입하기시작한다. 이종교단체들은불안정한법적지위의재한조선족인구가국민또는

국민에준하는지위를쟁취하는일련의과정을주도했고이후집거지조선족사회에도여러가지유산

들을남겼다.

첫째, 재외동포법의위헌소송을제기하는과정에종교단체(또는종교단체를운영하는종교인)의역

할이컸다. 그이유는재한조선족의시민권적지위의변화는가장근본적으로법적지위의변화인바, 

종교단체가이법적지위의변화는공식적인법적절차를통해이루어진다는것을알려주었다. 재외

동포법의위헌소송 이전한국에서생활하던 조선족들이한국에서는물론중국에서도이런경험을해

보았다고말할만한근거는없었다. 전문적인법의영역, 또는법적시민권의변경과정에종교단체의

주도적 역할과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때문에 조선족 3명이 청구인 자격으로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것이다. 이는이후집거지조선족사회에자신들의시민권적지위의변화를위해서는법이라는

전문적인영역을통해야한다는인식을심어주는중요한경험이되었다.

둘째, 재외동포법의개정운동에참여한종교단체의성격은모두일치한것만은아니었다. 이들중

에는강력한민족주의적색채를띤단체가있는가하면전자에비해산업노동력으로서의성격좀더부

각시키고자하는종교단체, 그리고추상적이지만중국과의마찰을줄이기위해중국인이면서동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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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대한절충적인지위를주장하는단체도있었다. 비록재외동포법의개정운동의결과로서재한

조선족은동포라는민족적성격이종속된법적지위를부여받았지만최소한당시재한조선족을바라

보는다양한시각은이후사업가를중심으로한조선족단체가자신의신분을다각적으로그리고선별

적으로활용함에경험적근거를제공하였다.

셋째, 재한조선족으로구성된첫번째단체는종교단체의도움으로결성된포부(소)상인이주도한

단체였다. 이소상인들이이후사업가로성장했다는근거는없지만최소한법적지위가불안정한상태

에서포부상인을비롯한소규모 상업종사자들이특정종교단체의도움속에서조직화를경험하게된

것이다. 

종교단체와이종교단체가조직한조선족상인단체의적극적인노력은재외동포법의개정을이끌어

내는데일조했다. 재한조선족은드디어안정적인법적지위를얻을수있었다. 그러나사회(시민)운

동이현실적차원에서항상봉착하는문제가이단체들에도예외는아니었다. 바로시민권실천의목

적이달성된후운동의방향과논리를어떻게재설정할것인가였다. 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안정화

는역설적으로종교단체에의존하고자하는조선족규모를축소시켰고이는자연스럽게종교단체의세

력약화로이어졌다. 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의안정화는집거지의신생경제엘리트로서사업가를출

현시켰고이제이들이신주도집단이되기시작했다.



244

2절. 집거지 신(新) 주도집단으로서 조선족 사업가단체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면서 집거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가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사업가집단은적극적으로자신의경제적지위를활용하여집거지의대표적인집단이되고자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집거지 사업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사업가들이단체를결성하는등조직화를통해실체화되었다. 

제 2 절에서는 집거지 기반의 사업가 단체의 출현과정을 정리한다. 사업가 단체는 크게 사업가가

주도한조선족단체와사업가들로구성된단체로나뉠수있다.

1) 사업가중심의조선족단체

(1) 사단법인재한동포연합총회

조선족집거지에서사업하는사람들에의해조직된단체는 2006년에결성된“재한동포상인회”로

볼 수 있다. 이 상인회는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족 사업가에 의해

결성되었다. 한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조선족들이 많아지면서 정보와

경험을공유하기위한차원에서이단체가출현하게된것이다.70

이 단체를 설립한 사람은 J냉면 K사장이다. K씨는 1955년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났다. 연변에서

성장한 K씨는 1992년 중국에서 불어닥친 하해(下海) 바람을 타고 북경에 가서 일을 했다. 1997년

한국에 왔고 자영업을 시작으로 사업에 성공하면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회의 대표적인 단체의

책임자가 되었다. 초기 상인연합회를 결성했고 이를 토대로 재한동포연합총회가 출범했다. 현재 이

협회는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K씨의 경험을 통해 재한동포연합총회가 어떻게

                                                       
70 2016 년 6 월 15 일, 가리봉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가리봉동의 40 여 명 조선족 상인이 참가한 가운데

우마길조선족상우회의발족식이열렸다. 이모임은2006년의“재한동포상인회”와관련이없는신생상인단체이다. 

이단체출범이후의첫번째행사로가리봉동길거리청소봉사를진행하였다(6월23일). 신생단체이기때문에본

연구에서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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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게되었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박우외, 2012: 335-348).

K씨는 중국에서 고학력자에 속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2년에 농촌으로 내려가서

기상관측관련일을했다. 그러다가국가기관인한출판사에서교재편찬위원으로추천받아출판관련

일을시작하게 된다. 그 뒤대학교에 시험면제로 입학하게되었고졸업하면서 한 연구기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1992년북경에갔고1994년까지번역관련일을했다. 주로중국에진출하는한국사업가들의번역

업무를 맡았다. 이후 다시 연변으로 돌아가서 의약회사를 창업한다. 의약제조업에 종사하는 친척이

많았기 때문에 창업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K씨는 중국에서 전문직 종사 경험과 사업 경험이

있었다.

1997년한국에오게되었고왕십리에서사업을먼저시작했다가가리봉동으로옮겼다. K씨가시작한

냉면사업은첫해부터잘되었다. K씨는북경에서일을할때한경제전문대학에서경제공부를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이 그의 경영 활동에 크게 한 몫을 했다. K씨는 이듬해부터 분점을 내기

시작했다. 안산, 가산디지털단지 등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곳에 분점을 냈다. 분점은

5개로 확대되었다. 가리봉동에서의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K씨는 지역의 성공한 조선족 사업가로

이미지가굳혀지기시작했다.

이러는 와중에 가리봉동에 위치한 중국동포타운신문사의 K편집국장이 이 지역에서 사업에 성공한

조선족을취재하던차K사장에게상인회의결성을제안한다. 이상인회는처음부터K사장의생각하에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K편집국장의 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K사장은 2006년 3월 9일부터

백지장을들고지역상인들한테돌아다니면서상인회결성을준비했다. 약 3개월뒤인6월 18일16명

조선족 상인들이 상인회 발족대회를 열었다. 초기 발기인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포타운신문사에서 열린 발족대회에는 84호 사업체의 84명 상인이 모이면서 예상 밖의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K사장을 비롯해서 상인회의 결성에 참여했던 조선족 사업가들은 대부분이 초기에

한국국적을취득하여법적지위가 안정적인사람들이었다. 발족대회에모인상인들은다양한업종에

분포했다. 식당, 노래방, 행정사, 여행사, 마사지등16개항업이었다. 또한자기사업이있다보니한

달회비를5만원씩납부했다. 상인회는당시조선족사회에서경제적실력이가장큰비종교단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가리봉동의 상인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출신의 사업가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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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었다.

이 상인회는 사업가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사업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통로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업가들의 경제적 지위가 집거지 조선족 주민 내에서 확연히

우월한위치에놓여있지않았고단체의조직화도성숙되지못했기때문이었다.

이 상인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귀국동포연합회라는 한국 국적을 회복한 조선족 1세들의 모임이

있었다. 약270명의국적을회복한, 평균연령이65세인조선족노인들이이단체에소속되어있었다. 

이 협회의 W회장이 지인을 통해 상인회 K회장을 만나 지금의 귀국동포연합회가 모두 노인들이고

경제적여유도없으니함께운영해볼생각없는지문의를한다. 함께운영한다는것은경제적여유와

운영의 능력이 없는 귀국동포연합회에 신생 상인회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뜻이었다. 상인회

이그림의 논의를 거쳐 2006년 11월 12일, 상인회와 귀국동포연합회가 합쳐져서 재한동포연합총회를

출범했다. 총회 사무실은 원래의 상인회 사무실로 정했다. 단체 합병 초기 회원은 380명 정도였다.

금천, 구로, 영등포, 안산, 대전등지역에지회를하나씩발족했다. 총회직속으로산악회와원래의

상인회를 두고 그 아래에 축구단, 배구단, 예술단, 봉사단, 청년단 등을 설치했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가주도한재한동포연합총회는사업가들만의단체가아닌국적을회복한고령조선족을비롯한

여러 부류의 조선족을 포함한 단체가 되었다. 초기의 이 단체는“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사회를통해협회의크고작은사안을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삼았지만사실상회장을중심으로한

핵심운영자들의결정에의해조직이운영되었다.

재한동포연합총회는 2015년 외교통상부 산하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를설립하고법인사무실을새로설립한다(사단법인재한동포연합총회정관참조). 

조직 구성도 사단법인 설립의 요구에 맞게 재조직 되었고 산하 기구의 역할도 더욱 분명해 졌다. 

이렇게 공식 사단법인이 된 재한동포연합총회는 집거지 조선족 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사회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단체는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의 정관을 만들어 설립 목적을 재한동포의

안정적 국내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동포 및 단체와 교류함으로써 국내외 동포들의 화합과

성장에기여하는것(정관제3조)이라고했다. 짧은단체의설립목적에“동포”가3번언급되었다. 이

협회는 총회를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설립하고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정관 제9조). 

그리고총회의산하에지회를설립했다. 이지회에는구로지회, 금천지회, 영등포지회, 광진구지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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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조선족의 주요 밀집 지역의 지회를 비롯해서 성남지회, 안산지회, 충주지회, 대구지회, 

전남지회, 수원지회등이있었다. 또한이단체는엄격한회원관리를하고있었다. 이단체의회원이

되려면공식적인회원가입절차를받아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가입신청서를작성해야했다. 회원은

회비를납부해야했다(정관제5조). 이렇게가입된회원은 법인임원의선거권과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통해법인의운영에참여할권리를가질수있었다. 그리고회원은이법인의자료및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정관 제6조). 이 회원들은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정관 제7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는 회원은 협회로부터 자유 탈퇴할 수

있었다.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경우 또는 1년이상 회원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상실한경우에는납부한회비등에대한권리를요구할수없었다(정관제8조).

사단법인재한동포연합총회는공식적이고체계적인사업가주도의조선족단체였다.

(2)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도재한동포연합총회와비슷한시기에출현한조선족사업가를중심으로결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대림동에서 사업의 확대를 경험한 S양꼬치 L사장의 주도하에 결성되었다. 

한마음협회는사업차원에서의정보교류보다는스포츠동호회로시작했고현재집거지조선족사회를

대표하는또하나의주요한사회단체로발전했다.

이단체의설립자인S양꼬치L사장은1970년흑룡강성밀산시에서태어났다. 후에길림성돈화시에

이사하면서돈화에서성장했다. 결혼후아이가태어나면서가정이경제적으로힘들어졌고당시중국

조선족사회에불어닥친출국바람을타고한국에오게되었다. 1997년한국에입국하여프레스일을

하다가입국3일만에오른팔이절단되었다. 장애를입은탓에한국의노동시장에서고용될수없었다. 

어쩔수없이독산동에서작은양꼬치가게를인계받아사업을시작한다. 그런데이사업이큰규모로

발전하게되었고사업을하는동시에중국동포한마음협회를설립하여회장을역임했다. L씨의경험을

통해중국동포한마음협회가어떻게조직되었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박우외, 2012: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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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때흑룡강성밀산시에서길림성돈화시로이사했다. 돈화에서학교동창인아내를만나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중등전문학교(실업계)를 다녔고 졸업 후

1995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2~3년 정도 근무했다. 아내는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이

힘들어지기시작했다. 비슷하게사는사람들이전부외국으로나가자자신들도말이잘통하는한국을

선택하게된다. 

1997년 한국에 왔고 안산 시화공단에서 프레스일을 했다. 일을 시작한지 하루 반만에, 그러니까

한국에오자마자3일만에사고로오른쪽팔이절단된다. 우여곡절끝에한국에서치료를받았고그뒤

중국도다니면서병치료를할수있었다. 그런데장애를입다보니취직할수없었다. 우연한기회에

독산동의 한 조선족이 운영하던 테이블 4개짜리 양꼬치가게를 인수받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양꼬치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L씨는 대림동으로 이사했다. 대림동에서 L씨의

사업은더욱성장했고양꼬치가게외에샤브샤브가게도개업했다.

2006년 L씨는소규모축구모임을만들었다. 이모임이축구팀으로커지면서축구를중심으로점점

더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축구팀내부에서 누군가가 축구만 하지말고 자원봉사도 하자는

제안을했다. 자원봉사단이구성되었고봉사를시작했다. 축구팀이나자원봉사단등소규모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2008년말에중국동포한마음협회가설립되었다. 산하에는한마음봉사단, 한마음축구단, 

한마음배구단, 한마음산악회를설치했다. 주로봉사와스포츠동호활동을했다. 

상대적으로젊은연령층으로구성된한마음협회는회장임기를 기본 2년으로정했다. 임기가 차면

민주적선거를통해회장을선출하고있었다. L씨다음으로제2대회장은L주식회사를운영하고있는

M씨였고 2015년에는 K씨가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주목할만 한 것은 이 단체의 회장단에

있던4명의핵심이L주식회사를공동창업한것이다. 이4명모두각자의사업을하고있었고그와중에

한마음협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주식회사를 창업한 것이다. 한마음협회는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와 그 출현의 과정은 상이하나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이 단체의 주도적인

위치에있다는부분에서는공통점이있었다. 

한마음협회도 정관을 제정하여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를 표방하고 있었다(한마음협회 정관

참조). 이 단체는“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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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민족자산’인 700만 재외동포간의‘민족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성숙한 재외동포 사회를

만들기위해최대한지원하며글로벌인재활용과민족교육강화의기틀을마련해나가는비영리공익

사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한민족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족차원에서의

문화외교를 펼쳐감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품격을 높이며 더불어 글러벌 코리아의 위상강화와 국가적

핵심과제인 인적자원 외교를 측면지원하여 한민족의 삶의질의향상과 민족의 발전과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다(정관 제3조). 한마음협회의 설립 목적에서도 민족적 또는

동포적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음협회의 총회는 대의원(이사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정했다(정관 제14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구분하고의장은회장이역임, 그리고 정기총회는 매월 1회개최하며임시총회는필요시

개최했다.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었다(정관 제15조). 

총회의의결사항에는첫째, 임원의선출, 본회의해산및정관변경, 둘째, 재산의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재, 셋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넷째,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이었다(정관제16조). 

한마음협회는 엄격한 회원 및 임원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 협회의 회원이 되려면 협회의 목적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재외 및 재한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했다(정관 제5조). 협회의

회원은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및단체의목적사업에참여할권리가있고모든회원은정관및제

규정을준수하며회비를납부할의무를가지고타의모범이되어야하는의무가있었다(정관제6조). 

회원들은 탈퇴, 사망, 제명된 경우,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임원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실시하되 그 세부

운영사항에대하여는별도내부규칙을정했다. 임원의경우맡은바소임의부실, 관련사업및본회에

대한명예훼손등 제보가있을 시이사회에서는진상규명과함께징계여부를결정했다(정관제7조). 

협회는 임원에 대한 규정도 분명했다. 임원에는 회장(이사장) 1명, 이사(상임이사) 1명, 

이사(산하단체장) 2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 부회장 10명 이하로 정했다(정관 제8조). 그 중

회장(이사장)의임기는 2년이고연임 가능하며이사의임기는 3년, 감사와부회장의임기는 2년으로

모두 연임이 가능했다.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차기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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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했다(정관제9조). 임원의선출과정도 엄격했다. 임원은총회에서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했다. 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회장)이 임명한다. 협회 산하단체장 선거시 산하단체 선거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를 협회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자격여부를 결의 후 산하단체에서 민주선거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정관 제10조). 협회의 이사, 이사장, 회장의 직무도 분명했다. 회장(이사장)은 본

협회를대표하여본회의업무를총괄했다. 이사(산하단체장)는이사회에출석하여단체의업무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했다. 아울러 해당 산하단체의

활동사항을총괄하며모든의결사항을이사회또는사무처에 보고할의무를지녔다. 회장(이사장)은

퇴임하면 자동으로 명예회장이 되고 이사로 남았다(정관 제11조) 만약 이사장(회장)이 일시적인

유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상임이사가직무를대행했다. 이사장(회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

직무대행하는상임이사는지체없이후임에선출하는절차를 밟아야했다(정관제12조). 마지막으로

감사의 역할도 중요했다. 감사는 협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감사하며협회의재산사항, 총회또는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이사장, 

회장또는총회및이사회에의견을진술하는역할을맡았다(정관제13조).

한마음협회는체계적인이사회규정도제정하고있었다. 이사회는이사장(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었다(정관 제18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소집요구와 기타 본회운영에 관하여 중요한사항이 있을때 소집될수

있었다(정관 제19조). 또한 이사회는 총회의결사항에서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을 제외한 의결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었다(정관제22호).

이렇게한마음협회는공식적인정관을통해정규적인단체를표방하고있었다.  

(3) 재한중국동포위원회

2015년 3월“중국동포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위원장 신경민 의원)”가

출범하면서재한조선족출신의위원들이이협의체에참여하게되었다. 협의체의출범을계기로재한

조선족의대표격인 사람들은직접적이고적극적으로협의체에 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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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 외국인담당 명예부시장을 역임하고 있던 재한

조선족L씨가이모임을제안했다. 이모임은민관협의체에재한조선족들이참여하여제대로역할을

하기위해서는조선족스스로의현안에대해논의하고합의된제안을만들어낼수있는동포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재한중국동포위원회의 결성의 첫 번째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사단법인 다문화스포츠총연합회 J회장, 

중국동포사회연구소 K 소장, CK여성위원회 P회장, 한중미래재단 J이사장, 어울림주말학교 M교장, 

한중경영신문 K대표, 동북아신문 K편집인, 흑룡강신문 L지사장, 길림신문 K편집국장, 한민족신문

C사장, 재한동포연합총회 Y금천지부장, 재한동포문인협회 P사무국장, 귀한동포연합총회 K 전 회장, 

한중무역협회 H사무국장, 한중동포신문 M편집국장, 한중다문화환경깔끔이봉사단 K대표, 협동조합

재한동포공익공동체 J준비위원장 등 재한 조선족 사회의 크고 작은 단체와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동북아신문, 2015.03.24). 이 대표들은 대부분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과 자신의 사업이

있으면서 사회단체를 결성하여 단체 장의 역할을 겸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재한중국동포위원회의결성을위해모인소위재한조선족사회의대표들은대부분사업가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L명예부시장, 한중무역협회 K회장, 재한동포장기협회 J회장, CK여성위원회 P회장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의 1달에 한번씩 모두 11회의 준비 모임을 통해 재한 조선족

사회의 계층별, 직업별 집단들과 만나 협회 설립의 필요성,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위원회의 준비위원을 비롯해서 직간접적인 참여 구성원들이 사업가, 언론 등

직업에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되는 과정에 한국의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젊은 재한

조선족전문직종사자들의참여도이끌어낼수있었다. 

기실재한조선족사회의여러현안에대해조선족전문직종사자들은별로관심을보이지않았다.71

하지만이협의체는초기구성부터유학생출신의사업가들도포함되면서이들의인맥을통한전문직

                                                       
71 전문직종사자115명중1년에사업가단체의활동에최소한번이상참여한사람은8.0%, 일반노동자단체의

활동에최소한번참여한 사람은 7.8%, 동종전문직종사자모임에최소한번참여한 사람은 49.5%였다. 동시에

사업가집단중전문직종사자모임에1년최소한번참여한사람은12.0%, 노동자모임참여는16.2%, 동종사업가

단체모임참여는20.3%였다(『2013 서울거주중국동포실태조사및정책제안』설문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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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참여가가능했던것이다.72

약 6개월 가까이 준비 작업이 마무리 되고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위원 및 상임위원

후보등록거쳐같은해11월8일에선거를통해위원들이선출되었다. 입후보자등록을한사람들로는

한민족신문 J대표, 한중무역협회 K대표, 대림국제학원 M원장, JMS세계여행사 J대표, 중국요녕대학

S조교수, 중원인터내셔널 K대표, 홍익대학교 J교수, 중외서화예술교류협회 L회장 등 8명이었다. 이

8명 중 대학교수 2명과 예술가를 제외하면 5명은 사업가였다. 선거를 통해 입후보자들 중

한민족신문의 J대표가 재한중국동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고 한중무역협회의 K대표가

수석부위원장에당선되었다. 다른입후보자들은상임위원으로당선되었다. 사업가들을중심으로기타

전문직종사자들의지지와참여를통한재한조선족단체가결성된것이다.

J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재한중국동포위원회는 재한 조선족 사회에서 처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출현한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위원회가 재한 조선족 사회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사람들을아우르는, 그리고공정하고정당한 (근대적)절차를통해출현한 단체임을자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재한동포위원회준비위원회의 11회에달하는준비모임에서준비위원들은한결같이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선거를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를특별히강조하고있었다.

J 위원장은 “재한 중국동포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화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동포사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재한동포사회에는

단체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석박사, 활동가, 동포시민, 기업리더, 정부기관근무자 등보석처럼

빛나는분들도많지만한국사회에비춰지는동포들의이미지는아직까지도부정적인면들이많다”고

한다.“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마련하고그동안의재한동포사회노력을 기반으로동포현안문제를설정하고대책과실천을

강구하는 실질적 구심점 역할과 창구역할을 한다면 재한동포사회의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재한중국동포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위원장 인사말

참조). 재한조선족 사회의일부 부정적인 측면이부각되고 있는현실에 대해이 집단의엘리트들이

주도하여현재의상황을개변해야한다는뜻이었다. 

                                                       
72 재한조선족석사와박사생을주축으로한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한국과중국에서법학교수, 변호사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재한중국인법학회,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이위원회의준비모임에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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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중국동포위원회는 공식적인 정관을 제정하여 단체의 성격을 규정짓고 조직을

구체화했다(재한중국동포위원회정관참조). 이위원회는재한동포사회의자체적노력을지속적으로

추구할수있는위원회체계를구성하여한국지역사회와동포사회의상생화합및공동발전에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한국정부 및 한국사회와 동포사회간의 교류 및 창구 역할을 하고

한중양국의경제, 문화, 사회교류의가교역할을함으로써지역사회와동포사회의상생, 화합및공동

발전에기여하며동포사회의사회적지위를높이는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정관제2조). 위원회는

가치방향을 민주, 공익, 자립으로 설정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한동포사회를 위한 공익과제를 실행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립적인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자

했다(정관제3조).

재한중국동포위원회는엄격한위원과회원을구분짓고상세하게규정하고있었다. 먼저위원에관한

규정을살펴보도록하겠다. 위원회의위원은서울시서남권민관협의체동포단체장13명을포함한학계, 

언론계, 기업계, 공무원, 전문인사, 활동가 등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포로써 ① 등록된

동포단체장, ②언론인, 변호사, 교수, 정부기관 근무자, 정부 사업제안자 등동포 전문가, 기업인, 

50명이상 동포추천서명을 받은 동포로자격이 제한되었다(정관제4조제1항). 재한조선족 사회의

사회경제적엘리트들의모임을구축하고자했다. 

재한중국동포위원회위원들은① 상임위원을투표할 1인 1표의 투표권을가지고, ②상임위원회에

동포사회 관련과제 및건의하고 추진할수 있는권한이 주어지며, ③재한동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주어졌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모두 9명 또는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1명, 수석부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1명, 상임위원 6명 또는 4명으로

구성했다. 상임위원7명(위원장포함)은투표선거로선정되고2명은위원장이추천하고선정된7명의

상임위원회의통과하에비례대표로선정하기로했다. 또한위원장은위원회제반사항을이끌고모든

결책사항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정관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상임위원

후보자격은재한중국동포위원회위원자격을취득한자중상임위원후보출마를등록한자로제한했다. 

상임위원의 권한에는 첫째, 위원회 결정사항을 의결할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둘째, 

상임위원회에 동포사회 관련 과제 및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셋째, 재한동포위원회에서

제공하는모든정보를공유할권리가주어졌다(정관제5장제3항, 제4항). 위원장의권한도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첫째, 위원장은위원장의직권으로위원장이 필요하다고하는중대 사안이발생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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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후 일정시간 내에 상임위에 통보할 수

있었다. 둘째, 위원장은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안이발생하면상임위원회를긴급소집할수

있었다. 셋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회계, 감사 등 부서를 증설할 수

있었다(정관제5조, 제6항).

이 위원들의 선출, 임기 등도 정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상임위원은 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정했다. 만약위원들중병고, 사임, 임무수행이불가능한장애또는기타사유로위원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정했다. 병고, 사임, 또는 임무수행이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수석부위원장 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할 때까지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1회 연임이

가능했고임기만료후본인의동의하에위원회고문(임기2년)으로위촉할수있었다. 선거로선출된

위원회의 어떠한 상임위원도 정당한 사유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상임위선출을위한위원은필히1년이상위원회에서활동해야하며상임위선출을위한위원은필히

상임위원회의 다수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 상임위 선출을 위한 위원은 상임위원들이 3분의 2 이상

추천이있고위원장의동의가있으면자격을얻을수있었다(정관제6조).

엄격하게 규정된 위원회에 근거하여 조직도가 구성되었다. 기존의 다른 재한 조선족 단체와

차이라면 조직도의 상단에 재한동포시민을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그 아래에 위원장이 위치되었고

위원장의 아래에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놓였다. 다음 아래에 상임위원이 있었고 가장 하단에

재한중국동포위원회위원이위치되었다(정관제7조). 재한조선족(동포시민)을위한조직이라는점을

부각시키고있었다. 

위원회의일반위원도정관에의해구분되었다. 이위원들은정위원과일반위원, 찬조위원, 준위원,

특별위원등으로구분되었다. 그중정위원은소정의회비를납부하고가입절차를완료한재한동포및

중국출생중국동포국민으로설정했다. 일반위원은가입절차를완료한위원의배우자및그가족으로

했다. 찬조위원은 가입절차를 완료한 모든 위원의 친지 또는 지인으로 했다. 준위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재외 및 재한동포 중 희망자로 했다. 후원위원(특별위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적극돕고자하는뜻을가진자로하되그수에제한을두지않았다(정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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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위원의권리와의무도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었다. 첫째, 정위원은협회에서정하는바에

따라정기적으로회비를납부하고정관의규정을준수해야했다. 정위원은위원회에평등하게참여할

권리를가지며선거권및피선거권이자동부여되었다. 찬조위원과준위원, 특별위원은위원회사업에

동참할수있으며절차에따라정위원의권리를취득할수있었다(정관제13조).

이렇게 재한중국동포위원회는 1년 여의 준비를 거쳐 조선족 사업가가 주도한 공식적인 조선족

단체로 결성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관(총 39조 외 부칙 3조)을 통해

자신들이 재한조선족 사회를대표하는 엘리트집단이고, 이단체를통해 재한조선족 관련여러 가지

사안을직간접적으로다룰것이라고밝히고있었다

2) 사업가단체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 한마음협회, 재한중국동포위원회 등 조선족 사업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한조선족단체외에한중창업경영협회와한중무역협회등사업가단체들도출현했다.

(1) 한중창업경영협회

2013년한마음협회는한공기업으로부터후원을받아중국동포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게되었다. 총

3회에 거쳐 운영된 이 아카데미에는 28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창업아카데미는 창업, 경영, 무역, 상업, 상법, 세법, FTA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협회관계자 누구도 예상치못한 엄청난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관련 분야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경제

이슈를 듣고 사업과 관련된 경험담을 공유하는 등 이 아카데미는 재한 조선족 사회 내에서 창업을

하고자하거나이미 사업중인사람들의적극적인호응과참여를유발했던것이다.“재한동포사회는

2007년, 2008년부터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사업가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여러 계층 사람들이 남아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중관계가 더욱 가까워 지면서 중국동포가 한중관계에서의 법적지위, 마인드, 실력, 

자본이 어느 정도 구비되기도 했다. 물론 초기단계지만 말이다. 따라서 동포사회도 질적인 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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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되겠다고생각해서경제인협회가필요하다고생각했다. 수강생들도이부분에엄청난관심을

가졌다.”(한중창업경영협회K 상임부회장, 2015년4월4일인터뷰) 

한중창업경영협회의 설립 구상은 한마음협회의 핵심 운영진으로부터 나왔다. 당시 이 핵심

운영진으로는 회장 L씨, 부회장 K씨, 사무국장 M씨, 총무 L씨 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무역회사도 설립한 상태였다. 젊은 사업가들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의지와 성공의 욕구 그리고 책임감도 강했다. 본인들이 사업가인데다가 한마음협회라는 큰

조직의운영그룹이기도했기때문에재한조선족사회의창업분위기를즉각적으로파악할수있었고

창업아카데미와같은행사를주도적으로시작할수있었다.

이 커뮤니티는 스마트폰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성격의 N밴드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온라인의 한계를 제기하면서 오프라인 공식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중국동포창업협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구상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어 한중창업경영협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한중창업경영협회는 2014년 3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창립식을가졌다. 설립1년만에온라인회원은967명에달했다.

[그림5-2-1] 한중창업경영협회창립식

(2014년3월23일촬영)

한중창업경영협회 초대회장 K씨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중창업경영협회의창립식에는 중국상무부주한대표, 서울시청관계자, 한중양국경제단체대표, 

언론사, 동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H여행사 K사장은

개회사에서“중국동포들의경제력이강화되면서 창업을하고자 하거나이미사업을시작한동포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협회는 함께 부자가 되자는 취지로 중국동포 창업 준비자, 기업가, 중국

관련사업을하고있는한국인기업가, 한국관련사업을하고있는중국인기업가등을가입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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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경제교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협회의

상임부회장을 맡게 된 한마음협회 K부회장은“현재 한국에는 90만 명의 중국국적자가 장기체류하고

있고내한중국관광객연400만명이며또한중국에는한국인80만명이유학, 경제생활을하고있다. 

한중 FTA 체결을얼마남겨두지않은현재한중, 중한관련경제문화교류는전례없는호황기를맞고

있다”고하면서설립의필요성을강조했다. K부회장은또한“법적지위안정화와이에따른가족단위

장기거주, 경제력향상과젊은층의대량유입으로인해재한중국동포사회는급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단순취직을떠나이제는창업하고비즈니스를하려고하는동포들이대폭증가했다. 전국에5,000여

중국동포 가게가 있으며 기타 무역, 컨설팅, 관광업, 유통 등 업종도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회는 창업 및 경영에 관한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중국동포 및 한중, 중한 관련 창업,

경영하는한국인, 중국인에게경제활동기회를확대하고기여할것이다”라고밝혔다(중국동포신문, 

2014.03.25). 한중창업경영협회는 직업 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였고 경제적 교류와 경제적 공헌을

주요목적으로하는단체였다. 2016년초이협회는제2기임원진을구성했고M주식회사S사장이신임

회장을, 자문위원장에한마음협회K회장, 부회장에한마음협회M전임회장, L씨(l), H씨, L씨(2) 등이

맡게 되었고, 사무총장에는 P씨, 운영본부장에는 L씨가 맡게 되었다. 젊은 사업가들이 제2기

한중창업경영협회의임원진을구성했다.

이 단체도 여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정관을 작성하여 조직구성을 구체화

했다(한중창업경영협회정관, 2014.02.09). 협회의정관에근거하여보다구체적인수준에서협회의

내용과구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한중창업경영협회는창업및경영에관한무료교육및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짐으로써 중국동포 및 한중, 중한 관련 창업, 경영하는 한국인, 

중국인에게경제활동기회를확대하고기여함을목적으로 했다(정관제2조). 이협회는총회 산하에

이사회, 그리고 고문단 회장단 자문위원단을 그 아래에 위치시키고 산하에 상임부회장을 두었다. 

상임부회장과 대등한 위치에 감사를 설치했다. 그 아래에는 사무총장, 부회장단, 지역본부가

설치되었고 사무국장과 전략기획실장이 그 아래에 위치했다. 가장 말단 조직은 재무팀, 정책팀, 

홍보팀, 관리팀, 경영지원팀, 사업추진팀, 대외협력팀, 교육지원팀, 프랜차이즈분회, 컨설팅업분회, 

문화예술분회, 외식업분회, 관광업분회, 유통업분회, 무역업분회, IT분회 등이었다. 그 외

동호모임으로봉사단과산악회가있었다(한중창업경영협회조직도참조). 협회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정관 제15조).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과 각 지부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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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자로정했고지부별대의원정수는이사회에서정하며총회의소집은회장이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었다(정관 제16조). 

또한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하며회장이이를소집할수있었다. 정기총회는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하도록되어있었다(정관

제17조). 총회에서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사업계획의 승인사항, 기타 중요사항

등을의결하도록되었다(정관제19조).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었다(정관

제22조).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정관변경 심의에 관한사항,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규칙의 제정에관한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그 권한에속하는 사항, 

기타협회의운영상중요하다고회장이부의하는사항등을의결하는기구였다(정관제24조).

다음은임원구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협회의임원은회장1인, 상임부회장1인, 부회장6인이내,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상임이사 20인이내(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포함), 이사 50인 이내(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를 포함), 감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정관 제9조). 임원들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외 협회 이사의

선출방식은총회에서정하도록되었다. 임기가만료된임원은임기만료2월이내에후임자를선출해야

하고임원이궐위된경우에는궐위된날부터2월이내에후임자를선출하도록되었다(정관제10조). 

마자막으로 회원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다. 협회의 회원은 협회가 설정한 목적과 이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했다.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협회에제출해야했다. 회원의자격, 가입회비등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규칙으로

정했다(정관제5조). 회원은정관또는규칙에정하는바에따른협회에대한권리가주어졌다. 또한

임원의선거권과피선거권도제한적으로주어졌다(정관제6조). 이회원은협회의정관및제규칙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정관

제7조).

한중창업경영협회는전체40조, 부칙2조로구성된정관을통해공식적인사업가단체로기능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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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무역협회

한중창업경영협회가운영되고있는와중에이협회의상임부회장K씨는창업을원하는사람만으로는

새로 형성된 조선족 경제인들과 함께“일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새로 형성된

조선족 경제인들이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기존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과달리집거지를기반으로하지만주로한국과중국사이의무역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역인, 바이어들을 이어주어 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교역할을 해 주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한국의 경제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목적 하에

무역협회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산업별,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한국과 중국에 도시별

분과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한중무역협회 K 회장 인터뷰, 2015년 4월 4일).73 한중무역협회는

2014년12월24일에설립되었다.

한중무역협회는이사회를조직구성의상단에위치시켰다. 산하에는고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장, 

감사, 전문위원회가위치되었다. 그아래에는한중무역인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한중무역연구소를

설치했고사무국을산하기구로두었다. 조직의말단구성은한국의각지역에설치된지회, 중국의각

도시에설치된지회, 업종별분회, 업종별협동조합을설치했다. 회장에는K씨, 수석부회장에는Y씨, 

상임부회장에는K씨, J씨, P씨, S씨, 사무총장에는S씨가있었다.

한중무역협회도 공식적인 정관을 제정하여 단체로서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한중무역협회

정관). 먼저 협회의 설립 목적을 보면 이 협회는 한중FTA 및 무역, 문화콘텐츠에 관한 교육 및

학술활동을수행하고회원들사이의친목을 다짐으로써중국동포를포함한한중, 중한 관련한국인, 

중국인무역인, 무역종사자, 바이어에게경제활동기회와교류의장을확대하고우의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고했다(정관제2조). 

협회의 최고 기관인 이사회를 살펴보겠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사, 

                                                       
73 K 회장은 재한 조선족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젊은 사업가이다. 그는 한중무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중창업경영협회 상임부회장, 한마음협회 부회장 등 직책을 역임하고 있다. 2016 년에는 한마음협회

회장에선출되었다. 소속이여러개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K회장의소속을한중무역협회로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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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구성되었다(정관제22조).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되었다. 정기이사회는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었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안건 개최일시및 장소를통지하여야 했다. 다만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었다(정관 제23조).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정관의규정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기타협회의운영상중요하다고회장이부의하는

사항등을의결하는기구였다(정관제24조).

다음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을 살펴보겠다. 협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포함), 감사 2인을 임원으로

구성했다(정관 제9조) 협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했고 회장 외 협회 이사의 선출방식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했다(정관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했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정관

제13조).

마지막으로 협회의 회원 관련 규정을 살펴 보겠다.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설칩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했다.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협회에제출해야했다(정관제5조).회원은협회에서규정한제반권리가주어졌다. 

다만임원의선거권과피선거권은제한적으로인정되었다(정관제6조). 회원은권리와동시에정관및

제규칙을 준수해야하고 총회 및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회비및 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등의무를이행해야했다(정관제7조).

한중무역협회도 한중창업경영협회 다음으로 출현한 경제인 단체였고 자신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노력하고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관과 구성원을 통해 결성된 단체 외에 K여행사 P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CK여성위원회, Y냉면 K사장이 사장을 맡고 있는 재한동포중앙회 등 단체들도 있다. 전자는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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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모임을부각하고있었고후자는특정행사들을위주로집거지내에서의영향력을높이고있었다.

2절소결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가변화되면서조선족스스로의단체들이결성되기

시작했다. 이 단체들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단체가 가져야 할 기본 요건들을

적극적으로만들고제도화했다. 정관이만들어지고이정관에근거한조직이구성된것이다.

이러한조직화의중심에집거지사업가들이있었다. 집거지사업가가주도한조선족단체는크게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업가가 주도하고 단체의 핵심 운영그룹을 맡는 사업가

중심의 단체이고, 두번째 유형은 단체의일반 임원및 회원이사업가들로 구성된 사업가단체였다. 

전자에는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 한마음협회, 재한중국동포위원회가 있었고 후자에는

한중창업경영협회, 한중무역협회가있었다. 

첫번째유형의단체들은단체명부터 시작해서설립목적과취지에이르기까지“동포”라는용어를

꾸준히언급하고강조했다. 사업가가주도한조선족단체가재한조선족의동포성이강조된단체임을

자임하고있었던것이다. 사업가들이한결같이단체의정체성에동포적지위를강조한것은자신들의

활동의근거이자정당성이바로재한조선족의동포적지위에서비롯된다는것을알고있었던것같다. 

집거지사업가집단은재한조선족의동포적 성격을드러내면서집거지조선족의대표자로부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의 단체들은 순수한 경제인 단체, 또는 경제인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고있었다. 단체명에서도그렇고정관에서언급한단체의목표와취지등을봐도이단체는첫

번째유형의단체처럼재한조선족의동포적성격을크게부각시키지는않았다. 오히려중국적배경을

더 부각시키고 있었다. 조선족 사업가들은 주도적으로 경제인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중국 배경이 있는 경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다른 재한 조선족 또는 다른

국적(민족)의 구성원이 쉽게 할 수 없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공헌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있다는것을부각시키고자했다.

집거지를 토대로 출현한 신 주도집단으로서 사업가들은 이 집거지의 규모, 성격, 집거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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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시선, 정부의 정책 등 모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집거지의 존재여부가

이들의 존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집거지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를배태했다. 이커뮤니티유지원리는사업가의적극적인시민권실천의논리적기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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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 커뮤니티 유지원리

조선족 사업가들은 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활동의 내용은 사업가들이

재한 조선족 사회를 대표하는 집단임과 동시에 스스로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시민이 되고 있다는

메세지를 한국사회와 국가에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또는

문화에적합한정체성으로재설정하고있었다.

제3절에서는 사업가 단체의 활동 내용과 국가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통해

사업가들이집거지조선족사회의주도적집단으로성장하고집거지에서의지위를토대로한국사회의

보편적인시민이되기위해어떠한정체성을설정하고있는지밝혀볼것이다.

1) 집거지커뮤니티유지의원리로서공정성인식

(1)“재한외국적동포”관련법의부재와형평성인식

사업가들은중앙정부차원에서“재한(외국적)동포특별법”을 제정해줄것을요구하고있었다. 그

이유는기존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재한조선족의 법적지위의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는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써 재한조선족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재외동포재단법”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또는관한) 정책적근거는아니라고한다. 재한조선족사업가는“현재조선족이60만명, 다른

국적의 동포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데 이들은 사실상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K회장은“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와 다문화 대상 모두에서

배제된 집단이 재한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적 동포다”라고 강조했다(한중무역협회, K회장 인터뷰, 

2014년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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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특별법”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용어였다. 2010년 6월 18일, 당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의 사회 하에 국회에서 열린“국적취득동포 한국생활 조기 적응 정책 세미나”에서

연합뉴스 곽승지 영문북한팀장은“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국가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직업교육과 취업알선도 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국적회복 중국동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동북아신문, 2010.06.19). 그 외 정치권에서도

이“특별법”에 대한 언급들이 간간이 나왔다.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적을 취득한 일부 조선족들의

공개적인박근혜후보 지지선언이있었는데이에대한 답례로 김무성선대총괄본부장은“새누리당은

향후 국적취득 중국동포 및 재중동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이나 시행령 등을 입안하고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 2012.11.25). 정치인들의 이러한 발언은 그 진정성과 실행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모르겠지만재한조선족사회를이끌어가고자하는단체들사이에서는적극적인요구로재설정

되고있었다. 이요구들은비단국적을회복한조선족들뿐만아니라한국에정착하고자하는재외동포, 

영주권, 동포노동자 등 다양한 자격에 놓여 있는 전체 외국적 동포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내용이

채워지고있었다.

K회장은“특별법”이제정된기초에서중앙정부에서는동포관련전담부서가설치될필요가있다고

보았다. 전문적인특별법, 전문적인담당관, 예산등이필요하다는것이다. K회장은“동포단체가동포

성격으로등록을하려고해도딱히등록할수있는기관이없다. 부서가없고예산도없다. 중국동포가

다문화적인존재가아니라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부분으로내려갈때에는다문화적인내용이없다고

볼수있다는것이다. 우리가대림동에서 중국동포노래자랑이라고하려면정부에서는예산이없다고

하고다문화노래자랑이라고하면예산이내려온다”고했다(한중무역협회, K회장인터뷰 2014년 4월

4일). 동포와 다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인식되는 정주민으로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법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물론 전문 인력도 부재하다는게 사업가 단체의

생각이었다. 이어 K 회장은“지자체의경우 지금서울시에서 중국동포관련정책을실시하고 있는데

아주중요하다고생각한다. 서울시에서 ‘중국동포현안해결을위한서울시서남권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지역출신국회의원, 시의원, 출입국사무소장, 구의원, 동포출신대표등과함께치안, 교육, 

문화, 사회통합 등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추가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협의체는예산이있는지? 문제해결도좋지만최종적으로는특별법이있어야한다. 특별법으로예산, 



265

전담부서, 담당관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한 동포사회가 법적지위의 변화로 인해 이렇게 변했듯이

재한동포사회의 많은 문제 역시 이 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특별법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었다(한중무역협회, K회장인터뷰, 2014. 4월4일). 과거

재외동포법이개정되면서재한조선족들의법적지위가안정되었고이안정된법적지위는현재재한

조선족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소위“재한동포특별법”의

제정은재외동포법및정책과다문화관련정책에서모두제외된재한조선족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

할것이고생각하고있었다.74

(2) 다문화정책으로인한동포의정책적소외인식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다. 국가차원의 법과

중앙정부차원의전담부서가없음으로인해지방정부차원에서도재한조선족에대한구체적인정책이

만들어질 수없고 조선족단체가 스스로 조직하는행사들에 대한관리와 지원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7월 한 간담회에서 사업가들은“한국의 다문화 예산은 2,800억인데 중국동포 관련 예산은

1,000만 원이다.75 외국인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선족에게 너무 지원을 안한다. 국내 조선족

인구가58만명인데생활환경이열악하다. 정부에서전담부서가있어동포사회와계속교류가있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양한순·박우 외, 2013: 169-170).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L회장은“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참살기도 좋고생활하기도 너무 좋다. 한국에서 살기에는 큰지장은 없지만

이동포사회를놓고얘기를한다면대한민국정부에서계속외국인취급을한다는점이아쉽다. 2009년

5월 3일 우리가중국동포 제1회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기실 한개 자그마한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도 16개 축구팀이 참석을 했다.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자그마한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려고 재외동포재단에도 갔댔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국에 있는

                                                       
74중앙정부 차원의 이주민 또는 동포 관련 전담부서에 관한 언급은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아직까지그렇다할진척이없다.
75정확한 예산 규모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한 조선족 관련 정부의 예산이 매우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266

동포를상대로지원을해주지국내에와있는동포는해주지않는다고했다. 그래서그때는개인적으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엄청 힘들었다. 지금도 똑같다. 심지어 이 다문화가 형성되면서

동포정책이뒷전에간지도이젠한참됐다. 이번에도예산안편성한것을보니까이동포관련예산은

뭐거의일전도없는것이었다. 지금외국인이뭐120만시대라는데이말자체도웃긴다. 이외국인들

중에40만이넘는우리동포들, 같은핏줄인동포들도포함을시키면서아무대책도없고예산도없다. 

참마음이아픈일이다.”(박우외, 2012:234-235에서재인용) 라고말했다. 

재한동포연합총회 K 회장은“아시안다문화축제라고 인천에서 열렸다. 내가 전단지를 주어 봤는데

아시안이주민축제라고인천에서아주크게하는행사였다. 우리단체는정부에등록된단체이고사실

회원수만 따져도 아주 큰 단체인데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주관부문인 인천시와

인천신문사를 찾아가서 우리도 참여할 수 없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중국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줬다는 것이었다. 누구냐면 인천에 있는 화교들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중국이 맞다. 그럼 우리는

어디인가? 아무튼 내가 조선족이 몇십만명이 있는데 이런축제에 못들어가면 어떻게되는가 하고

말하니 그때에야 그럼 참여하라고 부스를 두 개 줬다. 몽골 텐트같은 것을 두 개 줬는데 우리는 그

곳에가서 조선족음식자랑도 하고 행정사들도 데리고가서 그자리에서 산재처리 무료상담도 했다. 

결과적으로 참가했지만 그때 느낀 것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했다. 나는그래도조선족이동포로인정되어야지다문화외국인으로인정되지말아야한다고

본다. 우리가한민족인데무슨다문화냐.”(박우외2012: 346-348에서재인용) 라고말했다.

외국인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 소위“다문화 정책”은동포에 대한소외로느껴졌고이소외감은

동포로서재한조선족이다문화적인외국인보다차별받는다는인식으로이어졌다.

조선족 사업가들이 보기에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조선족들은 그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정책적

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판단하고있다. 조선족단체를운영하고정부에등록하여관리와감독을받고

지원을 받는 차원에서도 이런 요구가 제기되었다.“이 동포사회를 놓고 보면 불법체류자가 많았을

때인 2003~2004년 까지도 동포들 스스로 만든 단체가 거의 없었다. 그때는 인권단체나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 합법으로 된 다음부터는 동포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많이

생기는데정부차원에서아예관심을가지지않으니생겨도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없다. 그냥

뭐하루밤자고일어나면명함하나파면이총회고저연합회고그냥모두회장이된다. 규제와관리가

없다. 진짜별의별사람들이다있다. 명함을보면완전히뭐이세계를통일한명함을가지고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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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정도다. 그실상을보면회원이있나, 뭐활동을한, 뭐아무것도없는데도명함을들고다니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서로서로 자기가 크다고 이 총회고 저

연합회고 명칭은 어마어마하게 걸고 하는데 실상은 별것도 아니다.”(박우 외, 2012:235-236에서

재인용) 라고한마음협회회장이말했다. 이는동포관련전담부서의부재로인한단체등록과관리가

불가능한현상을반영하는것이었다.

(3) 지역(집거지) 화합을위한정책의부재와재한조선족의낙인인식

조선족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가들의 요구는 기실 정부에 단순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중관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바라고있었다.

그 중 하나는 시민교육 사업이었다.“조선족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기초질서, 법 관련

교육이절실하다고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의갈등은사실사소한것에서시작된다. 쓰레기무단투기

문제 등인데 중국에서 위생비만 내면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안했다. 한국에 와서 분리수거 문제가

불거지는것은아예이런제도를모르기때문이다. 국가나지자체나누구도이런것에신경을쓰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지출이 필요하다. 아마

문제가발생한다음의비용과비교하면새발에피일수도있다.(한중무역협회, K회장인터뷰, 2014년

4월4일)”고그필요성을강조한다. 재한조선족에대한시민(사회화) 교육을비롯한집거지화합을

위한정책적노력은 전무하면서 문제만발생하면모든초점을 집거지조선족에게로집중하는 현상에

대한문제제기였다. 

다른 한편 사업가들은 정부의 재한 조선족 관련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복지의

차원에서가 아닌 선별적 복지의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귀화 1세

고령자 복지, 어린이,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서,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늘여주어야지 무작정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한중무역협회, K회장인터뷰, 2014년4월4일)”고강조한다. 실제로재한조선족사업가집단은

지방정부의 조선족 관련 복지정책으로 노인 복지 및 거주 시설의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42.0%).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적회복을 한 조선족들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령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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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간이매우제한적이기때문에사업가들은이부분을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길바라고

있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인데 골목이나 도로 정비, 환경 미화 등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해

주길바라고있었다. 사업가단체들이환경미화차원에서봉사를추진하고있지만역량이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어린이나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 지원이었다. 재한

조선족들이한국에서세금을내면서거주하지만더욱이재외동포지위나영주권지위에있어도자녀가

외국국적이면어린이집에서받을수있는혜택이전무하다. 이런부분이정책적으로해결되길바라고

있었다. 재한 조선족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비율도 32.8%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창업아카데미를비롯한상업지식을전수하는교육프로그램의확대를말한다. 그다음이

취업기회의확대로 28.3%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적응교육으로 17.6%였다. 이는이주민으로서재한

조선족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혜택만을 수혜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반응이었다. 집거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서울의 중산층이 몰려사는 지역의

한국인과경제적격차가나는사람들이었다. 때문에조선족에대한“보편적복지”로인식되는정책은

집거지의화합에부정적인역할을한다고보았다. 때문에이들은집거지한국인들과차별되는정책이

아니라“선별적복지”정책을집거지의화합을위한정책으로인식하고있었다.

<표5-3-1> 조선족사업가들의서울시에대한사회및복지사업요구

주거환경

개선
자녀교육

성인적응

교육
의료복지

노인복지,

거주시설
취업 창업

38.7 32.8 17.6 29.4 42.0 28.6 32.8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전체사례수는119이다.“노인복지, 거주시설”은경로당과임시쉼터의합이다.

이렇게“지방정부는 조선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지원, 사회통합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조선족의 역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또는 행사 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중무역협회, K회장인터뷰, 2014년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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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다중적신분과커뮤니티유지의실천들

조선족사업가들이주도하고조직한단체들은정관을통해구체적인사업내용을밝히고있었다.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는 첫째, 재외동포 조기정착과 생활안전, 복지지원 및 해외동포 단체

친선교류사업, 둘째, 전통문화와예술의이해, 보존, 창달, 보급, 교류협력사업(국내외동포), 셋째, 

동포사회및해외체류동포단체(개인) 관련포럼및교류협력사업, 넷째, 역사의식고양및무료법률

지원 사업, 다섯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국내 해외동포관련 사업 지원 및 참여, 협력사업, 

여섯째, 해외체류동포및단체와의교류협력사업, 일곱째, 기타법인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등을

주요내용으로했다(사단법인재한동포연합총회정관제4조).

한마음협회는 첫째,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동포들의 권익과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활동을 지원, 둘째,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국내 대학과정이수 지원등을 통해글로벌 리더

양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교육 장학 사업 추진, 셋째 재외동포 기업 활동 지원 및 재한동포들 간의

협력을위한네트워크구축, 넷째, 국내입국재외동포들의문화생활증진을(위한) 스포츠단체설립

및 운영 지원, 다섯째, 국내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사업, 여섯째, 해외에서의건전하고성숙한한민족이미지제고를위한대국민계도성홍보강화

캠페인, 일곱째, 한류지속및확산을위한문화홍보활동추진, 여덟째, 재외동포들을위한취업및

정보제공을위한도서, 문서, 신문의발행및배포, 아홉째, 재외동포및국내외유관기관의교류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투자유치대회, 문화행사의 기획 및 개최, 열째, 후원과 나눔을

기초로 한 산하 봉사단체의 설립 및 운영, 열한째,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했다(한마음협회정관제4조).

재한중국동포위원회는 첫째, 부대사업을 위한 재한중국동포재단법인 설립을 추진, 둘째, 

재한중국동포의 한국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셋째,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인권보호 및 정착 지원 사업, 넷째, 재한중국동포 신문 및 방송, 미디어산업 활성화 사업, 다섯째, 

재한중국동포의 리더발굴을 통한 지도자 육성 사업, 여섯째,  재한중국동포 평생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사업, 일곱째, 재한중국동포의 기초질서 및 법질서교육을 통한 위상 제고 사업, 여덟째, 

재한중국동포와 기타 재외동포단체와의 각종 교류행사 사업, 아홉째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관심 제고를 위한홍보 사업, 열째, 재한중국동포 정책 및제도 개선에관한 각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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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및포럼, 열한째, 재한및재중중국동포의한민족의문화, 역사의발굴및계승홍보사업, 열두째, 

재한중국동포 우수인재·성공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열셋째, 재한 및 재중중국동포의 한국의

관광명승지 안내 서비스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열넷째,  재한중국동포의 경제, 문화,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열다섯째,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타 단체와 협력활동 및

봉사활동 사업, 열여섯째, 기타 위원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했다(재한중국동포위원회정관제10조).

조선족 사업가 단체인 한중창업경영협회는 첫째, 창업, 경영에 관한 무료교육사업, 둘째, 

능력개발에관한사업, 셋째, 창업, 경영에관한산학협력우호증진에관한사업, 넷째, 창업, 경영을

위한학술연구에관한사업, 다섯째, 회원들사이의친목도모를위한사업등이었다(한중창업경영협회

정관제4조).

마지막으로한중무역협회는첫째, 한중FTA, 무역관한교육사업, 둘째, 능력개발에관한사업, 셋째, 

무역에 관한 산학렵력증진에 관한 사업, 넷째, 무역을 위한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다섯째, 무역에

관한 박람회 개최 사업, 여섯째, 무역 지원에 관한 사업, 일곱째, 직업교육에 관한 국제교류사업, 

여덟째, 전문분야경영능력개발및교육사업, 아홉째,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수탁하는사업, 

열째, 기타협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부대사업, 열한째, 한중양국무역, 문화콘텐츠관련사업등을

주요내용으로했다(한중무역협회정관제4조).

이단체들은이러한정관기준에근거하여다음의활동들을추진하고있었다.

(1)  동포성이강조된한국사교육및전통문화예술활동

사단법인재한동포연합총회는여러가지활동들중교육활동을가장중요한것으로간주하고있었다. 

재한동포연합총회는 2011년부터 총회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역사교육활동을진행했다. K회장은“동포들이아무리중국에서역사공부를했다해도우리한민족

역사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 물론 우리가 야유회 형식으로 강화도 역사기념관 등을

참관했지만이런것은눈으로만보는것뿐이고깊이는모른다. 작년에는매달셋째주화요일에역사

교육을실시했다. 무료봉사를해주시는서울대역사교수님들이두시간씩강의해줬다.”(박우외, 

2012: 344) 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선행적으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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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것이이단체가중요하게간주하는부분이었다.76

[그림5-3-1] 재한중국동포역사문화탐방 [그림5-3-2] 재한중국동포역사문화

2015년제1차 2015년제4차

중국동포한마음협회와 한중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역사문화탐방을 추진하기도 했다. 역사문화탐방

행사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이 단체들의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행사

프로그램은“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달렸고“재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사 및

민족의 역사문화 탐방과 교육을 통해 민족적 혈통과 뿌리를 알고 역사적 동질감 회복 및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 하면서 더불어‘코리안 드림’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발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그취지를설명하고있다([그림5-3-1], [그림5-3-2] 참조). 

이 행사를 조직한 한중무역협회 K 회장은“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76재한동포연합총회는한국사교육외에조선족의한국정착과정에필요한지식을알려주는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였다. 이들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무조건 질서를 잘 지키고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K회장은“재한 동포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만생각한다. 우리스스로를돌아보는그런태도가필요하다. 그래야한국사람들과의거리도좁혀지고

한국사회와융합을보다쉽게할수있다.”(박우외, 2012: 344)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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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꾸준히 진행할 것이고 답사 루트도 다양화

해서가급적많은사람들이한국의역사와문화를이해하고한국사회에잘정착할수있도록역할을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다(한중무역협회 K회장 인터뷰, 2015년 4월 4일). 이 역사교육 활동은

2016년현재에도추진되고있었다.

재한 조선족에게 한국역사를 교육하는 행사와 함께 한국사람들에게 조선족의 이주사를 알려주기

위해노력하고있었다. 중국동포한마음협회를주축으로한여러조선족단체들은2015년부터대림동, 

가리봉동등지역에서지속적으로 “중국동포이주사그림전”을개최했다. 이행사는“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의 문화소통을 통한 마을축제 만들기”라는 부제가 있었다. 재한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선족의 중국 이주사 그림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재한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소개하여상호이해와존중을바탕으로한지역사회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었다. 

[그림5-3-3] 중국동포이주사그림전및민속문화

교류공연

(2016년6월17일촬영)

대림2동D초등학교앞에서개최된이그림전은

2015년부터추진된, 한마음협회를비롯한조선족

단체의주요행사중하나였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지역화합을

취지와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는 대부분이 문화예술활동들이었다.77 이 활동들은 당연히 집거지를

기반으로 출현한 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추진된 행사였기에 내용은

부분적으로 차이 났지만 공통점은 조선족의 전통이 부각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전통문화예술활동은 Y냉면 K사장이78 회장을 맡고 있는

                                                       
77
이 부분은 옥지혜(2015)를 참조하라. 옥지혜는 지역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문화예술활동의 시기적 변화를

정리하였다.
78 Y냉면K사장에관해서는길림신문(2011: 18-25)를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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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중국동포중앙회에의해추석맞이행사로집대성되었다.

재한중국동포중앙회는2014년9월7일추석을맞아서울여의도광장에서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최측은 많은

재한 조선족들이 고향에 가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주기 위해 고국에서 함께 모여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합동 차례를 가졌다. 그 뒤 메인 행사는 오전 행사와 오후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씨름, 널뛰기, 장기, 윷놀이, 투호, 용줄다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및참여마당이열렸고오후에는‘송해와함께하는중국동포노래자랑’이열렸다.

[그림5-3-4] 제1회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홍보물)

2014년에이어2015년에도민속문화축제라는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그림5-3-5] 제1회중국동포민속문화

대축제합동차례

민속문화행사를조직한핵심들이대표로

차례를하고있다

출처: 동북아신문(인터넷판)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1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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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중국동포연합중앙회 K 회장은“매년 추석

전일을‘중국동포의 날’로 제정한다”라고 선포했고“매년마다 이 날에 다양한 전통민속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고유민속 문화를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묶이는 계기를

조성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동북아신문, 2014.09.09). 

중국동포 민속문화 행사는 2015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제2회 행사에도 첫 시작은 차례를

지내는 행사로시작되었다. 주최측 임원들과내빈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동포들을대신하여조상들의은혜를기리고조상들의명복을빌며, 또가족의건강과행복을기원하며

차례를 지냈다. 재한중국동포연합중앙회 K 회장은 개회사에서“중국동포연합중앙회는‘사랑, 화합, 

나눔, 희망’의 슬로건 하에 내국인들과도 교류와 화합을 잘하여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공감의장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동북아신문, 2015.09.27).

이어 씨름, 널뛰기, 장기, 윷놀이, 투호, 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및 참여마당이

시작되었고후반부는 예술행사로이어졌다. 2014년과마찬가지로여의도광장에서열린이행사에는

많은조선족들이참여하면서성황리에열릴수있었다. 

[그림5-3-6] 제2회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

축제에참가한재한조선족들이가수현철의

노래에맞춰춤을추고있다.

출처: 동북아신문(인터넷판)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19217

(2) 조선족집거지엘리트로서지역화합을위한활동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사회봉사를주요사업중하나로설정하고있다. 이단체는단발적인봉사가

아니라협회산하에별도의회칙에근거한전문적인봉사단을설치하여정기적인사회봉사를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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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한마음봉사단 회칙, 2009.10.11). 이 봉사단은 한마음봉사단이라고 불렀다. 한마음봉사단은

“어려운 중국동포들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중국동포사회에서의 봉사정신과 기부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기여하고자 한마음이 되어 뭉친” 중국동포 봉사단체였다. 한마음봉사단은 후원금

모금과 노력봉사 등 다양한 형식의 봉사활동을 통해“어려운 한국 생활 속에서도 작지만 이웃에게

사랑을전하고그사랑을기쁨으로돌려받는봉사의정신을배우고실천함으로써중국동포들의위상과

자긍심을높이고삶의질을향상하여만족스러운삶을영위”하는데목적을두고있었다(한마음봉사단

소개서, 봉사단 소개, 2009.10.28). 한마음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노력봉사로 청소, 무료급식도우미, 스텝봉사 등이었고, 두 번째

유형은 문화봉사로 위문공연, 일일찻집 공연행사 등, 세 번째 유형은 기타봉사로 자원 봉사센터를

통한다양한봉사활동을포함하고있었다(한마음봉사단소개서, 봉사단모임및활동, 2009.10.28).

한마음봉사단은최소한달에한번이상의사회봉사를진행하고있었다. 이런봉사는조선족집거지

뿐만아니라전국적범위에서이루어졌다. 이를테면태안앞바다에기름이유출되었을때적극적으로

봉사단을 소집하여 청소봉사를 하러 갔고 일부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위문공연봉사를 하기도 했으며

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료급식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집거지내 환경미화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있었고겨울이되면불우이웃돕기 봉사를통해 한국인이웃들에게쌀이나연탄을기부하는

봉사를 하기도 했다. 그 외 크고 작은 행사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은

한마음협회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이었다.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는 2010년 금천경로당을 설립했다. 이 경로당은 금천구청에서 인정한

조선족 유일의 동포경로당으로 매 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다. 2010년 4월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는구로경로당을새로설립했다. 그이유는금천구에서지원하는시설에다른지역의

고령자들이 이용하면 기존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로구에약

60명정도의노인이활용할수있는경로당을새로설립했던것이다. 또같은해에조선족전용쉼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복지 시설인 쉼터를 운영한 이유는 2010년부터 C-3비자로 무연고 조선족들이

들어오기시작했는데이무연고조선족들은한국에친척도없고친구나지인을통해외지에서일하기

때문에 짐만둘 수있는 방을맡으려고 했다. 처음에는 이단체의 K 회장이 자신의 식당을쉼터삼아

활용했는데영업에도지장을주고이곳을쉼터삼아활용하는조선족근로자들도불편해했다.“그래

안되겠다싶어서이런사람들위해서내가일자리찾기전까지는수용할수있는터를만들어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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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쉼터를하나마련했다. 남자여자쉼터를따로마련했다.”(박우외, 2012: 342) 이쉼터는

협회의운영비가아닌회장의사비로운영되었다. 보증금2천만원, 월세120만원짜리1, 2층으로된

쉼터였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조선족 고령자들이 활동할 수있게 한것은 여러조선족 단체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재한동포연합총회가 거의 유일했다. K회장이

설립했던 재한동포연합회는 초창기부터 고령자들로 구성된 귀국동포연합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령 조선족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이 고령 조선족들이 기존의 경로당에 들어갈 경우

지역의 고령 한국인들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족 고령자들이 평소에

특정 공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K회장이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설립하여 조선족 고령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공간을만들었던것이다. 

  하지만경로당을운영한다고해서고령노인들이휴식만취하게하는것은아니었다. 이협회는또

정기적으로 길거리 청소를 비롯한 환경미화 등 봉사를 하고 있었다. 이 봉사 프로그램은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노인들에게도 해당되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곳인

것은맞지만이노인들도지역사회에봉사하면조선족의이미지가더좋아질것으로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협회차원에서 조직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노인들한테 한달에 한주는 무조건봉사를 하게

했다.“노인들은오히려더좋아했다.”(박우외, 2012: 345)

(3) 중국출신의조선족사업가로서사업가네트워크구축을위한활동

이미 앞에서 한중창업경영협회는 2013년 말의‘재한중국동포 창업아카데미’ 수강생을 중심으로

출범되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런 행사를 기반으로 한중창업경영협회는 지속적인 창업 및 사업

관련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조선족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수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있었다. 2015년에는특별교육이라는명목으로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등을강사로

초빙하여창업을준비하거나현재사업중인조선족들에게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주었다.

한중무역협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관련 정부의 사업에 협력하고 국적에 상관 없이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한중무역협회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

대표적인것으로는2015년강원도청에서진행한국제무역및투자박람회에동포사업가대표단의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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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선정되어정부사업에적극참여한것과창업아카데미를정기적으로개최한것이다. 

[그림5-3-7] 중국동포국내자립을위한아카데미

2015년

[그림5-3-8] 중국동포창업아카데미

2015년

2015년에는두차례에걸쳐“중국동포국내자립을위한아카데미”를운영했다. 총네번의강의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강의는 FTA 및 무역 강의, 제2강은 외식, 프랜차이즈 강의, 제3강은

전자상거래, 홈쇼핑, 소셜커머스 강의, 제4강은 창업 및 비지니스마인드, 성공사례 강의로

구성되었다([그림5-3-7] 참조). 또한이협회는마케팅전문가를초청하여창업아카데미를운영했다. 

이창업아카데미도총4차례강의로구성되었다. 제1강은창업프로세스와실전창업노하우, 제2강은

청년 창업과 성공적인 스타트업, 제3강은 화장품 판매 및 매출 극대화 전략, 제4강은 성공하는

비즈니스모델과마케팅전략이라는주제로구성되었다([그림5-3-8] 참조).

한중창업경영협회와한중무역협회는모두설립된지얼마안되는경제인단체였지만아주적극적으로

창업및사업관련교육프로그램을조직하고있었고정부의경제관련사업에참여하고있었다.79

                                                       
79그 외에 중국동포연합중앙회는 2015 년 추석맞이 민속문화축제를 조직할 때 중국과 한국의 학자를 초청하여

“한중FTA 시대, 중국동포사회의전망과과제”라는세미나를개최하여밀접해지고있는한국과중국의경제관계

속에서조선족이어떤역할을할것인지에대해논의하는장을마련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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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3가지 주요 활동들 외에 이 단체들은 크고 작은 스포츠 활동도 조직하고 있었다.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1년에 한 번씩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협회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서서히

조직화가되었듯이이단체는체육행사를중요한사업중하나로설정하고있었다.

또한 단체를 운영하는 일부 단체장은“2015년 목표는 동포들의 경제적 지위 상승과 사회통합, 

지역사회와의 공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림동 D초등학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같이 하는 운동회를 하는 것이다. D초등학교에 이미 조선족학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또 민속대축제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 이런 축제를

대림동에서 지역 특화된 활동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이룩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하기도했다(한중무역협회K 회장인터뷰, 2015년4월4일)

3절소결

조선족집거지를기반으로출현한주요사업가단체들이추진한활동은크게세가지유형으로나눌

수있었다.첫번째는재한조선족을대상으로한국사교육활동이다.이단체들은조선족이한국에잘

적응하고 한국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문화를이해하고동질적인성격을인지하려면역사만큼중요한것이없다고보고있었다. 그리고

조선족의 전통,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한민족의 전통이 강조된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통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 한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들도 간과하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조선족이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집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집거지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출현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극복하고 안정되고 화합적인 지역 사회를 위해

사업가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가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교육사업을 비롯해서 경제인 또는 예비경제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사업가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었다. 그외에부분적인단체들이추진하는스포츠, 동호모임

등행사들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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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가들은정부에대한적극적인요구를통해재한조선족사회를대표하는주도적인집단임을

부각시키고있었다.80 이미재외동포법의개정을통해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가안정적으로변화한

예를 들어 한국의 정주 집단이 되어가는 재한 조선족에 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법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가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서 기존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한국계를 대상으로 한법과 국내의다문화적인 대상을 상대로한 법모두에서 배제된

것으로간주되는한국거주“재외동포”에대한법이었다. 이법이있어야만전담부서를만들수있는

근거가마련되고그와관련된예산과전담인원, 관련정책들이나올수있다고보았다.

사업가들은 지방정부는 지역(집거지) 차원에서 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지원을해주고, 사회통합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재한조선족사회가적극적으로자신의

역할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어야한다고했다. 지역사회차원에서이러한역할을할수

있는 집단이 사업가가 주도하거나 사업가로 구성된 단체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지와 협조는 곧

집거지또는재한조선족사회내에서사업가집단의역할을더욱확대할수있는방법이기도했다.

사업가들은 재한 조선족 일반에 대해 일방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을 반대했다. 우선적으로

고령자, 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지만 젊은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더욱잘편입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했다. 재한조선족

인구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연령 또는 경제적 수준에 근거한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업가들은 집거지 커뮤니티의 건강한 유지 및 발전의 부정적 요소로서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적

지위와관련된법∙정책의부재, 기타외국인이주민과대조되는역차별, 부정적인사회적인식과낙인

등으로보고있었다. 이에대해사업가들은자신또는자신이소속된집거지커뮤니티의잘유지되고

보존된한민족으로서의전통을강조하고집거지의화합에적극적이며한국과중국사이의경제문화적

공헌을드러내고있었다. 성공한경제엘리트이면서집거지의주도집단으로서조선족사업가의역할과

신분은 이들을 필요로하는, 혹은 이들의 이용가치가 필요한 국가(또는 주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이제집거지사업가의사회적역할은국가와의관계속에서다각적으로인정된다.

                                                       
80 20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되었던CK여성위원회P회장은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진보나보수가

아닌‘조선족권익보호’가저의유일한정치적이념입니다”라고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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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지위의다각적구성

집거지 사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여러가지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사업가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 4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 사회, 한국의 정부(지방정부), 정치권, 그리고 중국

정부(중국대사관, 중국지방정부 등)가 사업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을 통해 이

사업가들이한국과중국에서여러경로를통해인정받는집단이라는것을밝히고자한다.

1) 지방정부의지역정책제정및지역관리과정의직간접적참여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9년에작성된『‘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9년시행계획』(서울특별시, 2009)과2013년에

작성된『‘제 2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 년 시행계획』(서울특별시, 2013)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앞에서 조선족 사업가들이 언급했듯이 재한 조선족,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재한 동포의

명목으로추진된정책이라고보기어려웠다. 물론서울시의입장에서는거주또는체류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국적자인 중국국적 조선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외국인과

다문화적인 대상에 대한 정책이었을 뿐 재한 조선족이 스스로를 설정하고 있는 동포로서 조선족에

대한정책이라고보기어려웠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3 년에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

어쩌면 처음으로 재한 조선족에 대한“별도”의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수행되었고 용역명은『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였다(양한순·박우 외).81 이후 서울시는 꾸준히 재한 조선족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했다. 

                                                       
81그뒤에도서울시는지속적으로재한조선족의밀집지역에대한조사를통해보다구체적이고체계적인정책들을

수립하고자했다. 2015년의“서울서남권중국동포밀집지역현황조사”에이어2016년에는“서울서남권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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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외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정책에는“중국동포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었다. 특히 2015 년에 추진된 이 사업들에는“중국동포학부모

자녀교육역량강화및정착지원상담”,“중국동포예비소상공인을위한창업아카데미”,“중국동포

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와 워크샵”,“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어울리는‘한마음 중국동포 문화교류

어울림한마당’”,“함께앞으로가는한마당축제”등이있었는데그중4개사업이중국동포라는

대상을 명시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들 중 두 번째 사업은 한중무역협회, 네 번째 사업은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다섯 번째 사업은 재한동포연합총회가 직간접적인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별도”의 정책으로서 재한 조선족 관련 정책에 사업가 주도의

단체들이참여하기시작한것이다.82

또한 서울시의 발주용역인『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집거지의 중국동포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화합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한

경제, 사회, 문화적 긍정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서남권지역인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에다수거주하는조선족을위하여지역구국회의원, 

시의원,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하는“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동북아신문, 2015. 03.04).

민관협의체의협약식참여기관에는신경민, 이인영, 박영선, 이목희, 김영주, 유기홍등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장인홍, 오봉수, 유광상, 이행자의원,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관악구구청장, 

서울구로경찰서장, 서울금천경찰서장,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서울관악경찰서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

민관협의체는생활안전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다. 분과위원회

중재한조선족대표13명이위원으로참여하는데이들은개인사업을하고있는조선족단체대표였다. 

관에서 주도한 민관협의체에 재한 조선족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이 대표들 중 대다수가

                                                                                                                                                     

밀집지역발전방안연구용역”을발주했다.
82중국동포한마음협회가꾸준히추진하여왔던한마음체육대회도행사경비의일부를서울시로부터후원을받았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정책 사업에 조선족 사업가가 선정된 것은 조선족 사회에서 이 단체들의 독보적인 경쟁력의

반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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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사업가라는것은사업가집단이재한조선족사회에서차지하는역할이어떠한지를짐작할수

있게한다.83

2) 직업정치인의사업가행사참여및조선족사업가의정치참여

서울시의 제안 및 주도하에 설립된 민관협의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조선족 사업가 출신의 단체

대표위원들은공식적인경로를통해지역의현안에대해논의할수있었다. 

그 외 지역구 정치인들은 사업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축사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개별적현상만가지고사업가단체의위상이 올라갔다고 해석하기는어렵겠지만 최소한과거에는볼

수없었던현상인것만은분명하다.

재한중국동포중앙회가 개최한 중국동포민속문화축제에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2014 년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올 추석명절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서로 밝은 기운을 나누어 갖고 소통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고(동북아신문, 2014.09.09),  2015 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가 지속적으로 열려 70 만 재한중국동포가 하나로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며“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에 체류하신 중국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축사를 했다(동북아신문, 2015.03.04). 2015 년 1 월 중국동포 한마음협회가 개최한

신년회에서는 신경민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동북아신문, 2015.01.14). 사업가가 주도하는 단체의

행사에정치인들이축사를하는현상은불과몇년전까지도생소한일이었다.

뿐만아니라2016년의20대국회의원선거에서조선족출신사업가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되어

공식적으로정계에도전했다. 비록직업정치인으로입문하지는못했지만재한조선족사회에는하나의

상징적인 변화이기도 했다. 비례대표 자격을 받은 사람은 K 여행사를 운영하는 P 사장(여성)이었다. 

                                                       
83이조선족위원들로는한중다문화봉사단K씨, 사단법인재한다문화총연합회J씨, 금천구자율방범대U씨, 재한동

포교사협회M씨, 이중언어강사연합회J씨, CK여성위원회P씨, 중국동포사회연구소K씨, 동북아신문사L씨, 한민족

신문사J씨, 한중경영신문K씨, 중국동포한마음협회M씨, 재한중국동포장기협회Z씨, 중국동포연합중앙회K씨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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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중국흑룡강성출신으로재한조선족사회의상징적인인물중한명이되었다. 그는 2014년에

“중국동포여성위원회”를설립하여적극적인사회활동을시작했다.84

3) 집거지조선족주민의사업가에대한신뢰

집거지사업가들이추진는여러가지행사에재한조선족들은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었다. 가장큰

규모가 참여한 행사는 민속문화축제였다. [그림 5-4-1]과 같이 행사장에는 몇 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모여있는것을볼수있다. 

[그림5-4-1] 제1회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

참가자

이날행사에는2만명이운집하여성황을

이루었다고한다.

출처: 동북아신문인터넷판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

xno=18301

한마음협회에서주최하는체육대회에는스포츠경기에참여하는사람만  400~500명가까이되었다. 

그외에관중과가족들까지합치면많은경우에는2,000 가까이되었다. 한중무역협회등이추진하고

있는아카데미는한번에대규모의참여자가모이는것은아니지만관련분야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하여 일정한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작은 규모의 아카데미에는 한

과정에약50명, 큰규모의아카데미에는한과정이150~200명정도규모였다. 사회봉사에참여하는

                                                       
8420대총선을앞두고재한조선족사회에는조선족출신의국회의원이나올수있을지에대한관심이급증하였다

(동아일보, 2016.01.04). 후보가 되기에 유력하다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

출신의단체대표였다. P사장은중국식품도매업으로사업을시작하여 여행사, 학원, 매니지먼트사등사업으로

확장하였다. 20 대총선에서 P 씨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후보 31 번에배정받았다. 그는 2018 년서울시의원

선거에도출마할것이라고하였다. P씨와관련해서는연합뉴스(2016.07.04)를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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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정기적인 도로미화, 경로당봉사에는 봉사단 단원들을 위주로

임시적인 봉사인원을 추가하여 추진했다. 비교적 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한조선족

사회에공지를내어더많은봉사자의동참속에서봉사를추진하고있었다. 역사문화탐방등행사는

전용버스를 대여하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에 45 인승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적을 때에는 버스 한대, 

많을때에는2~3대규모의인원이참여했다. 

<표5-4-1> 재한조선족노동자의조선족고용주(사업가)에대한신뢰

조선족고용주(사업가) 한국인고용주(사업가) 조선족일반 한국인일반

2.8 (147) 2.7 (184) 2.8 (229) 2.5 (212)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신뢰에대한척도는“매우신뢰”(4점),“약간신뢰”(3점),“별로신뢰하지않음”(2점), 

“전혀신뢰하지않음”(1점)이다. 괄호안은사례수이다.

사업가들이 주도하거나 사업가로 구성된 조선족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의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조선족 주민들은 한국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고용주로서 조선족

사업가에대해비교적높은신뢰를보이고있었다. 조선족사업가에게한번이라도고용된적이있거나

현재고용중에있는 사람들포함해서전반적으로조선족 고용주(사업가)에대한신뢰는 2.8, 한국인

고용주(사업가)에 대한 신뢰는 2.7 이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재한 조선족 일반에 대해서도 2.8 의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 일반에 대한 신뢰는 2.5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5-4-1> 

참조).

현재조선족사업가에게고용된조선족노동자의경우자신의 고용주에대한신뢰는 2.9로본인이

경험하거나생각하고있는한국인고용주2.2보다높았다. 또한이들은조선족일반에2.7의신뢰를

보이고 있었고 한국인 일반에 대해서는 2.3 의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족 사업가에게 고용된

조선족노동자들은이네개그룹중에서조선족사업가(고용주)에가장높은신뢰를보이고있었다. 

한국인에 고용된 조선족 노동자의 경우 조선족 사업가에 대해서는 2.6, 한국인 고용주에 대해서는

2.7의신뢰를보이고있었다. 조선족일반에대한신뢰는2.8, 한국인일반에대한신뢰는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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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조선족사업가에고용되지않았지만조선족사업가에대한신뢰는한국인사업가에대한신뢰와

큰차이가없었다(<표5-4-2> 참조).

<표5-4-2> 재한조선족노동자의조선족고용주에대한신뢰(고용주)

고용주구분 조선족고용주 한국인고용주 조선족일반 한국인일반

조선족사업가 2.9 (48) 2.2 (28) 2.7 (43) 2.3 (38)

한국인사업가 2.6 (120) 2.7 (214) 2.8 (226) 2.5 (212)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신뢰에대한척도는“매우신뢰”(4점),“약간신뢰”(3점),“별로신뢰하지않음”(2점), 

“전혀신뢰하지않음”(1점)이다. 고용주구분에서“조선족사업가”는조선족사업가에게

고용된조선족노동자이고,“한국인사업가”는한국인에게고용된조선족노동자이다.

<표5-4-3> 재한조선족노동자의조선족고용주에대한신뢰(거주지)

거주지구분 조선족고용주 한국인고용주 조선족일반 한국인일반

집거지거주 2.8 (182) 2.5 (221) 2.7 (294) 2.4 (278)

비집거지거주 2.8 (72) 2.8 (120) 2.9 (120) 2.6 (162)

출처:『2013년서울거주중국동포조사』설문조사자료.

주: 신뢰에대한척도는“매우신뢰”(4점),“약간신뢰”(3점),“별로신뢰하지않음”(2점), 

“전혀신뢰하지않음”(1점)이다.

거주지역을기준으로보면집거지에거주하는사람들은조선족고용주에대해2.8의신뢰를보였고

한국인고용주에대해서는2.5의신뢰를보이고있었다. 조선족일반에대한신뢰는2.7이었고한국인

일반에대한신뢰는2.4였다. 집거지거주자들이조선족사업가들에대한신뢰가상대적으로높았다. 

비집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조선족 고용주에 대한 신뢰는 2.8,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신뢰

역시2.8이었다. 조선족일반에대해서는2.9, 한국인일반에대해서는2.6의신뢰를보이고있었다. 

비집거지거주자들에게있어조선족사업가에대한신뢰는낮지않았다(<표5-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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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에 대한 상기와 같은 인식 또는 반응 외에 재한 조선족 사회를 구성하는 유학생 집단 역시

상당한 수준의 지지와 존경을 보내고 있었다. 2003 년에 결성된“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해마다 연말이면 사회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설립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0 년을 전후하여 이

단체는 초청자 명단에 재한 조선족 단체의 회장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의 회장들은 초기

단순한참여자에서현재는사업또는경영의성공담을조선족유학생들에들려주는조언자와특강자가

되었다. 2013 년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공청단위원회는 한국에“재한연변주차세대사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설립행사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주최했고 조선족 사업가 단체의 회장단과

이그림이 초청받아 대거 참석했다.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의 조선족

사회를대표할수있는각계인사를엄선하여초청했는데그중에사업가들이대거포함되어있었다. 

이는고학력조선족또는전문직에진출하게될조선족청년세대들도집거지사업가들을재한조선족

커뮤니티의중요하고대표적인구성집단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85    

4) 중국조선족주류사회의재한조선족사업가에대한조명과인정

조선족 사업가 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중국 조선족 기업가, 학자, 민간인사 등 엘리트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4 년에 열린 제 1 회 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에는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표성룡집행회장86,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이춘일회장, 광동성조선민족연합회

이철호 회장, 연변오덕장주유한회사 이동춘 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동북아신문, 2014.09.09). 중국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조선족 기업가 단체의 대표들이 재한 조선족 사업가가 중심이 된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이 단체가 주최한 2015년의 민속문화축제에도 중국에서

조선족 기업가 대표가 참석했다(동북아신문, 2015. 09.27). 중국 조선족 기업가와 한국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사이에아직은직접적이고대규모적인파트너십이형성되었다고볼수는없겠지만중국내의

정계 재계와의 막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이 재한 조선족 사업가가 주최한

                                                       
85 이 부분은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발행한 행사자료, 이 단체의 현재 홈페이지(www.kcn21.com)와 구

홈페이지(club.cyworld.com/ClubV1/Home.cy/50531381)의사진자료를참조하라.
86

중국조선족기업가(또는 기업가협회)에 관해서는 요녕민족출판사(1990),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외(2016),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2016) 등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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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중국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도 재한 조선족 사업가들이 주최하는 한-중 정치경제 관계와 관련된 토론회나 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었다. 

  중국조선족관방언론들중상대적으로자율성이큰“길림신문”과“흑룡강신문”은한국에지사를

설립하여 재한 조선족에 대한 기사를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다. 재한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는 자연스럽게 조선족 사업가가 주도하는 단체가 추진한 일련의

행사들이었다. 이 신문들은 한국 내에서 별도의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중요한 기사는 중국본사가

출판하는신문에도게재하기때문에재한조선족사업가또는단체의역할은자연스럽게중국조선족

사회에도전달되었다. 

길림신문사는 2011 년에 재한조선족동포 성공사례 수기집인 『꿈을이룬 사람들』이라는책을

한국에서 출판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길림신문사 홍길남 사장 겸 주필은“현재 한국에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는 재한조선족은 52 만 5 천여 명으로 한국 인구의 1%를 점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재한조선족사회 내지 중국조선족사회 역사의 한 페이지이고 이 시대 조선민족 삶의 한 페이지인

성공일화를 이번에 책으로 묶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할 일입니다. 이 책이 중·한교류에 있어서

하나의 활력소가, 재한조선족에게는 하나의 교과서로 되었으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길림신문, 2011). 이책에는소위30명의성공한재한조선족이수록되었는데그중에사업가는

18명에달했다. 단일직업으로는압도적인규모다. 사업가외에12명은교수, 연구원,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등이었다. 관방언론도사업가들을재한조선족의대표적인그룹으로인식하고있었다.

5) 중국정부의성공한화교화인으로서집거지사업가에대한인정

2004년부터중국정부는외국인영주권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했다. 하지만중국정부의외국인에

대한영주권발급은굉장히제한적이었다. 2008년이후부터중국정부는해외인재유치계획을실시하기

시작했는데전형적인정책이2015년 6월부터시행한, 공안부주도의영주외국인의중국내취업관련

제도였다.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이“그린카드”를 확대하면서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시작한다. 그 중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시민권 정책은 한국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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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간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법적 외국인에는 본래 중국국적(또는 중국 혈통)이었던

중국계와 비중국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계에 대해 한국의 재외동포법과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고자한다. 이른바화예카드(华裔卡)제도가그것이다. 이화예카드는2중국적을허용하지않는

중국이 중국계들 중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시민권적

지위였다. 비록 첫 시작은 고학력자, 과학기술 등 분야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일정한

정도의 자본 규모를 소지한 중국계에게도 이러한 시민권적 지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중국 정부는 비한국계에 대한 등급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16 년

11 월부터 중국에서의 기능적 역할에 따라 외국인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시민권적 지위를

부여한다고했다. 

동포(민족)적 성격이 산업적 또는 기능적 성격에 종속된 중국 정부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은

한국의 성공한 중국 조선족 사업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해외에 이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성공한 사회경제적 엘리트에 대한 관심은

지극했다. 

[그림5-4-2]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가수여한패넌트

패넌트에는“위교복무(교민을위해복무하다)”가

쓰여있다.

(2016년6월19일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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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사업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중국 대사관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재한중국동포중앙회가 2014 년에 개최한 제 1 회 중국동포민속문화축제에는 주한중국대사관

동민걸(董敏杰) 참잔 겸 총영사가 참석하여“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교포, 교민들이 이번

축제를계기로한국국민과화합을이루고일터에서최선을다하기를바란다”고격려했다. 2015년의

축제에는 격을 더 높여 구국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하여“재한교포들은 한중 양국 우호

내왕의 교량과 유대”라며“중국과 한국의 번영 부강과 한중 양국 우호합작 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공헌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동북아신문, 2014.09.09, 2015.09.27).

또한 중국대사관은 해마다 연말행사나 신년행사에 영향력이 있는 사회단체의 대표를 초청하여

만찬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에 조선족 사업가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한 중국인

사회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조선족 사업가는 한국에서

성공한화교사업가이고사업가들이주도하는단체는한국과중국의가교역할을하는화교단체이기도

했다([그림5-4-2] 참조).

한중무역협회는 한국의 한 대기업의 중국지역 초등학교 도서실 건설 기증 프로젝트를 위촉받아

수행한적 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중국교민협회를 통해 중국 통전부 화교판공실에 전달되었다.

통전부와 화교판공실은 중국의 재외동포 전담부서이다. 중국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성공한 조선족 사업가의 이런 행동은 화교 및 화인 기업가의 조국에 대한 공헌으로 인식되었다.

한중무역협회가 추진한 이 사업의 중국측 담당기관은 C 시 외교판공실( 外僑辦公室) 과 산하

구정부의 통전부, 화교판공실 및 화교연합회였다(한중무역협회 K 회장 인터뷰, 2014.04.04). 

한중무역협회의 K회장은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이사이자 요녕성해외위원회 이사이기도 했다. 

한국에서조선족사업가의사회경제적인지위의근본적인변화가없었더라면중국정부의이와같은

관심도없었을것이다.

4절소결

집거지 사업가들에 대한 재한 조선족 사회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재한 조선족들은 사업가들이

추진하는 행사나 사업가 단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재한 조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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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서 집거지 사업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도

재한 조선족 사업가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사업가들이 추진하는 행사에 조선족

기업가 대표, 학자 등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중국 조선어 관방 언론은 별도의 분량으로 재한 조선족

집단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집거지 사업가들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반응도 괄목할만큼 변화했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재한 조선족의 대표 신분으로 집거지의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사업가가 주도하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정치인들도 집거지 사업가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조직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집거지를 지역구로 한 정치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가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다. 

심지어 재한 조선족 사업가 집단중에서 공천을 받아 전문적인 직업정치인이 나올뻔 한 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도 집거지 사업가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대사관은 집거지 사업가들이

주최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시에 이 사업가들을 한국의 화교(또는 화인) 사회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지방정부, 화교화인 관련 중앙 및 지방의 관련 기관

역시 한국에서 성공한 화교(또는 화인)로간주하고 있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경제적 성공으로 다양한 집단이 이들의 이용가치를 필요로 했다. 정부 또는

정치권은 이들이 한국과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매개가 되기를 희망했고, 지방정부는 사업가가

집거지 조선족 커뮤니티와 그 외부를 이어주는 중간자이기를 희망했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해외에서

중국인의 훌륭한 모습을 갖춘 성공한 화교사업가로 보고 있었다. 다양한 인정은 사업가가 자신의

신분을 다각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정체성은 바로

자신의 이용가치를 둘러싼 기회 구조 속에서 신분을 다각적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에 어떤 논리적

정당성을 만드는가에 기초해서 구성되었다. 이 논리적 정당성은 바로 이들이 이 기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고이 공헌에 기초해서 부여받은 권리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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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1990 년대 이후부터 가시화된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 출현한 신규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가 집거지의 주도적 집단이 됨과 동시에 집거지를 기반한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지위를획득하고자하는일련의과정을분석했다. 이현상을이들의시민권적지위가계급적

지위의변화를야기하였고계급적지위가시민권적지위의확대를불러오는, 시민권적지위와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형성)”라는 시각에서

규명했다.

1절. 연구내용

본연구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연구질문을설정했고연구의내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첫째, 재한 조선족 개인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 국가(중앙정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규정했는가?

이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한국의 정책은 경제적세계화와 맞물려변화했다. 이정책은 세계화의

내용이반영된, 민족적성격이산업노동력으로서성격에종속된경제주의적성격을띠었다. 이성격은

다양한종류의한국진입집단의법적지위를선별적으로규정함으로써이집단의지위를다층화하는

것은 물론 재한 조선족의 동포적 지위를 다층화 하는 기초가 되었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정책에 의해위계적으로 규정되고 이법 또는제도는 재한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출현의역설적배경이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의 연장선에서 숨가쁘게 거시적 정치경제 구조의 전환을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가

1980년대였다. 본격화된노동시장의분절과 2차노동시장의 노동력수급문제는 전환기한국사회가

적극적으로해결해야하는핵심문제중하나였다. 노동력수급문제가중소자본에게심각한현실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은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한다. 2 차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영역에 분포된 중소자본의 전환기 역할이 다양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다양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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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하는 정책을 고안해냈다. 이 정책은 전환기 중소자본의

기능적 성격에 근거하여 이들에 고용될 노동력의 성격을 결정하는 논리로 제정되었다. 도입될

노동력의성격은국가가규정한자격또는지위로구체화되었다. 이주민(또는노동력)에관한시민권

정책은경제적세계화와맞물려출현하고변화했다.

다른한편북한에대한경쟁적우위가확실시된시기역시1980년대였다. 아시안게임, 올림픽등

메가이벤트는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했다. 1980 년대 말

자신감있게 재외동포, 특히 공산권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한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90 년대 공산권 국가들과 연달아 수교하면서 한국 자본은

거대한시장을만나게되었고중국및CIS 지역한인은분절된한국의노동시장을만났다. 1990년대

중후반의 아시아금융위기는 한국과 재외동포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모국에 대한 공헌을 공식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일련의 법을

제정및개정한다. 한국의경제적세계화는동포적세계화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재한 조선족의 자격과 지위는 이들을 한국의 2 차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규정되었다. 국가는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도입 규모를 결정했고 이 규모를 전제로 조선족 개인의

기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 제한적으로 편입시켰다.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율성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국가의 이러한 법적 지위의 규정은 제도 밖에 집단적 실체로서(미등록자)

재한조선족을양산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한계를드러내기도했다. 2차노동시장의특정산업영역에

제도적으로 편입된 조선족은 제도 내에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확대는 원천 차단되었다. 제도

밖에있는조선족은법적지위및사회보장의부재로인하여역시시민권적지위의변화를경험할수

없었다.

다른 한편 국가 주도의 동포적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은 법제화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공식적이고 효율적으로 공헌하기를 기대했다. 관념적, 혈통적 동포가 법적 동포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과정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존 한국의 2차노동시장에 편입된 재한조선족은

재외동포라는 법적 지위로부터 외면되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 집단은 2차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공헌도법적지위로서동포성을인정받는근거라고주장하면서강력하게반발했다. 이런노력은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산업인력의 지속적 수요와 맞물리면서 국가가 재한 조선족(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중국 조선족)의 법적 지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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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재외동포지위 인정은 단순히 혈통적 차원에서 모든 조선족에게 재외동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도 국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1 차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할수있는사람, 2차노동시장에서효율적으로공헌할수있는사람에대하여차등하게지위를

인정한다.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시민권 정책은 세계화의 내용이 반영된, 민족주의적 성격이

산업노동력으로서의(또는기능적) 성격에종속된경제주의적성격을띠었다.

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등개인적차원에서활용 가능한자원들은구체적인수준에서 재한

조선족개인이특정산업영역에서얼마나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공헌할수있는지에대한근거였다. 

따라서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다층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우위에 놓인 재외동포로서 재한 조선족은 자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 재한조선족들도 특정 산업영역에서의

기능적 숙련이 인정되면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재한조선족의 법적

지위(동포적 지위)의 다층화는 진입과정의 여러가지 자원에 근거한 다층화인 동시에 재한 조선족

개인으로하여금한국내에서적극적이고효과적인공헌을하게함으로써이공헌의성격에근거하여

더욱확대된사회경제적권리를 취득하게하는위계이기도 했다. 재한조선족에대한 외국인노동자, 

외국적동포, 외국적동포노동자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적 지위의 다층화는 한국의 시민권 정책의

경제주의적성격의구체적반영이었다. 이경제주의적성격은다양한종류의한국진입집단의지위를

선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집단의 지위를 다층화하는 것은 물론 재한 조선족의 동포적 지위를

다층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에 의하여

위계적으로규정되었다.

외국인노동력으로서의 지위는 경제활동, 거주 등의 자율성이 지극히 제한된 지위였다. 또한 이

지위는 재산권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지위의 조선족 인구 중에서는 집거지

사업가가 출현할 수 없었다.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계급적 또는

계층적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였다. 국민에 준하는 이 지위는 재한

조선족의경제활동, 거주의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밀집지역의확대에중요한 영향을미쳤다. 또한

이 지위는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1 차 노동시장에 편입될 자원은 부족하고 2 차

노동시장에는 편입되기 싫거나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가가 되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동포노동력으로서의 지위는 한국의 2차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294

법적 지위였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위계적 규정은 역설적으로 재한 조선족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한국의노동시장에편입시키는한편조선족사업가가합법적으로조선족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 즉

재한조선족내부의고용관계의공식화를보장하는제도적배경이되었다. 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는

이커뮤니티의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규정되었다.

둘째, 이법적 지위에 대해재한 조선족인구는 어떻게반응했고, 이러한 반응은집거지의 변화에

어떤영향을미쳤는가?

재한조선족인구는동포적지위와산업노동력지위의동시적영향을받으면서한국에유입되었다. 

이러한 법적지위 때문에이들은 극히 제한된영역에서만 노동을제공할 수있고, 노동을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저임금 임시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이런 인구 집단의

경제적수준과한국의층화된거주환경이결부되면서특정공간에밀집하게되었고이공간적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정주 및 유동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자의수급은집거지사업가의출현에중요한조건을제공했다. 

1980년대중후반부터조선족은다양한법적지위(구체적으로체류자격)에의해산발적으로한국의

산업 영역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 조선족 인구는 1990 년대 초중반의 점진적인 증가를 경과한 후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함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한다. 이 증가 곡선은 2000 년대 중후반의

방문취업제도를 계기로 더욱 가파르게 변화했다. 한국의 조선족 인구는 가시적인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법적지위의변화에비례하는사회경제적자율성의확대로재한조선족개인들은제도의틀내에서

적극적으로자신의법적지위(구체적으로체류자격)를변경하고자했다. 많은사람들이외국인노동자

신분에서외국적동포노동자, 외국적동포, 영주, 국민 신분으로의법적지위변경을 경험했고현재도

이런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변경된 법적 지위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거주의

자율성도보장해주었다. 이러한법적지위로이들은극히제한된영역에서만노동을제공할수있고, 

노동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저소득 임시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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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재한 조선족 인구의 대다수는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집단이었다.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바로 한국에 진입하는 과정에 거주국에서의 낮은

사회경제적지위에근거하여규정되었다. 출신지에서의낮은경제적지위에근거한법적지위는비록

이들의2차노동시장에서의자율성을보장해주었지만그럼에도이들의노동환경은우호적인것만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재한 조선족 인구는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농업, 제조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 영역에 편입되어 저임금·미숙련 노동력으로

기능하고있었다. 바로이러한경제활동의환경때문에이들의한국내에서의경제적지위는근본적인

개선을경험하기어려웠다. 따라서이들은자신의 경제적수준에맞는거주지를 선택하기시작했고, 

이러한 선택은 한국의 층화된 거주환경과 결부되면서 특정 공간에서의 밀집 거주로 이어졌다. 이

공간적밀집은거주지역을중심으로한재한조선족집거지를태동시켰다.

집거지는 하나의 폐쇄된 고립적인 지역이 아니었다. 이 지역에서는 활발한 노동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밀집 지역에는 동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정주 조선족과 다른

지역에서유입된조선족노동인구도있었다. 이들은대부분밀집지역의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었다. 

다른한편이지역에서는활발한소비인구의유입과유출이이루어지고있었다. 재한조선족을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여가활동과 소비가 부분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조선족의 한국 거주, 노동, 생활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유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때문에 많은 임시적 유동인구도 이 지역을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항상

일정한 규모의 조선족 인구가 노동, 이동(또는 유동) 또는 거주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밀집 지역을

오가면서 노동과 소비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법적 지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대다수 재한

조선족의 경제적 지위를 확대시켰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이 변화된 법적 지위가

이들의경제적지위와결부되면서특정지역에서의장기거주를유발했고, 정주및유동적노동인구와

소비인구로 구성된 집거지를 태동시켰던 것이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정주 및 유동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였다.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자로구성된집거지는재한조선족사업가의경제적기반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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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거지의 출현이 전적으로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조선족 개인이 동원할수 있는자원 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합법적 거주 및 노동 자격의 재한 조선족들을 집거지 사업가와

고용-피고용, 생산-소비의 공식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법적 지위가 이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집거지 조선족 인구는 고용주로서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의 공식화를

보장한것이다. 합법적조선족인구로구성된지역에서사업가들의계급적지위가보장되었다는것은

이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집거지)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사업가의 정당성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만약 집거지가 대규모 불법체류 조선족으로 구성되었고 사업가들이 불법체류

조선족과 불법적인“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들은 당당하게 집거지 기반의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지 못했을것이다. 집거지거주자의 공식적 법적지위는 이후 사업가집단이 지역을기반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법적 지위가 특정 이주

인구의 밀집 거주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 인구 중 공식적 사업가(계급) 집단의 출현에는

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셋째, 이법적지위는집거지조선족사업가의출현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할 능력이 있고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집거지 사업가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 집단은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으로구성된 집거지에서출현한새로운 (계급)집단이었다. 정주및유동적노동과 소비인구로

구성된 조선족 집거지는 서비스업 경제를 태동시켰고 집거지 사업가는 이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이

되었다. 국가에의해규정된법적지위는집거지라는지역을중심으로사업가를태동시켰고, 사업가는

집거지라는지역(local)에서경제적지위를구성할수있었다.

재한 조선족 인구 중 일부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여한국에서의거주및경제적자율성을보장받았기때문이다. 변경된법적지위는중국에서의

(직업)경력, 교육수준, 가족구성, 초기자본, 지인및친구등부분적조선족인구의다양하고차등한

자원과결부되면서 집거지를기반으로사업가가 출현하는데 중요한조건이되었다. 한국에서의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놓여 있으면서 다른 재한 조선족에 비해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보유한 부분적 재한조선족 인구가사업가로 변신하게 된것이다. 시민권적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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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법인소유, 거주의 자유, 고용등의 경제적 자율성을보장해 주었고사업가들은 이런 자격에

의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었다.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할능력이있고사업에적합한자원을상대적으로많이보유한사람들이집거지사업가집단을

구성하게되었다.

이 집거지 사업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비록 사업가 집단

내에서도경쟁이존재하고사업규모의확장을경험하지못한사업가들도있지만그럼에도적지않은

사람들이사업을통해경제적지위의변화를경험했다. 그뿐만아니다. 이들은자기고용, 가족고용을

통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거지에 수급되는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유급고용) 자신의 사업 규모의

확장도동시적으로 경험했다. 공식적인 고용관계의형성은집거지사업가의경제적지위의변화뿐만

아니라 집거지 기반의 계급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 집거지 사업가 집단은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으로구성된집거지에서출현한새로운(계급)집단이었다.

집거지 노동과 소비시장은 사업가의 출현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고 집거지 사업가는 이 시장을

토대로 주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업가들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 지역에 거주하는 집거지

주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에서 사업하는 사람인 동시에 이 집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사업가들은 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판매업 등 집거지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었다. 사업가마다 사업 규모는 차이가 났지만 집거지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족

사업가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 줄 몰랐다.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는 점차 재한

조선족 집거지 서비스업의 주요 구성부분이 되어갔다. 정주 및 유동적 노동과 소비인구로 구성된

조선족집거지는서비스업경제를 태동시켰고집거지사업가는 이서비스경제의중심집단이되었다. 

조선족사업가의경제적지위는집거지를기반으로구성되고인정되었다.

넷째, 사업가는어떻게조선족집거지의주도집단이되었고이주도적지위를유지하기위한논리적

정당성은무엇인가? 이들에대한지역(지방정부, 지역정치권, 지역주민등)의반응은어떠한가?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은 우수한 계급적(경제적) 지위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가 주도의

단체를구성했다. 이조직들은집거지구주도집단으로서종교단체의역할을대신하였다. 집거지의신

주도집단이 된 사업가는 집거지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집거지를

사업가의사회, 경제나아가정치적토대로삼고있는사업가들에게집거지의건강한유지및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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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존재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사업가의 집거지 유지의 원리를 배태했다. 이

원리는재한조선족인구집단이긍정적(또는공헌적) 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이들을둘러싼제도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즉 집거지 사업가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는

불공정한현재의상황을공정하게해야한다는“공성정인식”에기초하고있었다. 이공정성인식은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라는 복합적인 신분에 의해 상황적으로 재설정 되었다. 동시에 집거지

사업가의 여러 가지 역할은 주변의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기반의사회적지위는다각적으로구성될수있었다.

집거지 조선족 사업가들은 경제적(또는 계급적) 지위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사업가 단체를

결성했다. 이 사업가 단체는 집거지 조선족 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거의 모든 발언권을

장악하고있다. 조선족사업가들은집거지를대표하는집단으로성장했다. 하지만이들이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고, 이 대표성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나아가주류집단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이집거지가건강하게유지되어야했다. 

집거지사업가들은구체적인활동을통해집거지조선족커뮤니티를위한행사를추진하고있었다.

동포적 성격 또는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사 교육에 기반한 교육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지역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 축제, 경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사업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등이집거지사업가들이주안점을두고추진한행사였다.

동포적성격또는민족적동질성을강조하는이런행사는한국국가가정책적으로이들의민족성과

동포성을 확실히 인정했더라면 굳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문화 관련 논의와 정책들이 한국의

외국인과 이주민 관련 정책의 큰 방향이 되면서 사업가들은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동포로서의

정체성이부정된다고보았던것이다. 때문에이런성격의활동은다문화관련예산과한국내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에대한 예산이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차이가났다는 것을포함해서 동포인 자신들이

외국인인“다문화”보다못한대우를받고있다는불공정성에대한반응이었다.

재한 조선족 사업가들은 지역의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축제, 스포츠대회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건강하고 밝은 부분을 많이 드러냄으로써 이 집거지가 안전하고 사회

통합에부정적인곳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있었다. 이런활동은한국의(때로는정부, 때로는언론

등) 이지역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없었더라면굳이필요하지않았을것이다. 하지만간혹발생하는

범죄로 인해 그 발생지역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조선족 집거지역이 주목받게 되고, 또한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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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은채 이 지역의 한국인과 조선족은

굉장한갈등속에서 살고있다는 등의전제는 사업가들로 하여금상기의행사를 반응적으로추진하게

했던 것이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 지역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심각한 갈등속에서 사람들이

부대끼는지역이아니고, 나아가사회통합에부정적인지역이 아니라고한다. 집거지 사업가집단이

추진한 이런 활동은 비슷한 수준의 부정적인 일들이 기타 외국인한테서도 발생하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더 심각한데 항상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창끝을 겨누는 한국의 시선이

불공정하다는것에대한반응이었다.

재한 조선족 사업가들은 적극적으로 사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사업가들은 재한 조선족

사회의 성공한 경제인으로서 위치를 강조면서 집거지라는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과 중국 모두에

경제문화적인 역할을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활동은재한조선족의 경제적 지위에서비롯되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었더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한 조선족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에서

시작되는차별적인시선, 이지위때문에국가로부터항상보호와지원을받음으로써내국인의역차별

문제가발생했다는여론, 그리고이주민들이한국에서노동을하고본국으로송금만하기때문에넓은

의미에서의국부의확장에별도움이안된다는인식등이집거지사업가들로하여금상기의활동들을

추진하도록 했던 것이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자신들은 국가(한국)에 세금을 많이 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제문화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있다고

주장했다. 집거지 사업가의 이런 활동은 바로 자신들이 국가(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부분이

분명히많음에도이들을국가에 도움이되기는커녕부의 감소에일조하는집단으로바라보는 시선이

불공정하다는것에대한반응이었다.87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기제와 시선 속에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공정하지 않은 대우와 시선에

반응하고 있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나아가 재한 조선족이 원하는 이 커뮤니티의 유지

                                                       
87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상기의 시민권 실천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파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가(또는

이주민 집단의 분화)와사회통합의 관계가 흥미를 끈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단편적으로 집거지 사업가 사례만

보면 이들은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물론사회통합이 어떤 사회통합인지는 더 면밀한

실증분석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주민 집단이 분화가 안되었다면 사회통합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가설은(나아가no bourgeoisis/stratification, no integration)은흥미로운사회학가설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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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 공헌적 권리는 바로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른바 재한 조선족

사업가의공헌적권리는“공정성인식”에기초하고있었다.

다른 한편 재한 조선족 집단은 중국 조선족 인구 내에서 탈사회주의기 상대적 선부집단에 등장할

기회가주어지지않은사람들을중심으로구성되었다. 중국내에서의상대적으로낮고불안한지위의

개선책으로서 한국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집거지를 형성했고, 그 중에서 사업에 능한 사람들이

경제적 중심집단으로 출현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단계별로(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고있었다. 법적지위의적극적인변경을통해국민또는국민에준하는지위로변경하고있는

이 현상, 한국의 보편적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들,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

논리로서 동포적 성격의 강조 등 현상이 바로 한국 내에서의 보상을 얻기 위한 논리였다. 집거지

사업가들은경제적(또는계급적) 지위가인상되고집거지에서의중심적위치를차지하면서이지위를

기반으로한국사회의주류집단으로서의지위를획득하고자노력했다. 하지만이들의더욱큰성공을

위한노력을 둘러싼 여러가지 기제와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또한집거지를 기반한 사회경제적

역할만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장해와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이들은 중국적 배경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보편적 나아가 주류적 집단에 진입하기 어려운데

대한보상으로서중국적배경을활용하게되었다는것이다. 이는중국정부가이들을한국에서성공한

화교(또는 화인) 사업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중양국

사이에서이들의적극적인역할수행을바라는주류집단의희망(또는주문)의목소리가나오면서더욱

분명해졌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들은 중국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보상을 동포성의

강조를통해요구하는한편한국의기회구조에서배제된것에대한보상을중국적배경의부각을통해

요구하고있었다.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들이 법적 지위를 변경하여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었거나 중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지위가 주어졌지만 이들의 생활과 생산의 영역은 여전히 재한

중국 조선족이 밀집한 집거지였다. 때문에 이들은 재한 조선족이라는“문화적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될수없었다. 하지만이들은이지역에서출현한, 이지역의조선족, 한국인, 기타중국인등을

고용한계급적중심집단이었다. 계급적지위에서비롯된정체성은한국의2차노동시장에서고용된

대다수 재한 조선족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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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 재한 조선족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계급적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족

집거지의이미지제고를위한일련의노력을기울이는동시에재한조선족의전반적인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자신들과 같은경제엘리트들이더많아져야한다는, 산업인력으로서재한조선족의성격을

주변화하고있었다(계급화된시민권실천).

중국인, 한국인, 동포, 사업가((쁘띠)부르주아지 집단의 구성원), 재한 조선족(산업인력으로

구성된커뮤니티구성원) 등의다양한신분때문에이들의공정성인식은상황적으로재설정되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복합적인 신분과 이 신분을 통한 일련의 시민권 실천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둘러싼다양한집단으로부터다각적인반응을끌어냈다. 지방정부는이지역을관리함에필요한정책

제정과정에이들을직간접적으로참여하게했고집거지를지역구로설정하고있는정치인을비롯해서

정당의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업가가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집거지 조선족

주민들은사업가에대해신뢰를보내고있었고중국조선족주류사회도이들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

있었다. 중국정부(대사관, 중국의 지방정부)는 성공한 화교(화인) 사업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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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결과

근대적 시민권(성)은 민족-국가의 틀 내에서 노동, 공공 서비스(국방 혹은 법적 서비스), 부모가

되거나 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공헌적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이 권리를 ‘공헌적 권리’라고

하는이유는한사회에대한효과적인주장들은사람들의노동, 전쟁, 혹은양육등사회를구성함에

필요한공헌을통해가능해지기때문이다. 근대적개인의‘정체성’은공헌적권리의내용이공정하게

주어지는가(공정성 인식)에 따라 구성되고 결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헌적 권리에 기반한

정체성은‘공정성 인식’에 기초하는 측면이 있었다. 공헌적 권리와 공정성 인식의 정체성은

(시민)사회와 근대 국가의 출현과정에 국가-시민 관계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국가-시민 관계는

장기적인역사적발전과정을통해상대적으로안정된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국가의 역할이 사회의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중심적 발전과

변혁(전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한국(동아시아) 국가-시민 관계의 공헌적 권리와 공정성 인식의

정체성은 복잡한 양상으로 재설정과 재구성을 거듭하고 있었다. 시민권(성)은 국가 주도의 발전적

전환에필요한공헌을바탕으로규정되고변화되어나갔다. 시민권(성)은자유주의사회를구성하는

권리로서의 성격보다 이용 또는 활용(공헌적) 가치에 따라 규정되었고‘만들어야 할 목표로서의

인간상’으로설정되었던것이다.  

그렇다면국가의전환적목적으로 설정된시민권(성)은재한 조선족사업가를어떻게규정했을까? 

이에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업가는자신을 어떤 또는어느사회의 시민으로 생각하고있을까? 

다시말하면사업가들은공헌적권리에기초한공정성인식의정체성을어떻게구성하고있을까?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는시민권적지위와정체성의다음과같은특성에의해구성되는것으로볼수있다.

첫째,시민권적지위의중층적구성.

  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시민권적지위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적합에의해중층적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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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편입된(또는편입되고있는) 신규집단으로재한조선족의법적지위는중앙정부에의해

규정되었다. 이법적지위는세계화와맞물려한국내여러영역에대한재한조선족의공헌적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규정되었다. 법적 지위는 나아가 재한 조선족의 일상을 살아감에 필요한 자격을

결정했다.

법적 지위로 제도화된 공헌적 권리는 한편으로 재한 조선족의 산업인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었다. 한국내여러산업영역에재한조선족이제한적으로편입될수있었던이유가바로이런

논리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 이 공헌적 권리는 조선족의 같은 민족(동포)이라는 지위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다. 민족은 어쩌면 본원적 권리의 측면도 있었다. 재한 조선족이 한국 내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있게된 이유가바로 이런논리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산업인력이라는 성격과

동포라는 성격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업인력으로서 재한 조선족의 성격은 동포적 성격에 환원될 수 있지 모르나, 동포적 성격은

산업노동력으로서 재한 조선족의 성격과 환원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성격의 관계는 동포적

성격이 산업인력으로서의 성격에 종속된 관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바로

민족적지위가산업인력으로서의지위에종속된경제주의적논리에의해규정되었던것이다.

합법화된 조선족 산업인력은 한국의 노동시장과 거주환경에 따라 집거지를 형성했다. 집거지는

조선족 사업가의계급적 지위를 보장해주었고 사업가들은 집거지경제의 중심집단이 될수 있었다. 

재한조선족의위계화된법적지위는집거지라는지역을기반으로사업가와노동자사이의고용(또는

계급)관계의 공식화를 보장하는 역설을 낳았다. 이 관계의 사업가와 노동자는 모두 집거지의

지역민이었다. 사업가들은집거지의서비스경제를구성하고있었고적극적인조직화를통해집거지의

주도적 집단이 되어갔다. 이들의 주요 경제활동 지역은 집거지였고 주요한 사회할동 역시 집거지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여전히 성숙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한적인 정치활동도 이

집거지를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계급적 지위에 기반한 집거지 사업가의 여러 요구들은 일반

조선족 근로자나 지역의 기타 주민의 그것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수용되었다. 

지방정부의이러한전략은집거지에서의사업가집단의사회경제적지위를확대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렇게재한조선족 사업가의사회적지위는 경제적지위를태동시킨지역으로서 집거지를중심으로

지방정부의인정을통해구성되고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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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장에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훌륭한 매개체였다. 국가는

중국적배경을가지고있으면서한국에서성공한동포로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는한국과중국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나중에 다시

중국으로 진출할 경우 중국 내에서 중국 동포의 지위 인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중국 방문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이 사업가집단이 한국과

중국의중간자의역할을하기를바라고있었다.

다른 한편 조선족 집거지의 대표적인 집단이 된 사업가들에 대해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활용 또는

협력의관계를구축하여이지역을효율적으로관리함에필요한역할을부여하고자했다. 지방정부는

집거지 조선족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면서 중심집단으로서 사업가들이 집거지 사회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지방정부는 사업가가 한국 사회와 집거지 사이의

중간자역할을하기를바라고있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경제적 성공과 그로 인한 한국 내에서의 역할의 증대는 중국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이들을 성공한 화교(화인) 사업가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도 이 화교(화인) 사업가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가

한국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바랬던것이다. 

(비한국계)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동포로서 재한 조선족의 그 것에 비해 매우 취약했고, 

이들은 산업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불리는신부들은국민으로서의법적지위는부여되었지만사회경제적지위는상대적으로취약했다.88

재한조선족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는국가와 지방의 정책적합에의해 중층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중층결정된 시민권적 지위와 이지위에서 비롯된다양한 역할로인하여 재한조선족 사업가는 다른

(신규 편입)집단에 비해 더욱 복잡한 기회구조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기회구조는 자신의 신분을

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았다.

                                                       
88 이는데니즌십(denizenship, Tuner, 2015)의한측면으로볼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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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공정성인식의상황적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공헌적 권리는“공정성 인식”에 기초했고 이 공정성 인식은

“상황적”으로 구성되었다. 전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상황적 공정성 인식”은 합리적

기회주의자로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정체성이었다.

재한 조선족 사업가는 집거지를 기반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회경제적

지위는 곧 집거지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전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시각에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커뮤니티는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적 또는 문화적 환경속에

있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집거지 사업가들은 자신을 비롯한 재한 조선족 인구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드러내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 긍정적 역할의 강조는 바로 자신을

비롯한 조선족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한국 또는 한중양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적 또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억울함의 반응이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공정성 인식”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활동의원동력이자집거지중심의조선족커뮤니티유지의원리(또는논리)였다.

다른한편조선족사업가의시민권적지위의중층적구성으로이들은다중적인기회구조에놓일수

있었다. 하나는“재한 (중국) 조선족”이라는시민권적지위에서비롯되는, 중국적배경이유지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함으로 인한 2 중적 기회구조였다. 한국과 중국의 2 중적

기회구조가 자신의 목적을위해 때로는중국적 배경을, 때로는 한국적 자원을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른 하나는“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라는 계급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2중적 기회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구성인구가 산업인력인 조선족

집단에 소속된(또는 소속된 적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가-(쁘띠)부르주아지라는 계급적 지위에서

비롯된 2중적 기회구조에 있었다.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들은 때로는 집거지 조선족으로, 

때로는조선족사업가로서의신분을강조하고있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가 이런 다중적인 기회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또는주장하는재한조선족커뮤니티의유지원리로서공정성인식의표현은중국출신, 동포, 

재한조선족, 사업가등성격에따라“상황적”으로재구성될수있었다. 자신을비롯한재한조선족

커뮤니티의공헌적역할이더풍부한자원에접근할수있는자격의획득(또는인정)이라는보상으로

이어지기위해서는비우호적인환경속에서공정성인식을상황적으로재구성을해야했다. 시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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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중층적 구성과 이로 인한 다중적 기회구조 속에서 보여지는“상황성”이 바로 한국 사회의

압축성의내용으로서“전환(주의)적”성격의한측면이었다. 

전환 공헌적 권리(전환주의 시민권)의 한 측면으로서“상황적 공정성 인식”은 합리적

기회주의자로서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정체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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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함의와 한계

1) 사회학연구에서의함의

  

첫째,‘신자유주의인간상’의한측면으로서‘합리적기회주의’

중국의 탈사회주의(또는 중국식 자유주의) 전환 과정에 배출된 부분적 중국 조선족 인구가 한국의

신자유주의 전환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재한 조선족으로 재설정되었다.“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적 인간(어쩌면 사회주의적 인간상 그 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으로서 부분적 중국

조선족은중국식자유주의보다한국의신자유주의가기회의비교우위에있다고보았다.

한국사회에“새롭게”편입된조선족인구는특정지역에집거지를형성하였고그중에서도일부가

중국식으로말하는“선부계급”으로출현했다. 재한조선족집거지사회의선부계급으로서사업가의

경제적 성공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과, 자신의 계급적 지위

나아가사회적지위까지획득및확대하고자하는사업가의목적을기회주의적으로접목하는데중요한

역할을했다.

이 사업가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들의 출현을 뒷받침한 집거지를 기반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집거지의 건전한작동을 통한유지와 재생산에 신경을써야 했다. 하지만이들이 보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가들은 집거지 유지의 원리(또는 논리)를

상황적으로 재구성해야 했다. 이미 기회주의적으로 맺어진 국가-집거지 사업가의 관계는 이

정체성의“상황적”재구성을정당화시켜줄수있었다. 이구조속에서집거지사업가들은집거지라는

특정지역을기반한한국사회의보편적인지위를획득하고유지하고확대하고있었다.

이렇게새로운집단(또는사회)의출현의원동력은무엇이고, 이집단(또는사회)의작동의원리는

무엇인가라는사회학의고전관심을재한조선족집거지사업가의시민권적지위와이들의정체성의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구체화한 본 연구는 한국(또는 동아시아)의 신자유주의 전환기의“인간(또는

주체)”성격을규명하는하나의작은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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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시민관계의봉합장치로서민족(동포)주의

국가-시민관계의핵심키워드로서시민권은“노동”과“소유”의경쟁과절충의내용을담고있는

개념이다. 시민권과계급이서로의존적이라는것은오래된 명제였다. 한국적(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시민권적지위에대한선별적규정은국가가사회불평등을양산하는요소중하나로기능하고있다는

것을의미하였다. 사업가의‘계급화된시민권실천’은사회집단(분화된시민)이자신의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하여 다른 사회(또는 계급)집단보다 제한된 자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근접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었다. 이렇게 시민권과 계급은 불평등을 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회갈등의 기초로써 불평등은 국가-시민 관계를 취약하게 만든다. 이 취약한 관계를

봉합하는 장치가 바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였다. 시민권과 계급의 관계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도구적으로종속되면서재설정을거듭하고있었다.

셋째, 한국내이주집단의비교준거로서‘재한조선족’

재한 조선족 또는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시민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밝힌 본 연구는 한국내

다양한이주집단의사회적시민권의내용을규명함에비교준거가될수있게한다. 산업인력으로서의

성격과 동포라는 성격의 결합, 중앙과 지방 차원의 시민권 지위의 중층적 규정은‘재한

조선족’이라는 인구 집단이 한국인으로서의 시민권 지위와 다양한 이주 집단의 시민권 지위가

복합적으로응축된지위집단임을시사한다. 

한국내이주및다문화연구가이론화또는개념화의시도못지않게실태조사에기초한상황기술을

토대로이주민의권리에관심이많다. 연구자이자시민운동가로역할하는사람들의관심사도이주민

시민권 정치(또는 시민권 실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이주 집단과 복합적인 지위의

응축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의 시민권 비교는 한국의 이주(이민)사회학 또는 다문화 연구의 내용을

풍부하게하고지평을넓히는데기여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

다른 한편 한국의 재외한인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넓게 펼쳐져 있다. 재외한인이라는

지칭 그대로 디아스포라적 존재로서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밖에 있는 한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이루었다. 하지만세계화 시대 다양한이주집단 중에는 재한조선족 집단을 비롯한재외한인도

포함해 있었다.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과 그 후손들이 일본으로‘귀환’함으로써 출현한‘일계인’,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권 블록에 거주하던 독일인들이 통일 이후의 독일(특히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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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로‘귀환’함으로써출현한‘아우스지들러’등세계화시대의이주는혈통적으로나문화적으로

완전히이질적인집단들이새로운관계를구성하는과정만은아니었다. 이런맥락에서재한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재외한인연구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그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조선족연구에서의함의

고구려후손의고토 (귀환)이주인지 조선인들의외국(청) 이민인지모르겠지만 1800년대후반부터

수많은사람들이압록강과두만강을넘어북상했다. 생계를위해, 민족의독립을위해, 사업을위해, 

취직을위해, 선교를위해, 일제의강제에의해다양한유형의조선인들이삶의터전을옮겼다.‘만주

드림’은동(북)아시아의급격한정치경제구조의변동속에서배태했다.

만주는1900년을전후하여철도부설권과운영권을둘러싼제정러시아, 일본, 청의각축장이되었고

청일전쟁과러일전쟁으로정치경제적헤게모니는복잡한양상으로구조화되었다. 1910년대에출현한

중국의첫근대국가중화민국은만주의사안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자했다. 1920년대의만주는장작

림봉천군벌의황금기에진입했다. 1930년대의만주사변으로일본은만주의압도적인지배집단이되

었다. 1940년대일제의패망은소련의군사관제로이어졌고, 소련의헤게모니적간자역할은만주지

배권을둘러싼요심전역(遼瀋戰役)을시작으로국-공내전을유발하기도했다. 

1945년해방직후귀국하지않았거나못한사람들은1949년이후부터서서히중국공(국)민이되어갔

다. 중화인민공화국을탄생시킨주력으로서‘혁명적동지’에만주의조선인들이상당했기때문이다. 

이들은중국인으로서의법적지위를부여받았고중국동북의광활한지역에산발적으로생활하기시

작했다.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은 동북(만주)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공화국맏아들’의칭호가이때부여되었다.‘만주드림’의잔상은서서히‘사회주의적인간’으로

서조선족의자아로재설정되어갔다. 중국내에서이들의건국공헌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권리의획

득으로이어졌고이권리로중국의주류사회를구성하는중요한민족집단으로역할할수있었다. 하

지만중화인민공화국의탄생이정치경제적안정을동반한것은아니었다. 한국전쟁의참전, 1950년대

중후반의급진적공업화와여파, 1960년대중반부터1970년대중후반까지이어진공산당내부의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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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의충돌은중국식‘사회주의적인간’에대한회의적인조선인(족)을출현시켰고이들중일부는구

조적또는이념적폭력에못이겨여러경로를통해평양과서울에입성하였다. 1980년대사회주의계

획경제의한계는탈사회주의라는실용주의노선으로대체및보완되었다. 하지만2000년대동북경제

는(국유)중화학공업의더딘개혁으로사면초가였다.

불과몇십년전, 만주로북상했던조선인들은이짧은기간에자신을둘러싼정치경제의구조들이

이렇게급박하게변할것이라는예상을했을까? 중국조선족은동(북)아시아의역동적정치경제구조

의변동속에서구성되고재설정된중국국적의한인(韓人)이었다.‘만주드림’의잔상을내재한‘사

회주의적인간’으로서조선족은중국식자유주의(계획경제의실용주의) 전환과정에중국의다른사람

들과유사하면서도다른정체성의재설정(신자유주의주체)을경험하게된다.

이렇게 역동적인 정치경제의 전환 과정에 구성되고 형성된 조선족이지만, 조선족 연구의 대부분은

이들 자체의 속성을 규명하는 시도와 노력들 이었다. 세계화시대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선족에 대한

연구역시이인구집단이내재한성격을열심히파헤치고있었다. 때문에조선족(에관한, 또는대한) 

연구는 항상 조선족의“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 인구집단이 내재한“특수한 문화”를

드러내는데목적이있었다. 조선족연구는조선족만을위한연구로자리매김하였다.

“만약 보편적 시민권이 근대화의 기준이라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 중의 시민권의 획득경로나

시민권의 상태가 근대사회의 특성을 결정하고, 만약 시민권이 투쟁의 산물이라면, 바로 그 투쟁의

성격이사회가궁극적으로획득하게되는근대화의성격을형성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이러한

이론적맥락에서본 연구는조선족연구를조선족그자체에만 국한시키지않고 이들의“특수성”을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성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개념학 또는 해석학으로서 사회학의

영역에조선족이라는인구집단을편입시키는이론적, 방법론적작은시도라고생각한다.

3) 연구의한계

본 연구에서 다룬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성장 중에 있는, 또는 형성 중에 있는

사회경제적(또는 계급) 집단이다. 이 집단은 2007 년 재외동포법이 재한 조선족한테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출현했고 규모의 확대는 2010 년 이후부터의 일이었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역사”라는 분석적 수식어를 추가하기 힘든 신생 집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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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했고 심지어 이런 집단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누적된 선행연구를 지적 자양분으로 하면서 학문적 공헌을 해야 하는 논문 본연의

역할은다음의여러한계를안은채추후의관찰과연구로미룰수밖에없게되었다.

첫째, 사업가 집단을 출현시킨 조건으로서 법적 지위, 집거지 등에 대한 기술과 사업가

집단의“실태”는 사회생태학적 차원의 정리는 하였으나 이들 사이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유기적인

설명은부족한측면이있다. 이는사업가집단의역사가짧고관련자료와연구가적은것과더불어본

연구자의 방법론적 한계와 서술 및 설명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완전히 착근된”

지역사회적 시민권이 언제 형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현재 진행형인 이 현상에 대한 개념화를

위해서는방법론적지식을더쌓고기술적및분석적능력을꾸준히제고해야할듯하다.

둘째,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외 화교화인 및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경제주의적 논리에 따른

시민권(사회경제적권리의부여) 정책을펼치고있다. 한국에서국민또는국민에준하는법적지위의

조선족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위를 획득하였을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어쩌면중국정부가획분한외국인등급의상위에해당될가능성이크다. 이렇게되면이들은

“고유”의 중국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성공의 토대로서 한국적 배경을 전환 공헌적 논리에 따라

재설정하여 중국에서의 또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획득하고자 할실천적 가능성이 크다. 기실이런

현상은 성공한 화교화인 엘리트들 중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초국적인 시민권

실천들이예상되지만본연구는이내용들을본문에충분히녹여내지못했다. 

셋째, 구로공단지역은상전벽해되어현재는중국에서온조선족의밀집지역이되었다. 이지역은

구로공단을 사례로 한한국의산업화,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노동운동을 사례로 한한국의민주화, 

영등포지역의행정적분화를사례로한서울의도시화와도시정책(및관리), 이제는조선족동포및

산업인력을 사례로 한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의미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적 시각에서 집거지 사업가의 함의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 지역을 이전의

역사적 시기의 연장선, 한국 현대사의 시각,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시각과 유기적으로 접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국에서 출현한 조선족 밀집 지역들 중 구로공단 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선족

또는 이주민들 중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경제적 엘리트 집단이 “유독”

구로공단지역의조선족집거지에서출현하였기때문만이아니라역사적으로, 그리고함의적으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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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지역의조선족집거지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은추가적인공부와연구를통해할수밖에

없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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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가리봉중국동포타운 特报  /2003.11.29

노무현대통령, 단식농성중국동포찾아위로(위로의말全文)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음식은드십니까? 이제드셔야지요. 건강하셔야합니다. 여러분이

저를아주반갑게 생각하는데사실은여러분을도와줄힘이적다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이왔으니까

이제큰빽이생겼다”라는생각이드시겠지요? “이제우리문제가잘풀렸으면하는기대”를가지고

저를반갑게맞아주시는것같습니다. 그러나여러분마음속에서“잘풀리면좋고잘안풀리더라도

와주는것만해도그게어디냐. 또금방다안풀리더라도뭔가좀나아지겠지. 여러공무원들이좀더

신경을쓰고연구를좀더하겠지”이렇게생각하고계시죠?

제마음으로는그것금방해결해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더실제로그동안우리가가져왔던법과

질서가있고더중요한것은국가와국가간에존중해주어야할주권이있죠. 그런여러가지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금방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동포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많은국민들이여러분들의딱한사정을잘이해하고여러분의가슴아픈

마음을 함께나누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전해 드릴수는 없고제가 그마음이라도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97 년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중국동포 한분이 한국 여성과 동거하여

아이까지낳았는데, 지금은달라졌죠. 그때는여성과결혼해서는국적취득이되지않았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려고안갖노력을다(기울여) 변호사로그일을해본일이있습니다. 처음에제가사건을맡을

때는 이것(국적취득)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만주로) 가고

싶어서간것이냐? 거기서민족을위해서독립을하고그자녀들인데, 외국적을못주냐?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도 하고 법무부의 담당검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법으로 토론하면

저한테밀립니다. 그분도이렇게저렇게해줄수없는이유를설명하고결국은자기도참이해하기

어렵다. 그 당시에 지금 하고 상황이 달라서 우리 나라 노동자들 일자리하고 경합이 있어서 어렵다

했는데 그 후에 검사도 마음먹고 풀어 보려고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단지우리국내정책에만걸려있는것이아니고중국이라는국가의주권과중국의

국민정책, 민족정책까지도존중해야되는국제간의문제까지있다는것을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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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일을못 마치고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저한테 일을맡겼던 사람은다른 방법으로 국가의

신뢰를얻어가지고귀화허가받는방법으로, 개인적으로해결했습니다.

그때부터마음속에이문제를꼭좀해결해야겠다가슴속에담아놓고있습니다.

실제로인도적으로그렇게해야할뿐만아니라동포로서그래야할뿐아니라중국에있는동포와

잘 손 잡고 해결해 나가면 중국과 한국의 국가간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굉장히도움이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사람들인데정말소중하게가꾸어야할자산입니다. 이런

점에서일을잘해나가야하는데.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주권을 존중하고 상대국가의 정책을 존중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노력을할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시절에도이문제를풀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조그마한틈새하나구멍하나를열어서

그전보다는좋아진것이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적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길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여러분들의 처지에서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많은 공무원들도 이런 점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노력하지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이건 꼭

풀어야겠다고하는것을대통령이되어서도풀지못하니까마음이참아타깝기짝이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법이라든지 국제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걸리니까 대통령도 먼저 법을 지키고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멀리 크게 좋은 방향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을새롭게열어내지않겠습니까?

저는여러분들의이러한수고를통해서여러분들이바로혜택을받는사람이못되더라도다른많은

사람들, 젊고다음세대사람들에게라도좀더좋은길이열릴것이라는기대를가지고함께가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물 주러 온 형편이 아니고 또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정부 골치 아프니까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협상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과 내가

경험으로써가지고 있는생각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이 어려운가운데도마음의조그마한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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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얼마나 외롭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사이의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쌓여온 역사가

국제질서가가로막혀있지만, 마음은통하고있다고여러분께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합니다. 발걸음이 차마 안 떨어지지만 일을 할 시간 연기하고 왔기 때문에

가야합니다.

여러분어려울때일수록용기잃지마시고희망가지시고요, 마음꿋꿋하게가지십시오.

건강관리잘하십시오.

2003년1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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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수출산업공단 1단지 현황도

출처: 서울특별시구로구, 1997: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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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수출산업공단 2∙3단지 현황도

출처: 서울특별시금천구, 199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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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구로공단 인근 4개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및 외국인비율

(2008~201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로

구

주민등록인구 420,792 421,967 423,736 427,468 427,520 424,964 425,831 422,092

외국인 28,818 34,480 33,700 37,359 43,239 41,622 43,901 47,494

외국인비율 6.4 7.6 7.4 8.0 9.2 8.9 9.3 10.1

영

등

포

구

주민등록인구 408,099 405,798 406,833 397,443 391,408 386,471 382,352 378,504

외국인 39,793 44,677 44,281 50,531 57,180 53,666 55,196 58,214

외국인비율 8.9 9.9 9.8 11.3 12.7 12.2 12.6 13.3

금

천

구

주민등록인구 247,320 244,835 245,195 243,438 243,288 241,020 238,463 236,284

외국인 19,342 22,534 22,392 24,740 27,940 26,287 27,452 29,184

외국인비율 7.3 8.4 8.4 9.2 10.3 9.8 10.3 11.0

관

악

구

주민등록인구 535,159 529,869 531,434 526,397 523,029 518,028 513,186 509,663

외국인 14,461 22,201 22,635 24,848 28,493 27,673 26,273 28,073

외국인비율 2.6 4.0 4.1 4.5 5.2 5.1 4.9 5.2

출처: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홈페이지(rcps.egov.go.kr)에서정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immigration.go.kr)의등록외국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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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구로공단 인근 4개 자치구 외국인분포 상위 20개 행정동 (2016년

1/4분기)

행정동 전체인구 외국인인구 외국인비율

구로구

가리봉동 18,634 7,430 39.7

구로2동 37,877 9,073 24.0

구로4동 29,419 5,364 18.2

구로5동 35,329 3,730 10.6

구로3동 28,425 1,660 5.8

영등포구

대림2동 24,266 9,845 40.6

대림1동 18,772 3,618 19.3

신길5동 17,654 2,909 16.5

대림3동 31,034 4,753 15.3

도림동 23,544 3,510 14.9

금천구

가산동 23,909 4,177 17.5

독산3동 31,846 5,013 15.7

독산4동 19,725 1,909 9.7

독산1동 33,960 2,628 7.7

독산2동 23,402 1,804 7.7

관악구

신사동 26,993 3,335 12.4

조원동 20,504 2,501 12.2

신원동 20,391 1,449 7.1

신림동 21,332 1,216 5.7

보라매동 27,058 1,366 5.0

출처: 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에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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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구로공단인근조선족밀집행정동주요사업업종(상위 10개사업업종)

출처: 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에서정리.

자

치

구

동
택시

운송업

한식음

식점업

용달및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업

부동산자문

및중개업

기타

주점업

두발

미용업

셔츠및

기타의복

소매점

셔츠및

외의

도매업

기타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분식및

김밥전문점

2

0

1

1

년

합계 합계 49,737 47,873 34,146 22,644 19,113 15,269 13,144 12,726 11,738 9,590

구

로

구

소계 2,480 1,756 1,641 790 746 617 526 71 530 373

가리봉동 31 84 51 23 51 29 10 X 46 13

구로2동 148 282 130 101 101 71 20 24 100 41

금

천

구

소계 1,114 1,404 1,153 500 527 417 511 73 390 283

가산동 74 411 234 126 86 33 288 45 78 70

독산3동 105 142 103 67 78 64 32 6 58 36

영등

포구

소계 1,559 2,731 2,223 916 1,007 608 438 55 681 457

대림1동 54 84 57 34 53 42 23 X 25 31

대림2동 38 77 46 50 63 45 15 X 40 12

관

악

구

소계 2,238 1,957 1,577 992 1,005 759 518 18 542 448

신사동 61 95 60 52 41 53 17 X 36 27

조원동 58 153 360 61 86 41 26 X 40 24

자

치

구

동
택시

운송업

한식음

식점업

용달및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업

부동산자문

및중개업

기타

주점업
두발미용업

셔츠및

기타의복

소매점

비알콜

음료점업

셔츠및외의

도매업

기타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2

0

1

4

년

합계 합계 48,789 47,794 37,257 21,709 19,733 16,479 14,342 13,933 13,468 10,206

구

로

구

소계 2,725 1,804 1,709 757 760 663 516 400 85 456

가리봉동 26 71 41 19 73 29 11 12 X 42

구로2동 132 281 152 88 91 70 23 43 21 79

금

천

구

소계 1,102 1,375 1,279 493 535 428 570 305 116 357

가산동 76 460 194 160 90 32 390 154 81 73

독산3동 91 124 137 54 84 72 21 18 5 60

영등

포구

소계 1,433 2,700 2,238 940 1,091 651 600 723 76 653

대림1동 50 79 55 33 49 46 19 10 - 29

대림2동 42 85 59 42 68 51 17 16 3 38

관

악

구

소계 2,137 1,926 1,760 862 1,032 852 564 436 16 448

신사동 68 84 79 55 41 58 14 10 X 26

조원동 35 146 359 48 71 48 28 2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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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attempt to identify the changing nature of the state-citizen (society) 

relationship in South Korea’s neoliberal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Joseonjok (ethnic 

Koreans from China; Chaoxianzu in Chines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process by 

which Joseonjok enclave entrepreneurs--a new class emerging from Joseonjok

communities that began to be visible from the 1990s--became a leading group within 

those communities (enclaves) and, based in this, have tried to establish a stable and 

respected status in Korean society. It identifies that process as beginning with 

‘localization of social citizenship’ through the complex and systematic interaction of 

citizenship status and class status in everyday life. This study adopts a theoretical 

viewpoint that understands, within the Korean (and East Asian) context, the state-citizen 

relationship as one of a repeatedly reorganizing nature on the basis of contributional 

relations and identities within a state-led and world order-dictated political economic 

transformation, rather than as a long-term individualistic or contract-based relationship. 

It analyzes the emerging process and roles of Joseonjok enclave entrepreneurs in Korea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the way the state has defined their legal status as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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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group, the emergence of the community (enclave) based on that legal status, the 

emergence of the community-based entrepreneur group under that legal status, and the 

way the business group became a socio-politically representative entity in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s policy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has changed in line with economic globalization. The 

national character of this policy, reflecting neoliberal globalism, has an economistic 

(gyeongjejuuijeok) nature that is dependent on the situationally needed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dustrial work force. By hierarchically defining the legal statuses of 

various kinds of new entrant groups to Korea, this economistic policy-line became the 

basis for stratifying the statuses of these entrant groups–in particular, stratifying the 

status of the Joseonjok as “ethnic kin” (overseas Korean). That is, the legal status of 

Joseonjok has been defined hierarchically by Korea's economistic citizenship policy. 

The “special status of overseas Korean(jaeoedongpo or oegukjeokdongpo” status was a 

legal status given to those able to utilize their superior resources to enter the upper strata

in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 labor 

force(jeaoedongposaneobinlyeok or oegukjeokdongposaneobinlyeok” was a legal status 

for forming formal employment relations with Korean employees in the country's 

secondary labor market. Paradoxically, this legal status also gave birth to guaranteed 

systematic and formalized employment relations among Joseonjok themselves by 

allowing Joseonjok enclave entrepreneurs to legally hire Joseonjok workers. This 

hierarchical legal status promoted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among the Joseonjok

population in Korea. 

Second, the Joseonjok population in Korea was simultaneously influenced by two 

statuses: that of “overseas Korean” and that of “industrial labor force”. Unlike the 

foreign unskilled and low-wage temporary workers who provide labor only in very 

limited areas and periods and who are denied possibilities for long-term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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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idence, the Joseonjok, because of their legal status, can move autonomously 

with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can reside in Korea permanently even without 

working. Given their economic conditions and the stratified residential environment of 

Korea, the Joseonjok population became concentrated in a specific space–namely, a 

spatial densification that led to a Joseonjok settlement centered in a common residential 

area. The Joseonjok enclave in Korea is a space of labor and consumption which 

consists of permanent residents and temporary migrant populations, a situation emerging

as a paradox of Korea's economistic citizenship policy. The ample presence of 

Joseonjok labor force and Joseonjok consumers have provided crucial conditions for the 

emergence of the enclave entrepreneurs. If the Joseonjok's hierarchical legal status 

systematically guaranteed the employer-employee and production-consumption 

relationship within the Joseonjok community, the legalized Joseonjok population 

assured the formalization of the class position of the entrepreneur as employer. Because 

of the official legal status as the community residents, the entrepreneur cohort have been 

able to emphasize their role based on the community space and thus demand a universal 

citizen status in Korean society. 

Third, people with the ability to maximize resources through changes in legal status, 

and who had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resources suitable for entrepreneurship, 

formed a group of community (enclave) entrepreneurship. This group of enclave 

entrepreneurs was a new economic group/class that emerged from a community

originally consisting of an unskilled and low-paid labor force. These enclave 

entrepreneurs are distributed in the food industry, the merchant distribution business, the 

travel business, the sales business, and so on. They have established within the 

community an economic network connecting the community with Korean society and 

even with the Chinese market. The Joseonjok community, with its abundance of 

permanent residents, temporary migrant labor, and consumer population, gave rise to a 

service industry economy, and the enclave entrepreneurs became the central grou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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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lave service economy. Their legal status paradoxically gave rise to the emergence of 

enclave entrepreneurs who became official representatives in the local community area 

bridging the legal worker and the consumer. The official status of the enclave 

entrepreneurs determined the content of their identity stressing on maintaining or 

expanding their social status. 

Fourth, the entrepreneurs in the enclave community have actively formed 

entrepreneur-led organizations based on their superior class (economic) status. These 

organizations took the place of religious groups in community leadership. The 

entrepreneurs who became the new leadership group in the community wanted to 

acquire a universal citizen status in Korean society by emphasizing their contributions in 

making the community a viabl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pace. The healthy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at community determines the continuation and 

advancement of their own existence. This reality issue gave rise to the entrepreneurs’ 

principle of earnestly maintaining the community (enclave). This consideration 

originated from the judgment that the system or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was 

unfavorable even though the Joseonjok population in Korea was playing a positive (or 

contributory) role.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habitat of the 

Joseonjok community was based in a sense that the current unfair situation should be 

changed with their own effort. This sense of fairness was circumstantially re-established 

by the complex identity of the Joseonjok entrepreneur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various roles of the enclave entrepreneurs began to be recognized b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Korean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above analysis, the localization of the social citizenship of the 

Joseonjok entrepreneurs may be seen to consist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citizenship status and identity. First,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citizenship status. The 

legal status of the Joseonjok community (enclave) has been defined by the state’s

economistic citizenship policy, whereas its social status has been constitu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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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concerned community and the condition of 

its economic status. The citizenship status of the Joseonjok enclave entrepreneurs is now

acknowledged through the multi-layered definitions of citizenship polic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ir citizenship status stands in contrast to that of foreign 

industrial laborers and foreign brides. Foreign (non-ethnic Korean) laborers are given 

only a tentative economic status limited to a specific industrial area, whereas foreign 

brides’ economic status is usually very poor despite their rights to permanence residence 

and possible naturalization. 

Second, the situational “sense of fairness”. Since the Joseonjok entrepreneurs emerged 

from the enclave communit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ir universal citizen(ship)

status in Korean society depend on maintaining and reproducing that community. 

However,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enclave),

composed of Joseonjok industrial manpower, was not initially favorable. The 

community leaders felt that the unfriendly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unfair in the 

light of the community members' contributions to their neighborhood community, larger 

Korean society and the state. As an aspect of the ‘contributory rights’ of the enclave 

entrepreneurs, the perception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unfair--a sort of ‘fairness

consciousness’--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the community activities they have 

proactively pursued and of their principle (or logic) of maintaining the socioeconomic 

habitat of the Joseonjok community viable. Their ‘sense of fairness’ has been 

restructured ‘situationally’ in conjunction with multiple identities–simultaneously 

possessing a Chinese background formed through multi-layered definitions of 

citizenship status, Korean citizenship status, and the businessmen (class) status 

spearheading their community development on behalf of Joseonjok industrial labor force. 

The ‘situationality’ of this sense of fairness is related to contemporary Korea's 

transformative character. The ‘situational sense of fairness’ as an aspect of 

‘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 forms the central basis of the social ident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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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jok enclave entrepreneurs in Korea and functions as a kind of rational 

opportunism in their everyday lives.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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