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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이 다 혜

이주의 증대는 21세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지구적 차원
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
로 이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출신국을 떠나 외국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현실적 그리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주
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국내 법원의 국제규범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인하여 적극
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통하여 이러한 기본권과 인권의 한계
를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를 구상하
였다. 이주노동자는 비록 국민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며 노
동하는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시민’으로
보아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질 당위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취업
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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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Marshall을 비롯하여 종래 사회학과 정치철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시민권에 관한 문헌 연구로 출발하여, 이를 법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이주노동자
의 현실에 필요한 권리인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의 형태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
적 논의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및 인권의 적용 양상의 한계를 고찰하
였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
성에 대해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이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는 더욱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주노동자는 기본권을 통하여 생
활조건에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한편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
(ILO)등에서 수립된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준들
은 국제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내용이 최저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는 주권국가 정부 및 국내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한
계가 있다.
둘째로 시민권 이론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및 속성을 고찰하였다. 역사 속에
서 시민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시민권은 처음에는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포섭적 기능과 구성원 간의 평
등을 지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
대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정치
적 참여를 촉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권이 점차 국민국
가의 국적 제도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본래 시민권이 지니었
던 평등 지향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제
의 기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로는 이러한 이론으로서의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정립하는 작업을 시도
하였다. 이주노동의 증대라는 새로운 현실은 시민권이 이론을 넘어선 하나의
규범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법적 계기를 제공한다. 최근의 여러 시민권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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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민과 시민의 분리 현상을 지적하며 시민권을 외국인 권리 보호의 근거
로 제안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시민권을 추상적인 하나의 지향
점 또는 가능성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노동시민
권’(work-citizenship)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규명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시
민권의 본질과 속성을 유념하며, 법적 권리의 본질은 자유의 보장과 평등의 구
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주노동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지점이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노동시민권의 정의는 ‘국민
이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노동하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가 노
동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동권(right to
free

movement),

거주권(right

to

dwell),

사회권(social

rights),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의 4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민권은 아직 법학에
낯선 개념이지만 시민권 이론의 법적 해석 및 이주노동자에 관한 실정법 및
판결례의 발전 양상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동시민권의 법적 의의
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에 대한 종래의 경직된 해석을 완화할 수 있으며, 노동
법에서 기존의 차별금지 법리가 갖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현실적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나거나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
정한 지위 때문에 2등시민으로 취급되게 하는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노동시민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현행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를 수행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이동권, 거주권, 사회권, 참여권의 4대 영역에 대
하여 기본권과 인권을 통한 기존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로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이동할 권
리, 즉 근로권과 사업장이동권을 말하는데, 이동권은 종래 이민정책의 영역으
로 여겨져 국내법에서의 제한이 당연시된 것은 물론이고, 국제규범도 이를 수
인하고 있다. 둘째로 거주권은 임의적인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및 체류
기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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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해당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절차로 수행될 것을 요구할
뿐, 국가의 강제퇴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규범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며
체류기간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셋째로 사회권은 이주노동자의 사회보
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권을 말하는데 종래의 기
본권론은 이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아 이주노동자를 그 전면적인 주체로 보
지 않으며, 인권에서의 사회권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그치는
것으로 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넷째로 참여권은 노동3권으로 표현되는 사업장에서의 참여권 및 일정
한 요건이 충족될 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국제인권규범과 기본권 모두 적어도 노동3권은 이주노동자
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
때문에 이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뒤 시민권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노동시민권은 다양한 외국인 중에서도 이주

ㆍ

노동자라는 하나의 범주에 착안하여 구상한 개념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라는 인구학적 변동의 맥락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및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향후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난민, 이주아동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위하여 더 넓은 의미의 시민권
을 법과 제도의 형태로 구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시민권, 이주노동,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 외국인근로자,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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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이주의 증대는 21세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1) 지구적 차
원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출신국을 떠나 외국에
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현실에서도 그리고 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
태에 놓여 있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그러
나 이주노동자의 삶은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통계에 의하
면 현재 약 2억 3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출신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을 영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2) 이들의 상당수는 취업국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은
물론 각종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의 법률과 제도는
투자와 통상에 대하여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
으나, 반면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며 노
동의 이동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한 배타적 태도는 한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
의 제한적 이민법제,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법적 양
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의 법적 권리는 어떠한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우리 헌법은 기본

1)

역사적으로 노동을 위한 대규모 이주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특히 21세기의 이주는 이주노
동자와 주권국가의 갈등이 특히 첨예하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에 중요한 도전들을 제기한다.

ㆍ

2)

스티븐 카슬 아서 밀러, 이주의 시대 ,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2013
UN-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OECD, World Migration in
Figures, 2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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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며, 한편 외국인의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는 인권 규범
들은 국제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국내 법원에서 쉽사리 원용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국내법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인권의 국제법으로서의 한계’, 그 사
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이 바로 외국인의 법현실이다.
한편 이주의 증대와 함께 종래의 혈연 중심적 국적 개념은 도전을 받고 있
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일찍이 본국을 떠나서 사실상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국민, 반대로 법적으로는 국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오랫
동안 거주하고 노동하여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는 외국인, 즉 국민은 아니
지만 ‘시민’과 같은 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다. 비자가 만료된 지 오래지만 근 이십년 째 소위 불
법체류(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A씨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완벽에 가까운 한국어를 구사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
으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 한편,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B씨는
출생 직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영어로만
교육받았으며 미국에 정착한 이래 아직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주변에서 간혹 한국어를 여전히 능숙하게 구사하는 교포들을 만날 때 그는 낯
선 소외감을 느낀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한국 ‘국민’인가? 국적법상의 국적을 기준으로 답하면 당
연히 A는 외국인, B는 한국인이다. 그러나 누가 한국 사회 공동체의 현실적
구성원인 ‘시민’인가? 라고 바꾸어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다.

2. 연구의 목적과 독자성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권 개념에 기초할 수 있는지 그 가
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기본권,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 인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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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는데, 외국인 노동자
는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권에 제한을 받고, 국내 법원의 관할에 있다는
이유로 인권을 부정당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새로운 규범적 근거가 필
요하지 않겠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주국에서 생활하고 노동하고 있는 사람
들이므로 사실상 그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권
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기초로 ‘노동시민권’ (Work-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서 구성하고자 한다.
물론 시민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헌법 또는 법률상의 개념은 아
니다. 그러나 Citizenship은 ‘시민권’으로 번역되어 ‘권( )’이라는 글자를 사용
하므로 문자적으로 시민의 권리라는 뜻을 갖는다. 시민권은 종래 사회학과 정
치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논자의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
석되는 다중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이주의 증대라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향후 법학 분야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
다.
현재 우리 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을 뿐, 시민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헌법은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며 법률로서 이를 구체화한다. 외국인
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며(헌법 제6조 제2
항),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를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어 외국인에게는 국민의 권리에 해
당하는 것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3) 즉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에 해
당하는 것만을 보장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땅에 거주
하는 외국인, 특히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과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인권 보장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
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주로 개발도

3)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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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출신인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활조
건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4)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두 가지 극단적인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하나는 ‘억울하면 국적을 취득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논리고,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 살기 불편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논
리다. 양쪽 모두 현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타당치 않다. 전자는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의 귀화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현행법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며, 후자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 시대에 본
인의 출신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본국의 상황까지 굳이 헤아리지
않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
는 자에게 차별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라는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도덕적, 규범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다.
시민권은 이렇듯 국적에 기반하여 정당화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흑백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정의로우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
는 외국인 관련 법과 정책을 형성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개념이다. 시민권
4)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강제퇴
거의 대상이거나 곧 본국으로 돌아갈 자들이라고 여겨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들을 범법자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정법 위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2013년 기준 약
18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법자
라고 단순하게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공존하
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대한 입법과제임을 알 수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며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경기도 마석가구공단은 그 좋은 예이며, 이들의

ㆍ

삶에 대한 관찰기가 지난 2013년 단행본으로도 출간된 바 있다. 고영란 이영,

우린 잘 있

어요, 마석: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 마을의 세밀한 관찰기 , 퍼블리싱컴퍼니 클, 2013 참
조. 필자는 마석가구공단에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샬롬의 집, 관장 이정호 신부)를 2014년에 방문하여 이들을 만나고
자원봉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곳에서의 관찰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를 그 체류자격과 상관
없이 궁극적으로 ‘시민’으로 여겨야 한다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음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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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주노동을 바라보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해진다. 시민권을 염두에 두
면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외국인을 완전한 이방인
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국민 사이의 징검다리, 또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민권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은가?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외국
인에 관한 법률은 어떤 모습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권을 노동법적 관점 또는 이주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논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소 존재하지만, 시민권이 본격적으로 실정법
에서의 권리가 될 수 있을지를 모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시민권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이주노동자의 보호라는 실천적 목적 하에
법적 권리로 구상하여 현행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
에 본 논문은 시민권을 통해 도출되는 이주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노동시민
권’(work-citizenship)이라고 명명하고 그 법적 근거와 내용을 정립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범위
1. 연구의 구성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
구를 구성한다.
제2장(시민권의 필요성: 기본권과 인권의 한계)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및 인권의 적용 양상의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
란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는 기본권을 통하여 생활조건에 필요한 권리를 보
장받기 어렵다. 한편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등에서 수립된 이주노
동자에 관한 국제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국제조약의 형태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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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그 내용이 최저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는 주권국가
정부 및 국내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므로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제3장(시민권의 기초이론)에서는 시민권 이론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및 속성
을 고찰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시민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특정
한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포섭적 기
능과 구성원 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
등을 시정하고,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
민권이 점차 국민국가의 국적 제도와 결합되면서 본래 시민권이 지니었던 평
등 지향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제의 기
제로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시민권의 법적 의의: ‘노동시민권’의 구상)에서는 이러한 이론으로서의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정립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주노동의 증대라는
새로운 현실은 시민권을 이론을 넘어선 하나의 규범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법
적 계기를 제공한다. 최근의 여러 시민권 연구들에서 국민과 시민의 분리 현상
을 지적하며 시민권을 외국인 권리 보호의 근거로 제안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
이지만, 여전히 시민권을 추상적인 하나의 지향점 또는 가능성으로만 인식한다
는 점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시
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규명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시민권의 본질과 속성을 유념하되, 법적
권리의 기능은 자유의 보장과 평등의 구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주노동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지점이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을 통해 치유되
어야 한다. 노동시민권의 정의는 국민이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노동하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동권(right to free movement), 거주권(right to dwell), 사회
권(social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의 4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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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것이다.
제5장(노동시민권의 법정책적 효과)에서는 노동시민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
준으로 현행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큰 틀에서 노동시민권이
실정법에 대해 갖는 함의는 첫째로 기존의 차별금지 법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노동시민권의 내용인 이주노동자의 이동권, 거주권, 사회권, 참여권
의 4대 영역에 대하여 기존의 인권 및 기본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 현행법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인 다문화
주의의 결점을 수정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좀더 정의로운 법적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뒤, 노동시민권 개념이 가진
한계이자 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시민권에 의거한 이주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시민권 이론 및 노동법학의 다양한 연구 문헌을 소재로
하되, 이주노동의 실태 부분에서는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면담을 수행했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의 관찰 내용도
포함하였다.
시민권 이론에 관한 연구에 있어 주로 의존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 시민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크게 의존한 문헌은 영국의 사회
학자인 T.H. Marshall의 고전적인 저술인

시민권과 사회계급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 Press, 1950)으로, 마셜은
시민권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도 권리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
으므로 본 문헌을 통해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구상해 보자는 문제의식을 갖
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크게 의존한 문헌은 미국의 법학자인 Linda Bosniak
의 다양한 연구들(Citizenship Denationalized, 2000 등)로서, 이주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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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시민권 이론이라는 틀
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보스니악의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3. 연구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주로
이주노동자(현행법상의 용어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 체류 또는 거
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뿐만 아
니라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무국적자 등 다양한 부류가 존재하므로 이들
모두를 시민권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그러
나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주권국가 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자, 즉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그 공동체로부터 생활조건에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노동
을 주요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닌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의 외국인
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ㆍ

또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주로 저임금 저숙련 분
야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임금을 통한 생계유지를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을 ‘노동’이라
정의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문직 등 고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교
적 넓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기가 용
이한 편이므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인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
자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론의 관련된 부
분에서 인용되는 미국 및 유럽의 비교법적 사례에서도 주로 저숙련 노동자
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도
저숙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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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어의 설명
이주노동이라는 현상 및 이주노동자라는 범주의 사회 집단을 일컫는 용어
들은 각기 다른 용례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용례들은 이주노동에 대한 시선
과 가치판단을 드러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법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일컬을 때 법 위반 사실을 강조하며 “불법체류자”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위법의 상태를 초래한 실정법으로서의 이민법 자체
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등
으로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과 제도
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본론에서는 서로
다른 용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서술할 것임을 밝힌다.

1. 이주노동자 v. 외국인 근로자
본국을 떠나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자를 일컫는 현행법상의 용어는 ‘외
국인근로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라

ㆍ

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이 아닌 자라는 뜻이 부각되어 민족 혈연 중심적,
배타적 인상을 주는 표현이다. 반면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은 출생지를 불문하
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에 외국인근로
자보다 개방적이며 가치중립적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표현으로 여겨지며,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판결례에서 직접적으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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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그대로 표기하되, 나
머지 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로 표기한다.

2. 불법체류자 v.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를 통틀
어 “불법체류자”라고 일컫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그 행위 주체의 정체성과 바로
연관짓는 것은 부당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용례이며, 특히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의 범죄행위를
일으킨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최서리

외(2014)는

국제연합(UN)과

PICUM(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에서 다음의 이유들로 인하여 이주노
동자에게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
째 불법이라는 용어는 범죄를 연상시키는데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 둘째 불법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존중되
어야 할 권리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 셋째 특히 비호신청자들을 불법으로 규
정할 경우 비호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5) 본론에서 살펴볼
1990년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 비정규(irregular) 이주노동자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며,6)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는 ‘미등록 외
국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의 전문(Preamble) 및 Art. 5 참조.
Art. 5. Sec. 2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에 적법하게 체류 또는 취업할 허가를 받
지 않았을 경우 서류 미비(non-documented) 또는 비정규적(irregular)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6)

다”고 규정하였다.
최서리 외,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IOM 이민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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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tizenship’이라는 용어의 번역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인 시민권은 ‘Citizenship’의 번역어인데, 국
내 문헌들에는 시민권 외에도 다양한 번역례가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시민
성’, ‘시민됨’, ‘성원권’, 또는 ‘시티즌십’으로 원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용례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용례는 citizenship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특성
에 따라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사용된다. 제3장(시민권의 기초이론)에서 서
술하는 바와 같이 Citizenship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며 다중적으

ㆍ

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민으로서의 법적 형식적 지위, 권리, 참여, 연대, 정
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Citizenship은 그러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혼용되어 번역되고 있다.
본 논문은 Citizenship에 다중적인 개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하되,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범으로 정립하겠다는 실천적 목적에서 이 개념을
분석 및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Citizenship을 ‘시민이라는 공동
체의 일원에게 수반되는 권리의 총체’로 정의하여, 권리성이 강조되는 번역
어인 ‘시민권’을 대표성을 갖는 주요 번역어로 채택하기로 한다.7) 단
Citizenship이 정의되는 다른 다양한 맥락(예컨대 ‘권리’보다는 법적 지위, 참
여, 연대성 등이 논의되는 맥락)에서는 그에 맞게 표기하기로 한다.

7)

조효제(2009)의 경우, ‘Citizenship’은 “한 시민으로서 민주 정체(polity)내에서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담지하면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할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총체적 의미에서의 시민자격을 표현하기 위해 ‘시티즌십’으로 원어를 음역하고, 다만 “법적
으로 국적 취득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으로 번역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조효제 역, 교양인, 2009
‘일러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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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민권의 필요성: 기본권과 인권의 한계

본 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함에 있어 기존의 법적 규범인 국내법으로서
의 기본권, 그리고 국제법으로서의 인권이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를 밝힌다. 기
본권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됨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범위가 외국인에게 확장
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주로 국제규범의 형태로 존
재하는 인권은 법적으로 규율될 때 이미 주권과의 타협을 노정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약하여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본권과
인권의 이러한 한계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제1절 기본권의 국내법으로서의 한계
I.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1. 외국인의 법적 지위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국제법적 지위와 국
내법적 지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제법적 지위는 국제조약 등에서
규정되는 외국인의 지위이고, 국내법적 지위는 헌법과 법률 등 법규범으로
보장된다.8)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장( )인 제2장의 주어가 “국민”으
로 되어 있고, 헌법 제6조 제2항은 이와 별도의 영역인 제1장 총강에 속하여
있으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헌법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8)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3판), 2008,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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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 헌법의 주어인 ‘국민’의 범위
헌법 제2장의 주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의 권리 주체성
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을 가져온다면, 건국시 헌법 제정자들이 의도했던 바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진성(2013)은 1948년 건국헌법의 원안은 제2장의 제목을 ‘인민의 권리의
무’로, 각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인민’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한반도
내에 남북의 대립에 첨예했던 상황 속에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공산주의자들
의 용어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건국헌법에서 ‘인민’ 대신 ‘국
민’ 개념이 채택된 것일 뿐이었다고 지적한다.9) 제헌헌법 제정자들의 논의를
상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인민’이 국민보다 좀더 보편성을 가진 용어임을 분
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대신 외국인
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금의 헌법 제6조 제2항(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을 삽입
하였음을 알 수 있다.10)
따라서 이러한 연혁적 배경을 살펴볼 때 헌법상 기본권의 주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외국인을 배제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통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9)

10)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64면;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

–

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헌재 2012.8.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3, 228면에서 재인용.
이종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법
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권 1호, 2014에 제헌국회에서의 자세한 논의 과
정이 소개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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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헌
법 해석론에서 외국인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본권을 적용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이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할지가 첫 번째 문제이다. 통설은 대체로 기본권을 ‘국민의 권
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11) 그러나 뚜렷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이분론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어떤 권리가 둘 중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둘 모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12)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입장은 연혁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국민 또
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고 본
시기이다.13) 그러나 이 결정은 소위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누
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두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
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
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시기

11)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상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
게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하여 내국인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헌재는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되(99
헌마494),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12)

(93헌마120, 99헌마494).”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4판, 2009, 312면.
이종혁, 위의 논문, 2014, 523면.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의 향유주체로 “모든 인간”과 “모든
독일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헌법과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다르며, 따라서 독일의 해석론을 우리 헌법에

13)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종혁, 위의 논문, 547면.
헌법재판소 1994.12.29. 93헌마12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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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4)
셋째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과거 인권침해적 요소
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산업연수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
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
정하기는 어렵다...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
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
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
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 시기이다.15) 그러나 동 판결은 근로기준의 적용 문제를 왜 사회권이 아닌
자유권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겼다.16)
정리하면 현재까지의 헌법 해석학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통설은 기본
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어 이해하여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헌법재판소 역시 그러한 태
도를 취하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을 온전한 기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전광
석(2010)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도 혼란스러우
며 실천적 의미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한다.17)

14)

15)
16)
17)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최유,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2008, 125면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
호, 2010,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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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견해
이러한 통설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김지형(2002)은 과거 산업연수제의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외국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야 할 성질의 것”(강조는 필자)이라며, 물론 생존권적 기본권의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 등에 비하여 그 제한의 폭이 넓게 인정될 여지는 없지 않겠지만, 그렇
다고 하여 통설의 입장과 같이 자국의 ‘국민’에게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였으며,18) “외국인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참정권 등의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보장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19)
황필규(2010)는 외국인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통설의
입장들은 “헌법의 명문의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법규의 대부분이 차별금지
혹은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검토를 배제한 채 이론
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상호주의’를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기본권 주체성은 헌법
에서 명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참정권, 입국의 자유
등 비교적 명백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만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을 주체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20) 또한 헌법 전문의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문언이라든가, 헌법 제69조의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이라는 문언은 다문화주의가 현실이 된 지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21)
한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좀더 시민권 개념에 근접한 분석을 시
도하며, 최유(2009)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 자격을 부여받는 핵심은 혈통이 아
니라 생활의 공유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개념의 핵심은 민족성이
18)
19)
20)
21)

김지형,
김지형,
황필규,
황필규,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저스티스 통권 제70호, 2002, 14면.
위의 논문, 18면.
이민 관련 법 기초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8-9면.
위의 보고서,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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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생활운명공동체에 편입 또는 정주성”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기본권 주체
성을 국민에 한정하지 말고 외국인에게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를 위해서 기존의 국민 개념을 달리 해석하거나, 외국인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
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한다.22)

제2절 인권의 국제법으로서의 한계
I.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규범
국제노동기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조
약이며, 둘째는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킨 자유무역협정이다. 첫째 범주에서
는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다양한 형태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노동기준 제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하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1. 국제연합(UN)
1) 세계인권선언 및 정치권, 사회권규약

국제연합은 1945년의 UN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서부터 “인
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에 대한 존중”을 그 목적 중 하나로 밝히고 있으며,23) 이 정신에 따라 1948년
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고 각종 국
22)
23)

최유, 위의 논문, 117면 이하의 논의 참조.
세계인권선언 Art. 1. Sec. 3.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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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약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주노동자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기본
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에
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들, 즉 노예 금지,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개인과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권보장의 양대 협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정치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은 ‘모든 사람
들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정치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은 세계인권선언의 권리들을 조약으로서 구체화하고 있다. 정치권규약은 회원
국 정부에 대해 노예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조 설립 및 가
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조항들의 내용으
로는 성별, 인종 및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노조에 가입할 권리 및 파업권 보
장, 동일가치에 대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적절한 삶의 질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1965년의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sm)은 ILO가 고용과 직업에 대해 채택한 협약과 권고들을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청하여,24) 이주노동자 문제와
좀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인종차별금지규약은 회원국에게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종족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권 관련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
24)

김정순, 외국인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09,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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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동 협약은 소수 인종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협약은 금지되는 차별사유 중 국적 보유 여부에 의한 차별은 명시적으로 배제
하고 있는 점이 한계라 하겠다.25)

3)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26)은 이주노동
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국제기준이므로 중요하다. 20세기 초반부터
주로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온
바 있으나, 기존 협약들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점, 기존의
협약들은 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주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호의 범
위와 내용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에 관한 보다 강력한
차원의 국제기준이 필요했다.27)
본 협약은 1990년에 채택되었으나, 발효 요건인 20개국의 비준이 매우 늦어
져 1998년에는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국제연합 차원의 캠페인까지 벌여야 했
으며, 2003년이 되어서야 공식 발효되었다. 현재로서도 가입국의 대부분은 이
주노동자 송출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며,28) 한국을
포함한 유입국들인 선진국들이 비준을 꺼리고 있어 아직 큰 규범력을 발휘하
25)
26)

인종차별금지규약 제2조 제1항
본 협약은 한국에서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정식 번역 명칭이 없는 상태이다. 직역하면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지만, 우리나라가 동 협
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논자들은 동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27)

28)

점에서 이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으로 주로 칭하고 있다.
채형복,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토론회
자료집, 2009, 3면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 현황은 2015년 1월 기준 총 47개국이다. http://treaties.un.org/
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3&chapter=4&lang=en (2015.1.26.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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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하고 있다. 협약은 9개 부문 및 총 9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이주노
동자와 관련된 기존의 협약들보다 그 범위와 내용이 훨씬 포괄적이다.

<표 1>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구성
구성

제목

해당 조항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적용범위 및 정의

제1~6조

Part II.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rights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제7조

Part III.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제8조~35조

Part IV.

Other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등록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다른 권리들

제36조~56조

Part V.

Provisions applicable to particular categorie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특정한 범주의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조항들

57조~63조

Part VI.

Promotions of sound, equitable, humane and lawful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근로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국제이주에 있어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

제64조~71조

Part VII.
Part VII.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협약의 적용

제72~78조

General Provisions 일반조항

제79~84조

Part IX.

Final Provisions 최종조항

제85조~93조

제1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기존의 협약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정의를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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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2조 1항에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 함은 본인의 출신이 아
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29) 제4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가족구성원을 이주
노동자와 결혼한 자, 또는 해당 법률에 의해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피부양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협약의 적용범위에 있어, 제1조
1항은 본 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
으며, 2항은 본 협약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이주할 준비, 출발, 여행 과정, 고
용국에서의 체류 기간 전체 및 국적국으로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제3조에는 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꼽고 있는데, 난
민, 공무원, 학생, 연수생, 투자자만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계절노동자,
예술가, 국경노동자까지 배제했던 기존의 ILO협약보다 넓은 보호를 하고 있다.
제2부의 제7조는 이 협약의 기본 원리인 차별금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체약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이주노
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
치적 및 기타 견해, 민족, 종족 및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기타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
제 규약들에 따라 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다.30)
이 조항의 중요한 점은 차별의 동기가 되는 요소들을 기존의 인권규약들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열하여 차별의 소지를 가능한 근절하려고 애쓴 점이다. 특히
국적(nationality)을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 반면 세계인권선언 제2조 1항, 자
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제2조 2항의 차별금지 원칙 조항에는 ‘국적’을 명시적

29)

30)

Art. 2. (1) The term 'migrant worker'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rt. 7. State parties undertak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human right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or
convic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nationality, age,
economic position, property, marital status, birth or other status.

- 21 -

으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균등대우가 이 규정에 의해 보장
되고 있었는지가 논쟁의 대상이었다. 국적을 ‘기타의 지위’ 또는 ‘민족, 종족적
차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를 도
출할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면 국적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이다.31) 그러나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적’을 명시적으로 차별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논쟁을 상당 부분 종식하였으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진일보
한 면이기는 하다.
제3부의 제목이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인권이므로 이 부분에 속하
는 조항은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를 떠나 모두에게 적용되며, 상당부분이 UN의
주요 인권규약들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을 꺼리는 이유 중에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본 협약을 굳이 별
도로 비준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나,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인식하여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결과물임
을 생각하면, 기존 협약들과 중첩되는 내용은 그 권리들을 이주노동자에게 제
대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
해일 것이다.
제3부는 주로 사회보장과 관련이 있다. 먼저 제27조 1항은 사회보장에 있어
기본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에 있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용
국의 국내법 및,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국
의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2) 이 규정은 두 가
31)

이에 관해 최홍엽(1997)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차별금지 규정에서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인권선
언의 경우 국적을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대부분의 조항들이 ‘모든 사람은...(Everyone has the
right...)’ 이라는 강력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권규약의 경우에도 제2조 1항에서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
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고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적’
이 차별근거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협약의
전체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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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과거의 ILO 협약이 주로 취했던 상호주의를 벗어나
기본적으로 균등대우 원칙을 취한 점이다. 둘째, 기존의 협약들은 이주노동자
의 사회보장에 있어 명문으로 합법체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기억할
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사회보장을 확대할 여지를 열어 놓은 진일보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나, ‘고용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확대는 여전히 각국의 입법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제27조 2항은 고용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급여
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국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이주노동자가 지금까
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28조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용국 국민과의 균등대우를 기초로 하
여 생명 유지 및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
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체류자격이 정상적이지
못하다(irregular)는 이유로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고용국 국민과의 균등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
육에 접근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그 부모의 체류자격을 문제삼아 아이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신분 노출의 위험 때문에 자
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규정의 실효성은 크
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33)
제4부는 합법적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에 어
떤 것이 있는지 열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와 제45조는 합법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보장의 구
32)

Art. 27. (1) With respect to social security,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enjoy in the State of employment the same treatment granted to nationals in so far as
they fulfull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at State and the

33)

applicab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위은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사회권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토론회
자료집, 2009,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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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내용으로서 교육시설에의 접근, 각종 고용 및 직업훈련 관련 서비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등에 있어 내국인과 균등대
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며,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취학 중일 때는 그 모국
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52조 1항은 이주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고용국에서의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제2항은 이러한 권리가 고용국의 정책
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다시 제3항에서는 이
주노동자가 고용국에 합법적으로 2년 이상 체류했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
능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 제54조는 이주노동자가 해고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 실업수당을 향유할 권리 및 실업방지를 위한 각종 공공정책
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일 고용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관해 고용국의
사법기관에 제소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 주목할 점은, 제3부의 제목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이고 그 안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 건강, 교육 등 기
본적인 사회보장 관련 조항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제4부에서는 합
법적(정규적)인 상황의 이주노동자에게는 제3부의 권리에 이어 ‘다른 권리들’도
추가적으로 보장된다고 한 것이다. 협약의 이러한 구성은 이주노동자 국제기준
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우리 사회보장 관련 대부분의
법률들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즉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 또는 내국인과의 혼인
등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할 때에만 특혜처럼 사회보장을 적용한다는 인상을 주
고 있다. 적용대상을 국민이라 한 뒤, 차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특

34)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외국인고용법 제25조 4항에서 고용허가제 하에 취업한 외
국인의 사업장 이동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국제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근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여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하 제5
장에서 상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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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3부에서 제
반 사회보장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한 뒤, 제4부에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에게는
다른 권리들이 ‘추가’된다고 하여 외국인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가 고용국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임을 더욱 분명히
한 점은 시민권의 관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35)

2. 국제노동기구(ILO)
1) 필라델피아 선언과 ILO의 기본 입장

이주노동자의 보호는 국제노동기구 설립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국제
노동기구 헌장 전문은 출신국 이외의 나라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의 보호
가 ILO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다.36) 1919년 제1회 국제노동대
회 (The First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서를 채택함에 있어 ‘규제’와 ‘보호’라는 이중의 목적, 즉 하나는 이민
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regulate)하는 것, 다른 하나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
는 근로자들을 보호(protect)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사회보장의 영역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이 원칙은 1944년
의 필라델피아 선언 및 1998년의 ‘고용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대한 ILO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ILO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다양한 국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

35)

36)

이 점에 대하여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실체 이상의 ‘사회
적 실체’로 인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경숙,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이해와 비준
운동의 과제, JCMK(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세미나 발제문, 2007, 6면 참조.
ILO,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reamble para.2. 원문 출처는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leg/download/constit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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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강조하며,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어 4대 기본 방향은 '거버넌스, 보호,
개발 및 협동' (Governance, Protec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라고
하였다.37)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규제와 관리의 대상에서 점차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LO 국제노동기준 중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제87
호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제100호 협약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111호 협약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성향,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제97호와 제143
호 협약은 이주노동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
19호, 제48호, 제118호, 제157호는 균등대우 원칙의 결과로서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8년의 “고용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대한 ILO선언”은 4개의 핵심 노동기

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보장,
② 강제노동의 철폐, ③ 아동노동의 실질적 폐지, 그리고 ④ 고용과 직업에 있
준을 ‘기본적인 권리’로 제시한 바 있다.

어 차별의 근절이다. 다른 ILO 조약들과는 달리, 본 선언은 비준을 필요로 하
지 않고 모든 ILO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표 2>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ILO의 주요 국제노동기준
협약
C97
C143

37)

제목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취업이주 협약(개정)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연도
1949
1975

ILO, Executive Summary on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 A Rights-based Approach",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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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근로자(보충규정) 협약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19

Convention

1925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
(Shelved) Maintenance of Migrant's Pension Rights
C48

Convention

1935

이주근로자 연금권 유지협약
C118
C157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Convention
사회보장 권리유지 협약

1962
1982

2) 이주노동자 관련 협약 개관

① 제97호 취업이주 협약 (1949)
제97호 협약은 이민 전반에 관해 규율한 최초의 ILO 협약으로 이주노동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띤 몇몇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 1조는 누가 이주노동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며, 취업을 목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정상적인 입국(regularly admitted)이 인정되는 모든 자
를 포함한다.38) 다만 국경근로자, 단기간 입국하는 자유직업 종사자 및 예술가,
그리고 선원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49년에 기술된 이 정의조항은 협
약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를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된 자’로 한정하여 미
등록 이주노동자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국경근로자, 일시직 근로자, 선원
등도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보호의 범위가 좁은 것이 한계로 지적
되었다.
38)

모든 번역은 직접 하였으나, 널리 통용되는 협약의 제목은 법제처 제공 번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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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체약국은 ILO가 요청시 ILO 및 기타 회원국에 이민에 관한 정책과
법규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체약국은 외국인들의 고용관련 사항을 지원하
고, 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또 그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유지 및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할 의
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선전
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타 회원국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
고 있다.39)
제5조는 이주노동자가 “출발 및 도착시에 이주노동자 및 이와 동반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가받은 가족구성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
할 것,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출발할 때, 여행 도중,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선박을 통해 여행하여 이동시간이 길었던 과
거에는 여행 중 질병이 흔했으므로 이 조항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40)
제6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장되어야 할 사회보장의 내용과 그 범위를 정
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인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인 자로만 제한하여 미등
록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의 정의를 국
내법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내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그 한계이다.
제8조는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이주노동자 및 그 이주노동자를 동
반할 것을 허가받은 가족구성원은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에 걸린 질병 또는 상
해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 출신국으로 돌려
보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본 협약이 체결된 2차대전 직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내의 외국인에 대한 끊임없는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외국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및

40)

폭력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IL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A Global Approach (preliminary version), 2002,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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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는 체약국은 국내법 및 환율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주노
동자가 그 소득 및 저금을 송금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
정은 사회보장적 관점 뿐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
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41)

② 제143호 이주노동자(보충규정)협약 (1975)
1970년대는 서구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여 밀입국 문제가 특히 심했던 시기였으며,42) 이로 인한 미등
록 이주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해 이들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현상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체결된 협약이 제143호 협약이
다. 본 협약 전문은 “불법적이고 은밀한 노동시장의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였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
등한 기회와 대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까지 포함되는 보다 높은 기
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본 협약은 제1부 악용되는 조건에서의 이주, 제2부 “동등한 기회 및 대우”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인한 문제들을 염두
에 둔 조항들이 주목된다. 먼저 제1조는 “회원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인권존중은 모든
인간을 위한 원칙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8조는 “이주노동가 취업을 목적으로
회원국의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이주노동자는 실
직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인하여 불법 또는 비정규적 상태에 놓인 것으
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취업의 상실 자체가 해당 이주노동자의 거주권 박
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고 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길을 열

41)
42)

ILO, 위의 책, 2002, 156면
ILO, 위의 책,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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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점에서 1949년 협약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를 정의한 제11조에는 여전히 ‘정규적으로 입
국이 인정되는 자(regularly admitted)'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흥미로운
점은 이 정의조항은 제143호 협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즉 제2부(동등한 기회
및 대우) 부분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서는 합법체류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제10조는 “회원국은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으로써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고용 및 취업, 사회보장, 노동
조합, 문화적 권리, 개인의 자유 및 집단적 자유에 관한 동등한 기회 및 대우
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추구하고 선언하여야 한다” 고 규정했
다. 제10조에서의 선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12조 1항은 “각 회원국은 본 협약 10조에 기술된 정책의 준수
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단체 등 기타 단체와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하며,
동조 5항은 이주노동자가 “취업국의 사회생활에 적응될 때까지 필요한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라고 하였으
며, 동조 7항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그 취업조건이 아무
리 특수하던 간에, 동일한 활동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
다”고 규정했다.
제13조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③ 제19호 균등대우(재해보상)협약 (1925)
본 협약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체약국은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보상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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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제3조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및 기타 방법으로 근
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는 그 비준일로부터 3년 내
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④ 제118호 균등대우(사회보장)협약 (1962)
본 협약은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에게 사회보
장에 있어 특히 급여의 적용범위와 권리에 관해 내국인과의 균등처우를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항은 체약국이 해당 부문에 있어 실효성 있는 법령을 갖고 있을 경
우, 다음에 열거한 부문 중 1개 이상에 대해 의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해
당되는 분야는 의료, 상병급여, 출산급여, 장해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
상 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이다. 제3조 1항은 이 협약을 적용받는 체약국
은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 부문에 관해서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대
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타 체약국 국민에게 내국인과의 균등처우를 보장하
도록 하고 있으며, 2항은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그러한 균등대우는 체약국의 국
민의 유족에 대해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균등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
조 1항은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균등대우는 거주 요건(condition of residence)
을 부가하지 말고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각
분야별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수급요건으로서의 최소 기간을 정하고 있다.43)
제10조는 ‘이 협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난민과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협
약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다만 공무원이나 전쟁유공자를 위한 공공부조에
43)

출산급여 및 실업급여는 청구 직전 6개월, 상해급여는 청구 직전 연속하여 5년, 유족급여는
사망 직전 연속하여 5년, 노령급여는 18세 달한 이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
서는 체약국은 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 1
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체약국은 자국민 및 협약 적용을 받는 타 체약국의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해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사망일시금 및 업무상 재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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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제157호 사회보장 권리유지 협약 (1982)
제157호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의료보험, 의료급여, 출산급여, 상병급여, 노령
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에 대한 권리 유지를 위
한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전문에서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 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의 보전원칙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라고 하며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3) 이주노동에 대한 비구속원칙 및 가이드라인 (2006)

지금까지 살펴본 협약들 외에도, 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근
의 노력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에 결의된

이주노동에 대한 비구속

원칙 및 가이드라인 (이하 ”2006년 가이드라인“)이다.44) 동 가이드라인은 제
목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여타 국제조약처럼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각국이 참조할 수 있는 원칙, 가이드
라인, 특정 국가의 모범 입법사례 등을 제시한 문서이다.
2006년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상술한 기존 협약보다 차별금지 원칙을 더욱
강하게 천명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더욱 보장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work)와 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국제기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1998년 ILO의 노동에 관한 핵심원칙의 내용들이 잘 반

44)

정식 명칭은 “이주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노동이주에 대한 권리 보장적 접근을 취
한 비구속 원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ILO 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igration: Non-binding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rights-based approach to labour
migration adopted by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the ILO 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igration (Geneva, 31 October-2 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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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있다.45)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 역시 단기체류 이주노동자(temporary
migrant workers)에게는 인권보다는 국가 주권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어 여
전히 기존의 국제기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
적된다.46)

II. 국제노동기준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기준의 내용은 이주노동자가 ‘인간’이므로 국적과 무관
하게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인권은 분명히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며 국제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이 외국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지 못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법조차도 주권과 인권 사이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국제규범의 형성에 있어 보편성을 지향하는 인권이 경계성을
전제하는 주권과 타협한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에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
제기준의 문언상 내용 자체에서 이미 주권국가와의 일정한 타협을 예정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정도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점, 둘째, 국제기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권국가들이 이를 비준하지 않거나 혹은 가입을 하더라도
특정 조항과 내용에 대한 유보를 하는 방식으로 전면적 적용을 회피하는 점,
셋째, 많은 국가들이 해당 국제조약을 비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반상
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기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
다는 점, 넷째로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권이 인권의 일종으로 이해될
45)

46)

Judy Fudge, Precarious Migrant Status and Precarious Employment: The Paradox of
Internation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34 Comp. Lab. L. & Pol’y J. 128, 2013, 127-128
면
Leah Vosko, Out of the Shadows? The Non-Binding Multilateral Framework on Migration
(2006) and Prospects for Using International Labour Regulation to Forge Global Labour
Market Membership, in Davidov & Langille (ed.), The Idea of Labour La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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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때 오히려 노동권의 보호 범위가 낮아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권의 본질적

자유주의적 한계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하나씩 살펴본다.

1. 내용의 한계
1) 국제노동기준 내용의 일반적 한계

국제노동기준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너무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나머지 낮
은 수준의 최저기준에 그치고 만다. 이는 이주노동 외의 모든 분야의 국제기준
에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ILO의 “고용에 관한 기본원칙 및 권리선언”을 보
면, 추상적인 표현들로 쓰여 있어서 형식적 평등만을 지향하는 것인지, 실질적
평등모델을 지향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ILO 사무총장의 2007년 보고서인 일터에서의 평등: 도전들에 맞서기
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등장한다.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차별은 태생적,
혹은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법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어 차별을 재생산

…

하곤 한다 일터에서의 평등은 단지 차별을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현 상태에
변화를 가해 일터를 더욱 포용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결국 평등의 보호를 주권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변화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정도로 일
어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민감도를 고려하여 국내 차
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47) 국제기준의 내용상의 타협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ILO는 그 설립목적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위한 최저기준 설정”을 목적으
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수준은 천차

47)

ILO, Director-General, Equality at Work: Tackling the Challenges,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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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국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안전기준, 단결권 및 양성평등 보장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각 사회의 맥락이 다르다는 이유를 핑계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 빠
져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동시에 높은 노동기
준을 내세워 보호무역주의로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준의 실효성은
이를 얼마나 공정하게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48)

2)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용상의 한계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UN 세계인권선언은 한 개인이 다른 국가
로 이주할 권리를 선언했을 뿐 그에 상응하는 국가들의 의무, 즉 입국의 허가,
망명자의 수용, 외국인인 거주자 또는 정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 의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이민과 관련된 권리들이 국경
을 넘어서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언은 결국 그 권리들보다는 개
별국가의 주권을 중시했으므로 이주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49)
인권 규범의 주권과의 타협 내지는 주권에 의한 문제해결능력의 제한은, 특
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부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는 규범이라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그 체류자
격에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인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

48)

49)

Risa L. Lieberwitz,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s
Organizing for Substantive Equality, Stanford Law School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Rights and Beyond" Conference, 2009, 20면
세일라 벤하비브, 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 이상훈 역, 철학과현실사,
20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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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경우 본 협약의 내용 중 가장 큰 한계는 이
주노동자의 ‘인권’을 표방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이
주노동자의 권리와(제4부), 미등록자까지 포함된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제3
부)를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미등록자에게는 더 낮은 수준의 권리만을 보장
하는 형태로 구성한 점이다. 물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
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협약들에 비해서는 발전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모
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제3부의 마지막 조항인 제35조에서는 “이 협약의 어
떠한 내용도 미등록 또는 비정규적 상태인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50) 미
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합법화를 요구할 권리(right to regularization)가 명
시적으로 제한된다면, 이들의 인권 보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본
협약에서 아무리 다른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다 한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
다.51)
둘째, 개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적용에 있어 관할권의 문제이다. 주권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법 적용에 있어 영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관할권을 갖는다. 그
런데 특별히 법령 또는 정책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관할권은 포괄적이며,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인권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를 상대
로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복지 관할권(welfare jurisdiction)뿐 아니라 이민 관할
권(immigration jurisdiction)또한 활성화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나, 교육 등 사

50)

Art. 35: Nothing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e
regularization of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or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no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or any right to such regularization of their
situation, nor shall it prejudice the measures intended to ensure sound and
equitable-conditions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s provided in part VI of the present

51)

Convention.
Gregor Noll, Why Human Rights Fail to Protect Undocumented Migrant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Vol. 12, Issue 2, 2010,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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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의 필요성을 국가를 상대로 요청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와 동시에
강제출국당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소의 관할권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52) 강제출
국의 위협에 놓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론적이고 규범적으로는 인권의 보호
대상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인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 가입과 비준의 회피
첫째, 주권국가들의 국제인권법으로부터의 의무 회피이다. 예컨대 국제연합
협약들 중 그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장 가입
률이 높은 협약의 예로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들 수 있다.53) 본 협약이 모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
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아동은 본 협약 하에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다만 제21조(국제 입양의 경우) 및 제22조(난민인 아동 또는 비호 신
청중인 아동)에서 아동의 권리의 국제적 측면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제22조의
경우 ‘난민’만을 언급하고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물론
주권국가들이 명시적이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부정
하지는 않는다. 국가들은 협약에 가입하면서도, 협약의 해석이 자국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유보한다.54) 즉 주권국가의 정부들은 협
약으로 성문화된 국제인권 규범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 규범이
적용되는 방식에 일부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면적 인정을 회피하고 있는

53)

Gregor Noll, 위의 논문, 248면
동 협약은 현재 194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54)

http://indicators.ohchr.org/ (2015.1.25. 최종방문)
예컨대 독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 협약에 있는 어떠한 조항도 외국인의 독

52)

일연방공화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류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
한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의 조건에 대한 법령
과 규제를 입법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
되지 않는다.” Gregor Noll, 위의 논문, 245-246면

- 37 -

것이다.
둘째,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와 ‘사용자’를 분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
인 부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 즉 ‘공적 영역(polis)’과 ‘사적 영
역(oikos)’영역의 분리라고 할 수도 있다. 국제인권규범을 승인하고 활성화하는
주권국가의 정부는 ‘polis’ 영역이고, 이주노동자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그가
노동하는 사업장인 ‘oikos’ 영역이므로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
동자에 대한 보호의 배제는 바로 이 두 영역의 분리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
다.55)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고용되며, 어떤 사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
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이렇듯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56) ‘polis’와 ‘oikos’ 분리 현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협약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국가라는 공적 영역보다는 사용
자라는 사적 영역으로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 권리 보호의 책임을 주권국가에게 묻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57)

3. 실효성의 한계

55)
56)

Gregor Noll, 위의 논문, 266면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전문 13번째, 14번째 단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 13-14:
Considering that workers who are no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are frequently
employed under less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than other workers and that certain
employers find this an inducement to seek such labour in order to reap the benefits of
unfair competition, Considering also that recourse to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who are in an irregular situation will be discouraged i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re more widely recognized and, moreover, that granting certain additional
rights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a regular situation will
encourage all migrants and employers to respect and comply with the laws and procedures

57)

established by the States concerned,
Gregor Noll, 위의 논문, 2010, 266면

- 38 -

UN이나 ILO 조약과 다자무역에서의 국제노동기준 양자 모두 각국의 근로조
건 향상 또는 차별의 철폐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
유는 국제기구의 분산적인 구조 때문에 집행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2008)의 지적처럼, 국제인권의 주요 집행 기관을 살펴보면 유럽인권법원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을 제외하면 국가의 인권 준수를 강제할 국
제적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8) 정치권규약 제1차 선택의정서의
경우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에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59) 또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은 유럽을 관통하는 권리장전이지만,
국가의 상위에 있는 규범이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각국의 헌법 전통과 협약의 공통요소들을 권리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60) 무역노동을 연계한 무역협정들의 경우에도 위반시 구제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실질
적인 보상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점, 금지를 하고는 있으나 위반시 벌금 등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
은 마찬가지이다.61)
결국 국제노동기준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회원국이 그것을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야만 소송시 인용할 수 있는 법원(

)이 되는 것이다. 정부

가 국내법으로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 국내 법원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인용하는 것은 단지 비교법적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의 설득력밖에 갖지 못한
다.62) 우리 법원은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예가 드물며, 그나마 인용
58)
59)
60)
61)

62)

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2008, 66-67면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이철우, 위의 논문, 66면에서 재인용.
이철우, 위의 논문, 67면; Bosniak, 위의 논문, 2000, 460-461면
Risa L. Lieberwitz,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s
Organizing for Substantive Equality, Paper prepared for Stanford Law School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 Rights and Beyond" Conference, 2009
미국 법원들의 경우,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유사한 내용의 쟁점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지역별로, 그리고 사안별로 일관성이 없는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Lieberwitz, 위의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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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례에서도 이주노동보다는 기업에 관한 판결들이라는 점은 이하 제4장에
서 살펴볼 것이다.

4. 노동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한계
노동권과 인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인식에서도 국제기준의 또 하나
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은 보편적 인권의 일종으로 여겨진
다. 그러나 노동권이 인권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국제기준의 맥락에서
는 노동권과 인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할 때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인권침해로 보일만큼 아주 극심한 노동권 침
해인 강제노동, 아동노동, 극심한 형태의 성차별, 인종차별 등이 발생할 때만
이것을 문제상황으로 인식하고, 일반적인 노동권 침해의 구제에는 오히려 적극
적으로 개입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63)
미국의 판결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인 외국인을 위한
불법행위 제소법(Federal Alien Tort Claims Act, ATCA)은 국제법 위반사실이
있을 시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Sosa v.

Alvarez-Machain 판결(2004)은 동법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및 노동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었다.64)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원
고에게 재판규범이 되는 국제법이 “충분히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진(sufficiently specific and universally accepted)” 것, 즉 “국제노동기준의 침
해가 인권 침해에 이를만큼 보편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주노동자
가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
려울 수밖에 없다.65)

63)

64)
65)

James A. Gross, A Long Overdue Begin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s Human Rights, in WORKERS' RIGHTS AS HUMAN RIGHTS 1, 9 (James A.
Gross ed., 2003).
Sosa v. Alvarez-Machain, 542 U.S. 692 (2004)
Lieberwitz, 위의 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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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의 본질적, 내재적 한계
일반적으로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 여겨진다.66) 국가입법을 통해 규정될 필요
도, 국가권력을 통해서 그 효력이 담보될 필요도 없는 초실정적으로 효력이 있
는 자연권이다. 그러나 인권의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허완중(2011)은 인권의 특징
으로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불명확성과 추상
성 때문에 인권을 통하여 주장을 관철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한다.67)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이자 국내법 차원에서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
회법 에서 주로 규율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ㆍ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
권개념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의 인권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권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고려한 타협으로,68) 인권의 실정법화 과정에
서 노정되는 타협이 인권의 또 하나의 한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개인
적, 자유주의적인 규범이다.69) 인권의 보호를 요청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개인
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권은 예컨대 강제추방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은, 스스로 인권의 보호를 요구하기를 포기한 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66)
67)
68)
69)

최현, 인권, 책세상, 2008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허완중, 위의 논문, 2011,
앤서니 아블라스터, 서구

참조.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146면
139면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조기제 역, 나남,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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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민권의 기초이론

이 장에서는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법학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에 시민권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과연 어떤 개념이었으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배경을 고찰한다. 시민권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리고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어떻게 사상적으로 이론화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시민권의 고유한 속성에 대해 간단히 논한다.70) 시민권 개념에 대한 이러한 배
경을 숙지하는 것은 이하 제4장에서 이를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시민권’이라
는 법적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전제적 논의가 된다.

제1절 시민권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I. 시민권의 연혁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의 시민권
‘시민’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서양사 속에서 시대순으로 가장 먼저 연상되
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이다. 노예와 자유인으로 계급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던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가진다는 뜻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소수의 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에서 시민을 “법을 집
행하고 관직을 갖는 데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한다.71) 즉 고대 그리스에서는

70)

본 장의 내용은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의 일부를

71)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아리스토텔레스, 라종일

천병희 역, 정치학, 박영사, 2003, 91-92면, 이선주, “시민권, 포함

의 역사 또는 배제의 역사”, 영어영문학연구 제55권 제1호, 2013, 33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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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가 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신분에 의
한 일종의 특권으로서 공동체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시민의 자격을
가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마제국의 시민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원래 로마에서의 시민권은
그 도시에서 자유민으로 태어난 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였는데, 로마의
세력과 영토가 확장되면서 로마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에게도 점차 확대되어
기원후 2세기경에는 로마제국 내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는 식민지 주민들로부터 충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제국이 하나의
법질서 아래 있다는 단일화와 통일성의 상징이기도 하였다.72) 로마의 시민권자
에게는 투표권, 적법절차(due process)를 향유할 권리, 형사처벌시 극형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보장되는 한편, 납세와 병역 등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가졌다.
로마 출생이 아닌 외국인은 드물기는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로마제국에 대한 특정한 공로를 세우거나 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73) 로마 시대를 시민권의 약화가 시작된 시기로 보기도 한다. 그
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공화국 시대까지는 시민권은 특히 정치 참여와 밀접한
것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도래와 함께 시민권은 점차 참여보다는 ‘사법적인 안
전장치로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다.74)

2. 중세시대와 근대 혁명기의 시민권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도래한 중세 시대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철저히
종교 중심적 사회로, ‘시민’ 보다는 ‘신민’이 강조되었으므로 시민 개념이 독자
적으로 형성

발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서양의 중

세가 현실적으로 엄격한 위계질서의 신분사회였음과는 별도로, 사상적으로는
72)
73)
74)

유동기, “사도바울과 그의 시민권”, 학문과 기독교세계관 제4집, 2011, 48면
유동기, 위의 논문, 49면.
키이스 폭스, 시민정치론 강의: 시티즌십, 이병천 외 역, 아르케, 2009, 30면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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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통해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인식이 보급되었으며, 이것
이 근대 이행기에 시민 개념으로 싹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16
세기의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시민권과 관련성을 갖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75)
중세 봉건제도가 해체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부
르주아(bourgeoisie)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부르주아는 아
직 본격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태어날 때부
터 정해진 계급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통해 일정한 권력을 확보한
계급이라는 점에서 중세와는 확연히 결별하기 시작한다. 부르주아는 원래 ‘자
치도시’를 뜻하는 ‘bourough',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거주자를 뜻하는 'burgher'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76)
최초의 근대적 ‘시민’에 근접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주권이 왕이 아닌 국민
(시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1789년 프랑스 혁명기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일 것이다. 프랑스 혁명기에
실제로 모든 개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압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느냐는
질문과는 별개로, 이 선언의 문언적 내용은 그 자체로 근대적 인권 개념, 시민
개념의 시초로 평가된다. 동 선언은 ‘인간’, ‘시민’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
하고, 특히 정치 또는 납세 등 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조항들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77) 시민권 개념의 연혁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3. 20세기 이후 인권과 평등 운동으로서의 시민권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양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경험한 뒤 1948년 UN 인

75)
76)
77)

신진욱, 시민, 책세상, 36면 참조.
이선주, 위의 논문, 333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각 조항의 주어는 ‘인간(homme)’, ‘시민(citoyen)’이 혼용되고 있는
데, 특히 입법에 참여할 권리(제6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제11조), 납세의무(제13조) 등에서
는 ‘시민’을 주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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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통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천명하고,78)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의 입장을 반영
하여 정치권(political rights)과 사회권(social rights) 모두를 포함한 권리장전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UN 인권선언은 국적, 성별, 인종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
이 평등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현대 인권규범의 초석을 놓았다. 그 뒤, 20세
기 중반 이후로는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등 근대 이전에는 권리의 주체로 인
정받지 못했던 계층에게로 권리의 존부 및 그 양과 질을 확장시키기 위한 민
권 운동 및 평등 운동이 시민권 개념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
통, 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비약적인 지구화 진행과 함께 이주 현상이 급증하
여, 20세기 후반부터는 이민자들, 특히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주노동자의 권
리가 시민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79)

II. 시민권의 사상적 기초
시민권은 뒤에서 살펴보듯 여전히 유동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지만, 적어도
시민권 개념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 기반을 제공한 주요 사상들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본고는 ‘이주노동’이라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시민권에 대해 논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양에서 주권국가가 일반화된 이후의 사상을 소개하는 것으
로 범위를 제한한다. 즉 ‘국민’ 개념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민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시민’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부터의 사상
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 하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현대적 시민권 개념에 기반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T.H. 마셜(T.H. Marshall)의 3

78)

7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제1조: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현대 이주의 주요 목적은 취업, 즉 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현대의 이주를 “Migration
today is for work."라고 간결하게 표현한 바 있다. ILO, Executive Summary on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 A Rights-based Approach",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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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꼽을 수 있다. 칸트는 국적을 갖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적대시될
수 없다는 도덕적 차원의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아렌트는 세계
대전과 유태인 학살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
기 위해서는 ‘권리를 가질 권리’ - 즉 공동체에 속할 성원권이 반드시 필요함
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시민권 사상의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H. 마셜은 시민권을 하나의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리하고, 특히
시민권이 자본주의에 내재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규
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민권의 사회학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시민권의 철학적 기초
칸트는 그의 1795년 저작인 영구평화론 에서 “세계시민권(weltbürgerrecht)은
보편적 환대(우호)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0) 여기에서의 환대
란 이방인이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81) 칸트는 이러한 환대의 권리는 서로를 우호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권리라
고 보며, 이방인이 영속적인 체류를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만일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우호적인 계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여 일시적인 방문권과 체류권을
구분하였다. 영구평화론은 짧은 글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시민권 논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칸트가 생각한 이러한 환대 또는 우호가 인류를 세계시민
적 체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있다.82) 칸트의
이러한 세계시민적 사상은,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권국가의 실정법이 현
존하는 한 언제까지나 낯선 땅을 찾아 떠나는 이민자들에게 하나의 이상(ideal)
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80)
81)
82)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 하나의 철학적 기획, 이한구 역, 서광사, 2008, 38면.
칸트, 위의 책, 39면.
칸트, 위의 책,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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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세기에 들어 세계대전 직후 출간된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에서
는 제국주의의 악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83)라는 표현이 이후 등장하여 이후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
으켰다. 아렌트는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재난은 그들이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의견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84)라며 권리를 가질 권리는 결국 “공동체에
속할 권리”라고 하였으며, 인권의 기본 전제로서 가장 근본적인 성원권 또는
시민권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85)

2. 시민권의 사회학적 기초와 이론적 정립
칸트와 아렌트가 시민권에 대해 도덕적, 철학적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제시
했다면, 영국의 사회학자인 T.H. 마셜은 최초로 사회학에서의 시민권 이론을
구체화한다. 그의 저작 시민권과 사회계급

86)은

현대 시민권 이론의 고전으로

서 21세기적 맥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
민권 문헌에서 출발점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저작이다.87) 마셜은 본서에서 근대
83)
84)
85)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이진우 박미애 역, 한길사, 2006, 533면.
아렌트, 위의 책, 531면.
결국 아렌트는 시민권을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렌트의 시민
권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권리를 가질 권리’로
서의 성원권이 과연 주권국가의 필수불가결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문제
이다. 벤하비브는 아렌트가 민족국가라는 틀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였지만, 현대에 있어 시
민권의 과제는 “권리를 가질 권리를 공민권 소지 여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세일라 벤하비브, 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이상훈 역, 철학과현실사,

86)

2008, 92-96면.
T.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마셜이 1949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경제학자 Alfred Marshall 기념강좌에서 강

87)

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본 논문에 인용된 마셜의 원문은 1950년판(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참조하였다.
본서는 특히 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우파 집권과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하면서 복지국가
에 대한 찬반론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양쪽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널리 읽히기도 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정희,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Marshall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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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민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권
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왔는지를 규명하였다.
마셜은 시민권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full membership of a
society)”라고 정의하면서, 근대 역사에서 이러한 시민권은 구체적으로 3대 요
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① 공민권, ② 정치권, ③ 사회권의 3대 권리가 바

로 그것이다.88)
첫째, 공민권(civil right)은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인 권리로서 인신의 자유
(liberty of the person), 언론의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 재산권, 계약체결권
등을 포함한다. 공민권은 그 성질상 주로 사법절차를 통해 보장되며, 영국에서
는 커먼로(common law)의 형성과 함께 공민권이 발전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둘째, 정치권(political right)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로서 선거권을 말한다. 즉 국
회 또는 지역 의회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이다. 마셜이 말하는 정치권은
현재의 용례로는 ‘참정권’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셋째, 시민권을 구성
하는 마지막 요소로서 사회권(social right)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modicum
of economic welfare) 및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그가 속해있는 사회의 기준
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마셜은 그러한 사
회권의 내용으로 교육, 의료, 연금, 사회서비스 등을 언급하여 현대 사회보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시민권의 위 3대 요소가 어떻게 발
전했는지를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영국에서는 18세기에는 공민권, 19세
기에는 정치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사회권이 순서대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
회권에 대해서는 과거 영국의 구빈법(poor law)을 주요 예로 들면서, 자산조사
와 수급자에게 굴욕적인 절차를 통해 빈민에 대해 낙인효과를 가져옴으로 인
해 역설적이게도 ‘시민이기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시혜적 복지였다면,
현대의 사회권은 시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89)

88)
89)

적 시민권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9호, 2008 참조.
T.H.마셜, 위의 책, 10면.
이 점에서 마셜의 시민권 개념은 복지국가에서 잔여적이 아닌 제도주의적 기준을 제시한 중
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김윤태,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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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시민권의 3대 요소의 발전은 ‘평등’의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마셜은 시민권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가장 기본적인
평등”을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출발한다.90) 시민권은 특히 근대에
이르러 위의 3대 권리와 함께 발전하면서 사회계급을 점차 철폐하는 데 공헌
한 것이 사실이지만, 마셜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와 시
민권은 ‘갈등상태’(state of war)에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근대 이전의 사회계급이 이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
회구성원 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그렇다면 평등을 전제하는 시민권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마셜은 이 질문에 대해, 시민권은 평등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평등
을 제도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91) 그는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고 밝히며, “불평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다.92) 그렇다면 마셜은 시민권을 통해 불평등의 제도화를 옹호한 것인
가? 그렇지는 않다. 마셜이 염두에 둔 시민권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평등에
있다는 점은

시민권과 사회계급 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된다. 그는 “시민권이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라며, “현대에서 사회
권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계약이 지위에 의해 제한되고, 시장이 사회정의에 복
종하며, 거래의 자유가 권리선언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라고 단언한다.93)
그러면서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90)
91)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담론 201 16(1), 2013, 7면.
T.H.마셜, 위의 책, 8면.
시민권이 불평등을 어떻게 제도화했다는 것인가? 마셜은 이에 대해 예컨대 20세기에 들어
보편화된 ‘교육권’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모든 시민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현상
은 일견 평등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은 불평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왜냐하
면 학교의 제도화된 시험을 통해 그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고, 성적에 따라 사회 상류계급에
합류할지 여부가 좌우된다. 성적 평가라는 제도적 방법으로 인해 미래에 이들의 사회적 불평
등은 이미 학교에서부터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즉 교육받을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점
에서는 시민권은 기회의 평등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평가받음으로 인해 결과의 불평

92)
93)

등을 개인이 수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T.H. 마셜, 위의 책, 72면 이하.
T.H.마셜, 위의 책, 67면.
T.H.마셜, 위의 책,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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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다만 어떤 불평등은 비교적 수인 가능한 것이며 어
떤 불평등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지를 묻는다.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그 불평등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사회정의라고 한다. 마셜은 시민권은 평등을 향해 가는 하나의 길이라
고 한다.94)
그는 본서의 결론 부분에서 시민권은 결국 평등과 불평등이 혼재된 모순이
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 모순된 결론인 평등과 불평등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이 바로 인간 삶의 본질이며, 사회학은 인간이
항상 논리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말하며 다소 모호
한 어조로 논의를 끝맺는다.95) 그러나 마셜이 생각한 시민권의 지향 또는 이상
이 바로 평등이었다는 점은 결국 본 저작의 제목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명백한 불평등으로서 존재한 사회계급(social class), 그것과 함께
성장했지만 결국 이를 뒤흔들고 바꿔놓은 것이 시민권(citizenship)이라면, 시민
권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III. 소결
여기까지는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으로, 어찌 보면 시민권의 역사는 민주주의
또는 인권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며 시민권은 결국 인권의 한
종류 또는 인권과 유의어일 뿐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에 인권 또는 민주주의와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여 시민권 개념의
독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인권의 적용은 장소와 무관한 개념으로서 그 주체가 되는 개인의 지역적, 사
회적 소속을 묻지 않지만, 시민권은 경계가 지어진 특정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
94)

다만 마셜의 시민권 3대 권리의 발전론에 대하여 지나치게 영국 역사 중심적이고 진화론적
인 설명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다. Michael Mann, Ruling class

95)

strategies and citizenship, Sociology, vol 21, no.3, 1987 등 참고.
T.H.마셜, 위의 책,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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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말하는 본질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다.96) 민주주의는 개인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묻는 개념이지만, 시민권은 참정권적 성
격 뿐 아니라 경제적 재분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최현(2008)은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권과 시민권은 여
러 측면에서 중첩되어 있지만, 인권은 하나의 가치 또는 이념으로 발전해왔고
시민권은 현실에서 정치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었다. 따라서 시민권은 그 권리
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정치 공동체나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민권의 대전
제는 공동체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존재가 시민이라는
사실”이라고 한다.97)
사회과학의 다른 많은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은 정확히 무엇이라는 고
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다중적인 개념이
며, 시민권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서로 다
른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시민권의 역사적 연혁과 사
상적 기초를 볼 때, 몇 가지의 중요한 속성이 도출된다.
첫째, 시민권은 평등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시민권은 소수의 특권으
로부터 다수의 권리로 이동하여 왔고, 특별한 지위에서 나오는 의무적 성격으
로부터 다수의 구성원이 갖는 권리의 성격으로 변화하여 왔다.
둘째, 칸트가 영구적 평화를 열망하는 맥락에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고, 한나 아렌트가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어떠한 공동체에 속할 성원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시민권은 다른 가치 또는 권리들의 기초가 되며 이를 촉진하고 이끄는 기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대 이후의 시민권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평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해 왔으므로 노동과 사회보장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며, 시민권이 노동권과
복지국가 옹호를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98)
96)

인권의 추상성과 보편성을 주권국가에서 구체화한 것이 시민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

97)

현, 인권, 책세상, 2008, 15면.
최현, 위의 책,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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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통적 시민권의 정의와 분류
I. 시민권의 다양한 정의 방식
상술한 연혁을 거쳐 발전해 온 시민권은 어떤 하나의 고정적인 성격으로 규
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제4장에서
후술할 Bosniak(2000)은 시민권을 법적 지위, 평등할 권리, 정체성 등의 측면으
로 나누어 설명하는 한편, Schuck(2009)는 시민권을 3대 모델로 구분하면서 국
가주의적 모델, 인권적 모델, 마셜리안 모델(권리 중심적 모델)로 나누기도 한
다.99) 이러한 시민권의 다양한 정의 방식은 곧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여러 측면
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 방식들의 공통분모를 추출해 보면, 시민권은 아래와 같이 지
위, 덕성 또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정리된다.

1. 시민으로서의 지위
시민권을 시민으로서의 지위로 이해하는 방식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시대 등 서양 근대 혁명기 이전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지위로서의 시민
권은 상술한 바와 같이 특권과 배제의 기능을 해 왔다.
다만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지위로서의 시민권의 중요한 의미는, 국민국가
의 보편화 이래 시민권이 국적과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국가의 이민법
으로 규율되는 국적의 보유 여부가 곧 시민권이라는 지위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비시민’으

98)

김윤태는 마셜의 시민권이 21세기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점들이 있지만 복지국가 옹호와

99)

평등의 확장에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김윤태, 위의 논문, 20-22면 참조.
Peter H. Schuck, Three Models of Citizenship, Yale Law School Public Law Working
Paper No. 168,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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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여 배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2. 시민의 자질 또는 덕성
시민권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덕성, 품성, 공동체를 향한 충성심
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주로 공화주의적 전통에서는 이를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으로 표현한다.100) 시민적 덕성은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국
가에 대한 집착과 결부될 때에는 애국주의를 넘어선 극우주의로 치우치게
되기도 한다.

3. 시민의 권리 또는 의무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가장 밀접한 시민권의 이해 방식은 시민권을 권리
또는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T.H.마셜의 시민권론은 시민권
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권리의 총체로 본다.
시민권을 시민이 공동체에 대해 갖는 의무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 의무
의 내용은 근로의무, 병역, 납세 등 대부분의 주권국가에서 실정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을 의무로 보는 관점의 중요한 쟁점은 특히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연계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선결 조건으로서 성실, 근면함과 같은 가치를 ‘시민의 의무’로 내세우며 사
회보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한편 아래 제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시민권의 단위 주체를 개인이 아닌 기
업으로 볼 때에는 시민으로서 기업의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특히 노동보호적 의무를 강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II. 정치적 전통에 따른 시민권의 분류
100)

ㆍ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 김경희 김동규 역, 인간사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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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2012)에 의하면 시민권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 자
체가 하나의 이론적 내지는 실천적 쟁점이 된다.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
나 공화주의적 가치에서의 시민권이냐 하는 논란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101)
시민권을 다양한 정치적 전통에 따라 달리 분류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이
주노동자의 권리 정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자유주의적 시민권
자유주의적 전통에서의 시민권 논의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강조하는 경
우가 많으며,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려면 어떠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한 논의
를 동반한다.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적 시민권은 여성, 인종 등 계급의 평등,
차별금지 움직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102) 지금도 이주노동자에
대해 미국의 자유주의적 시민권은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103)
그러나 자유주의적 시민권은 시민이라는 자격에 비교적 논의를 집중한 나
머지 사회보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있다. 즉 자유주의
적 전통에서의 시민권은, 시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
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

– 대개 근로의 의지 또

– 에게 일종의 자선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회보장이라는 인식을 초래한 면이 있다.104)

2. 공화주의적 시민권
공화주의적 전통에서의 시민권은 주로 고대 그리스의 공화정으로부터 영
최장집, 위의 책, 2012, 133면
장미경, “시민권(Citizenship)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35집 제6호, 2001의 논의 참조.
103) Jennifer Gordon, Transnational Labor Citizenship, 80 S. Cal. L. Rev. 503, 2007
104) Nancy Fraser & Linda Gordon, Contract Versus Charity: Why There is No Social
101)
102)

Citizenship in the U.S.?, Vol. 22. Socialist Review,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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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받은 맥락의 논의로서, 시민으로서의 자질, 시민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덕성, 연대의식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민성’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공화주의적 이상이 시민권의 보편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오용된 면도 없지 않다.
기든스(2000)는 ‘책임없이 권리 없다’라는 구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
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 되돌려주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5) 브라운(1994)은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나온 시민적 덕성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개인의 책임을 배양토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106) 이러한 논의들은 서
구의 노동, 복지 담론에서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소위 제3의 길 이념의 맥락
에서 촉발된 것들인데, 프레드먼(2009)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
한다. 이 노선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촉진적 국가, 기회의 평등, 공동체의 유
대에 초점을 맞추어 ‘능동적 시티즌십’을 향한 적극적 계기가 될 수도 있겠
지만, 결국은 개인의 빈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결론으로
쉽게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적 시민권에서의 덕성과 의무를
사회정의에 대한 고려 없이 강조하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
겠다.

3. 사회민주주의적 시민권
초기 사회주의 이론에서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에 가까
웠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는 시민권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

105)

106)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Polity Press: Cambridge, 2000, 65면; 샌
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 조효제 역, 교양인,
2009, 486면에서 재인용.
Gordon Brown in D. Miliband(ed.), Reinventing the Left, Polity Press: Cambridge, 1994,
114면, 프레드먼, 위의 책, 48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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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107)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와 양립하는 사회민주주의에서의 시민권은 사회보장
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분류 중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사회적 시민권은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기능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108)

제3절 시민권의 주요 속성
I. 시민권의 본질적인 속성
최장집(2012)에 의하면 시민권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의 이론이다.
왜냐하면 시민권은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
내로 포섭 또는 통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권
을 “비경제적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경제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부여되는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다시 말해 시장의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적이라고 보는
것이다.109)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사회통합, 평등, 포섭, 보편성 등을 지향하
는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II. 시민권과 국민국가의 결합
그러나 위와 같은 시민권의 평등, 포섭 지향적인 본질적 성격에도 불구하
고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시민권이 국적 개념과 결합하면서 배타적
107)
108)
109)

토마스 험프리 마셜, 시민권과 복지국가 , 김윤태 역, 나남, 2013
고스타 에스핑앤더슨,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 박시종 역, 나남신서, 2002 참조.
최장집, 위의 책,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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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을 띄게 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공표되었던 프랑스 혁명 초기의 시민권은 보
편적인 것에 가까웠지만, 혁명이 군사화되고 인근 국가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혁명에서 주장된 ‘시민의 권리’가 국가의 승리와 동일시되기 시작한 면이 있
다. ‘시민’과 ‘인간’을 연결해 주던 공화주의적 가치들은 외국인을 타자화하
는 이념적 배경이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법적으로 동질적인 국민을 발명함
과 동시에 외국인을 발명했으며 그러한 경계는 일반화된 규칙과 성문화된
법에 명기되었다. 1791년 헌법의 시민권 조항,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포
함된 국적 조항은 여러 나라의 국적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
다.110) 이렇듯 서구에서 국민의 탄생은 곧 외국인의 탄생이기도 하며, 시민
권의 포섭과 동시에 배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식민지 경험
때문에 의식적으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혈연
과 무관한 시민권의 본래적 의미가 성장할 여지가 차단된 면이 있다고 본
다.111)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서 남북의 이데올로기
분열로 인하여 ‘국민’과 ‘인민’ 개념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대치
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위 제2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
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민 중심적 사고가 고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12)
110)

이철우,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 정인섭 편, 이중국적,

사람생각, 2004, 61면.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도서출판 소화, 2009
112) 이러한 한국적인 특수한 정치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구한말, 즉 20세기 초 지식인들은 ‘국민’
111)

ㆍ ㆍ –

개념을 혈통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1908. 7. 30. 대한매일신보 논설 <민족과
국민의 구별>에서 그러한 보편적 시민 인식, 국민과 시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논설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이라는 명사는 민족 두 글자와
구별이 크게 있거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왕왕 이 두 용어를 혼칭하니 이는 불가한 일이
라... 민족이란 것은 단지 동일한 혈통에 속하며 동일한 토지에 거주하며 동일한 역사를 가
지며 동일한 종교를 받들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동일한 민족이라 가히 칭하는 바이거니
와 국민 두 글자는 이처럼 해석하면 불가할지라. 대저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함
이 국민되는 요소가 아님은 아니나 단지 이것만이 동일하다고 꼭 국민이라 말함은 불가능하
나니...민족을 가리켜 국민이라 칭함이 어떻게 가능하리요. 국민이란 것은 그 혈통, 역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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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결
요약하면 시민권은 원래 평등, 포섭 지향적인 개념이었지만 국민국가와 결
합하면서 점차 외국인을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주의 증대로 인해 이주노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시민권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하 제4장에서부터 시민권의 그러한 현대적 재해석의 측
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 종교, 언어의 동일한 것 밖에 또한 필연적으로 동일한 정신을 가지며 동일한 이해를 느
끼며 동일한 행동을 하여...(후략)”

- 58 -

제4장 시민권의 법적 의의: ‘노동시민권’의 구상

제3장에서는 20세기까지의 전통적 시민권의 연혁과 이론적 기초, 그리고 주
요 속성을 살펴보았다. 시민권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먼저 이주의
증대라는 현실 앞에서 시민권 이론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현대적 논의
를 살펴본 뒤, 그러한 현대적 맥락 속에서 시민권은 법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규명한다. 시민권의 법적 의미의 요체는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시
민권을 이주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개념으로 구성
한다. 노동시민권은 아직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지만 법령과 판결의 분석으로
부터 그 일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구체적 권리로서 노
동시민권은 이동권, 거주권, 사회권, 참여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제1절 이주노동으로 인한 시민권의 현대적 재해석
I. 문제의 제기
이주노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한 현재 시민권 논의에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 서론에서 제시한 두 사람의 예와 같이 이주를 통하여 출신국 ‘국민’으
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박해짐과 동시에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점
차 증대하는 경향, 즉 국민과 시민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시민권 개념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칸트, 아렌트, 그리고
T.H. 마셜의 경우,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시민’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혹은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은 외국인 개인의 권리보다는
주권국가들의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렌트의 경우 무국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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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세계대전 중 수용소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던 마셜의 경우, UN 인권선
언 채택과 거의 동시대인 시기에 시민권과 사회계급 을 저술하며 개인의 자
유와 권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113) 따라서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
권, 사회권의 3대 권리로 개념화한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의 저작 역시 영국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누가 시민인지, 시민권의 위치와 범위는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114) 여기까지가 20세
기적 시민권 사상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 문제가 된 21세기 현재, 시민권 이론
은 다른 각도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타향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는 이들은
어디에서 시민권을 갖는가? 출신국인가, 아니면 거주국인가? 시민권은 국적과
일치하는가?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이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정당한가?
만일 정당하지 않다면, 그 근거로서 시민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제는 시민권의 내용 뿐 아니라 위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
다. 이주노동은 시민권의 개념을 재검토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다. ‘장소’가 한 인간의 권리의 틀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것이며,115)
113)

젊은 시절의 마셜은 원래 외교관 지망생으로 독일에 유학하던 중,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
국인 격리정책에 따라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경험하게 되며 귀국한 뒤 외교관 대신 사회학

을 전공하게 된다. 그의 시민권 개념에는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
었을 것이다. 토마스 험프리 마셜, 위의 책, 2013 참조.
114) T.H.마셜이 시민권과 사회계급 을 집필한 시점인 20세기 중반에도 이미 지하경제 영역에서
대영제국의 번영을 뒷받침한 식민지 유색인종의 노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다. 그렇다면 마셜은 이들이 영국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Guy Mundlak,
Industrial citizenship, Social citizenship, Corporate citizenship: I Just Want My Wages, Vol.
8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719, 2007 참조.
115) 한 인간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권리의 틀(frame)을 규정한다. 그의 위치에 따라
식생활, 기본재(basic goods), 경제적 기회, 건강보장, 안전, 재산, 노동, 정치참여 등 삶의 다
양한 영역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Benhabib

&

Resnik,

"Introduction: Citizenship and Migration Theory Engendered", in Benhabib & Resnik (ed.),
Migrations and Mobilities: Citizenship, Borders and Gender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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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시민권에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이다.
위의 문제의식을 법적으로 풀어 다시 말하면, 국적과 시민권 개념의 관계 및
시민권에 대한 법적, 형식적 규정과 실질적 행사(혹은 향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면 국적과 시민권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국
적을 소유하지 않는 이주민들은 당연히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116) 전통적으로 국적과 시민권은 중첩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국적과 시민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현실적 추세와 더 부합하
고 있다. 국적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 유대’를 표현한 것이고,117) 시민권
은 정치공동체에서 개별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
다.118)

II. 시민권의 현대적 재해석
1. 세계시민주의
위 제3장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제안하였음
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주의 증대로 지구화가 급격히 진행된 현재 세계시민
주의는 하나의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정당성과 시민권의 새
로운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최유(2008)는 인권의 보편성
을 널리 인정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시민주의적 시민권을 각국이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근대 민족국민국가에
서의 ‘국민’ 개념을 해체 내지 확장하고 ‘주민’ 적 관점에서의 시민권을 기초로
116)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

제”,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7, 330면
117) 유럽연합의 경우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1977) Art. 2(a)에서 국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Nationality" means the legal bond between a person and a State and does
118)

not indicate the person's ethnic origin.”
이철우,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 정인섭 편, 이중국적,
사람생각, 2004, 5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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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국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119)
세계시민주의가 국민국가와 관련하여 불러일으키는 논쟁의 요체는 세계시민
주의적 이상에 대한 동의는 필연적으로 국민국가에 대한 부정을 요구하는 것
인지, 아니면 세계시민주의와 국민국가 제체는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
이다. 너스봄(1994)은 세계시민주의의 본래적, 철학적 의미를 추적하며 고대 스
토아 학파가 주창했던 세계시민 사상을 소개한다.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굳이 지역적 정체성 또는 유대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의 세계는 일련의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아, 두
번째는 직접적인 가족, 세 번째는 확대된 가족,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이웃이
나 지역 집단, 동료 시민, 그리고 동료 국민을 아우른다고 한다.120)
그러나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심지어 선하지 못한 독재적 세계정부의 구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반대론에 부딪히기도 한다.121)
이주노동의 쟁점과 관련하여 세계시민주의가 갖는 의미는 주권국가의 행위가
언제든지 사회정의에 위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윤리적일 수도 있다는 점,
국가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준
다는 점에 있다.

2. 시민권의 탈국가화
1) 탈국가화(Denationalization) 이론의 내용

최유, 위의 논문, 2008, 135면
마사 너스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오인영 역, 삼인, 31면
121) 거트루드 힘멜파브(Gertrude Hiimelfarb)는 다음과 같이 세계시민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너스봄이 소중하게 여길만한 좀더 명확한 원리와 정책들, 즉 복지국가와 결부된 사회 정책
119)
120)

들, 공교육, 종교적 자유와 관영,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금지 등의 경우에도 그것들은 막연한
세계시민주의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 권위가 국가에서 나오는 강력한 행정적, 법적 질서에 의
존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본질적인 요건은 국가이다. ...‘국가적’은 ‘국제적’의 필수적인 일차
구성 요소이다.” 마사 너스봄, 위의 책, 113면.

- 62 -

다음으로 이주노동이 시민권에 미치는 새로운 문제의식의 두 번째 화두를
살펴본다. 시민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으
로 제기되는 질문은 ‘시민권 개념이 국적과 분리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즉, 시민권이 탈국가화된다는 것은 “인민이 국가에의 소속을 넘어 권익을 향유
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권익을 배분하
는 주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122)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과 ‘시민’이 일치하지 않는 개인의 사례(국
민이지만 시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이지만 시민으로 보이는 경우)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적과 분리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냐는 질문은 해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에 대해 찬반
이 나뉜다.
1994년에 Yasemin Soysal(이하 ‘소이살’)이

시민권의 한계

123)에서

시민권

이 근대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한 뒤 이에 대한 찬반론이 다
수 제기되었다. 소이살은 특히 전후 유럽의 이주노동자를 소재로 하여 국민국
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시민권 개념을 대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초국가
적 성원권(postnational membership)이 등장했음을 주장했는데, 그 징후를 권리
의 배분이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 차원의 규범에 근거한다는 데에서 찾
는다. 즉 인간이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초하여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
리를 향유한다는 것이다.124)
이철우, 지구화와 시민의 국가구속성,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지구화시대 국제인구이
동의 통제와 이주자의 권리”, 2008, 2면.
123) Yasemin N.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122)

124)

Chicago University Press, 1994.
이를 풀어 말하면, 소이살은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광범위한 권리 의무를 갖는 사회, 정치,
경제적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국민국가와 맞물려 있는 국가적 시민권 개념을 근본적으
로 침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시민권 개념(본 논문의 경우 제3장
에서 서술한 20세기까지의 시민권 개념)은 국적을 가진 자를 시민으로 보았고, 거주국의 국
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고 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전통적 국민
국가적 시민권 개념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이살은 시민권을 국적과 별도로 간주하
여 국적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인간(personhood)’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이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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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의 탈국가화 이론에 찬성하는 입장은 소위 ‘글로벌화’의 다양한 가능
성에 열광하며 특히 국제인권과 시민권의 관련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였
고,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선진국-개도국 빈부격차에 따라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이민법을 강화하는 선진국의 사례 등에서 근거를
찾았다. 예컨대 이철우(2008)는 각국의 이중국적 허용 동기와 그 실태를 예로
들어 상세히 분석하면서, 시민권이 주권을 느슨하게 한다는 ‘탈영토화’ 보다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재영토화’ 현상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한
다.125) 동 연구에서는 “시티즌십을 법적 차원에 개념적으로 묶어둔 후 탈국가
적 시티즌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마치 법을 물신화함으로써 현존 질서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시티즌십을 실천, 연대, 아이덴티티를 뜻하
는 개념으로 느슨하게 사용하거나 국경 없는 시민사회의 여러 결사체에 속한
지위를 모두 시티즌십으로 포섭함으로써 국가를 탈중심화하는 것이 국가적 시
민권에 대항하는 카운터헤게모니의 시도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어
법적 저항이 역으로 국가와 비국가적 조직,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제도
화되지 않은 연대감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힘의 격차를 무시하고 국가라는
강력한 권력체에 의한 ‘배제’의 현실을 오히려 간과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의심
스럽다”고 하며 탈국가화 이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126)
이러한 탈국가화에 대한 반대론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론에는 배제당하는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관심은 잘 보이지 않
는다. 시민권의 탈국가화 이론에 대해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
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인다. 물이 반쯤 차 있는 잔을 보며 ‘반밖에’

125)

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김비환, 위의 논문, 331-332면.
이철우,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중국적의 논리-", 한국사회학 제42집 1호, 2008 참

126)

조.
이철우, 위의 발표문, 2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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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도 있고, ‘반씩이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결국 연구자의 가치판
단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는 연구자의 몫이며, 본 논문
에서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국가라는 강고한 장애물을 어떻게 유연화
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탈국가화로 인해 가능해지는 시민권의 다양한 정
의를 수용하는 방향을 취할 것이다.

2) 탈국가화 이론의 법적 함의

보편적인 인간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 이것
이 탈국가화의 법적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철우(2008)는 탈국가적 시
민권론자들이 “거주와 경제활동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일반 외국인에 비
해 안정된 권리를 누리는 정주외국인,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를 지칭하는 데
니즌십(denizenship)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127)즉 국민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으로 권리의 주체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으로 인한 시민권의 새로운 논의는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가? 그 첫 번째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이주노동으로 인해 시민
권에 대한 기존의 국적 중심적 이해를 벗어나서 더욱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민권과 이주노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법학자인 Linda Bosniak (이하 ‘보스
니악’)은 시민권은 “다양한 제도, 관행, 경험 속에 녹아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
을 계기로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의되는 과정”128)이라고 묘사한다.
보스니악에 따르면 시민권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주노동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한다.
보스니악이 분류하는 시민권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은 3가지로 대별되는데,

①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② ‘평등’으로서의 시민권, 그리고 ③ ‘민주적 참
127)
128)

이철우, 위의 발표문, 10면
Bosniak, Citizenship and Work, 27 N.C.J. Int'l L. & Com. Reg, 2002,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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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서의 시민권이 그것이다.129)
먼저 ‘지위’(legal status)로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시민권을 유사하거나 동일하
게 보는 입장이다. 시민권이 다른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전제로서
의 지위라는 것이며, 이 지위의 유무를 묻는 형식적 의미가 강한 이해 방식이
다. 다음으로 ‘평등’(equality)으로서의 시민권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평등할
권리로서 시민권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즉 시민권이 있어야 타인과 평등할 수
있으며, 시민권이 없으면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참
여’(democratic engagement)로서의 시민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의사결
정, 즉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의무 또는 활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이해 방식
이다. 이는 공화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이해 방식이며, 시민권을 민주주의에서
의 참정권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과 가깝다.130)
시민권은 위의 3가지 이해 방식이 모두 혼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체
로 어느 한 가지 견해를 취하게 되기 마련이다. 보스니악은 특히 이주노동에
있어 견해 1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혹은 견해 2 (평등으로서의 시민권)을
취할 때 각각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우선 시민권
을 법적 지위로 이해할 경우에는 그 지위의 유무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 혹은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 어떤 구분을 두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에게는 시민권이라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외국인에게는 그런 지위가 없음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단순히 형식적 지위가 없는 비시민
(noncitizen)이 아니라 사실상 그 사회에서 ‘2등시민’이라는 데에 있다. 시민권
이 외국인에게 갖는 절박한 중요성은 “시민권이 있으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를 묻기보다는,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을 때 더욱 명확하게
인식된다.131) 시민권을 지위로 이해하는 한, 누군가에게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129)
130)

Bosniak, 위의 논문, 498면.
예컨대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에서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
지만, 귀화한 ‘시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사례는 시민권의 핵심을 참정권으로 이해
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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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는 지위가 없음을 당연시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내에서 2등시
민 혹은 배제당하는 약자의 존재를 묵인하는 논리로 귀결된다. 한편, 시민권을
‘평등할 권리’로 이해하면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외국인
이므로 국민의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평
등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2등시민으로서의 외국인의
존재를 묵인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더욱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보스니악의 시민권에 대한 이러한 확장된 정의는 시민권이 국적 또는 체류자
격이라는 ‘법적 지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규범적 원칙을 제공해 주는
데, 이 원칙은 이주노동에 대한 정책과 법률들을 검토하는 준거점으로서 중요
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제4장 및 제5장) 자세히 살
펴보겠다. 이주노동을 통해 생성된 시민권에 대한 이러한 대조되는 견해의 입
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3>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과 ‘평등’으로서의 시민권 비교
(Bosniak의 분류에 착안함)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국적 유무라는 ‘형식’

평등으로서의 시민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실질’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국민이 아니어도 그 사회 ‘시민’
국민이라는 ‘지위’ 없으면 권리
이면 권리들을 보장받아야, 다른
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
사회 구성원과의 불평등을 정당화
피함
할 근거가 없음.

중요시되는 법
영역

이민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적 불평
등): 국적이라는 지위를 결정하 등 시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므
는 법률들이므로.
로.

중요 가치

131)

국가안보, 민족정체성

Bosniak, 위의 논문, 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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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통합

결국 시민권의 탈국가화 또는 초국가화 이론은 세계시민주의라는 이상을
실정법 속에서의 국적 개념에 적용하며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든 이론이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스니악은 시민권의 탈국가화 현상에 일반적으
로 동의하지만 다만 탈국가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조차도 시민권 개념에 대
한 다양한 이해 중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열린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탈국가화의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라고 한다.132)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말하는
것은 꼭 세계정부를 구상하는 모습의 이상주의로 귀결될 필요도 없으며, 동시
에 주권국가 혹은 시민권의 국가적 특성을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인정한다는 것에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삶의 방식이 점점 더 영토를 초월하고 있음을 인정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그
렇지 못한 곳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
다.133) 사회정의 및 민주적 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권에 대한 국가중심적
이해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시민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134)

III. 소결
지금까지 시민권의 21세기적 문제를 이주의 증대와 함께 대두된 세계시민주
의, 탈국가화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살펴본 결과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권
은 더 이상 이민법상 지위, 국적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는 시민권은 더 이상

132)

Bosniak, Citizenship Denationalized,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7, 2002
Bosniak, 위의 글, 501면 이하
134) 벤하비브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자는 주장은 반드시 국경을
허물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경을 좀더 ‘수용적(porous)’으로 만들 수
133)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한다. 벤하비브, 위의 책, 252-253면.

- 68 -

추상적인 상징, 이론 또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서 기본
권 또는 인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적 권
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시민권이 이러한 현
대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제2절 현대적 맥락에서 시민권의 법적 의의
I. 개설
위 제1절의 논의를 통하여 전통적 시민권 이론에 이주노동으로 인하여 변화
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국민과 시민의 분리, 혹은 분리라고 단
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국적 중심적 시민권에 균열이 온 것은 사실이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시민주의나 탈국가화 이론 등의 방식으로 시민
권의 의미에 대해 재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권
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법학에서 시민권을 논의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법학이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
과 구별되는 지점은 법학이 바로 규범에 관한 학문이라는 점이다.135) 사회학은
현상을 규명하고 해석하지만, 법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현상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과 부정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규범의 영역
에서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주노동이라는 현상을 법학
에서 시민권을 통해 규명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라는 개인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부터는 시민권이 ‘법적 권리’로서 가질 수 있는 의
미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135)

법학의 독자적 역할에 대해 박은정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학은 ‘현실의 인간’만을 분석
해도 되고, 윤리학과 철학은 ‘지향되어야 할 인간’에 대해 천착하면 되지만, 법은 그 현실과
이념을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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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다. ‘법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
째는 실정법상의 용어로 확립된 법적 개념이며, 둘째는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
았더라도 입법과 사법의 준거로 사용되는 법이론적 내지는 권리 개념이다. 전
자를 ‘실정법적 시민권’, 후자를 ‘법이론적 시민권’이라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법제도에 ‘실정법적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몇몇
연구자들이 강학상 시민권을 국적 또는 영주권과 유사한 용례로 사용하기도
하며,136)

출입국관리법 에서도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잠시 등장하기는 하지

만,137) 외국인의 어떤 법적 권리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138)
그런데 법적 의미에서 ‘실정법적 시민권’이 도입되려면, 그 규범적 근거로서
‘법이론적 시민권’이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법학에 고유한 질
문이 다시 제기된다. 시민권은 과연 ‘법적’인 의미에서의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이철우(2004)는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남용되거나 주권국가라는 실재하는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데 오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시민권이 가진 해방적 함의는 탈각되어야 하고,
136)

석동현(2011)은 법률용어로서는 ‘시민권’을 ‘국적’과 동의어 내지 유사어로 쓰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한다.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2011, 19-21면; 설동훈(2013)의 경우 시민권을

②

①형

식적 측면에서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자격(국적과 유사),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 성원 자격
에 토대를 둔 개인의 권리와 의무,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 관행 등으로 정의하지만 양
자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137)

독일, 일본, 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제1호, 2013, 22면.
제54조(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②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ㆍ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송환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①

(밑줄 강조는 필자)
138) 출입국관리법은 위와 같이 법 제54조 제2항 및 제64조의 제1항의 규율 대상인 외국인의 국
적 소재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국적이나 시민권’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
였으며, 정의 규정(제2조)에서 따로 시민권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이민
법제는 ‘시민권’을 법적 개념으로 고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외국인의 영주권
조차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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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법적-형식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139)
물론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긍정적인 모든 가치를 덧
씌우면 사실상 시민권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만
한 우려이다. 그러나 해방적 함의와 법적-형식적 이해는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에 대한 법적 이해를 위해 시민권의 해방적 의미를 탈각할
필요는 없다. 법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며, 오히려 시
민권의 해방적 함의 - 즉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해방할 수 있다는 의미 - 를 강조할 때, 시민권 개념을 법적
권리로 구성할 수 있는 당위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법학자인 보스니악이 시민권을 형식적 지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등과
참여의 의미도 갖는다고 정의한 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정의했을 때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구
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물론 새로운 법적 권리를 논하기 이전에,
현존하는 규범의 적용을 최대한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
인의 권리는 기본권 또는 인권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인권의 대상인 ‘모
든 인간’에 외국인이 포함되며, 거주국에서 실정법을 통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법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인이 국
내 법원에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할 때, 사회적 기본권을 들어 호소하면 헌법상
‘국민’이 아니므로 불완전한 주체로서의 한계에 부딪히고, 반면 보편적 인권에
호소할 경우에는 국제규범의 영역으로 판단되어 불완전한 관할의 한계에 부딪
힌다.140) 즉 이주노동자의 법현실은 제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인권의 국제법
으로서의 한계’와 ‘기본권의 국내법으로서의 한계’가 만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141) 외국인에게 기본권과 인권 중 택일을 강요한다면 이 사각지대에서 빠
139)

이철우, “시민권, 어떤 개념인가”,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2004, 411면 이하

참조.
140)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는 무국적자인 아동 등의 법적 상태는 ‘이민 관할권
(immigration jurisdiction)’과 ‘복지 관할권(welfare jurisdiction)’이 일치하지 않아 어떤 정치체
에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Gregor Noll, 위의 논문,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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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올 길은 없다. 그러나 ‘시민권’ 개념을 도입하면 외국인이 처해있는 이러
한 국내법과 국제법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탄생한다.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와 노동 요건을 갖
춘 ‘시민’임을 주장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인정
받을 제3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규명한 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
시민권’ 개념을 구상하여 보도록 한다.

II. 시민권의 헌법적 의의
1. 국민의 외연 확장
제2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한계로, 헌법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보호에 효과적일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시민
권은 이러한 헌법의 주체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다.
최유(2008)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 자격을 부여받는 핵심은 바로 혈통이 아
니라 생활의 공유성”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공동체 뿐 아니라 생활공동체에 충
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질적인 국민개념의 핵심을 민족성이 아니라
생활운명공동체로서의 사회의 실질적인 편입성이라고 하며, 이를 ‘정주성’이라
는 용어로 설명한다.142) 이러한 견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시민권의 헌법적 의
의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지시개념을 쓰고 있지만, 외국인의 ‘정주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며 생활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뜻하는
141)

물론 외국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협약 등을
비준하자는 주장, 또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개헌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최홍엽, UN의 이주근로자권리협약과 한국의 노동법현실, 영
남법학 제31호, 2010, 542면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내에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거나, 개헌을 통해 외국인의 권리를 헌법에서 명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

142)

인다.
최유, 위의 논문, 2008,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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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비록 혈통에 의한 국민은 아니지만 정주성이 있는 자에게로 헌법의 보
호를 확장하자는 견해는 시민권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2. 기본권 보호의 확대
시민권적 인식에 기반하여 외국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헌법의 외연을 확장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법적 효과에 있어 기본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
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같은 외국인이라 중에서도 국민의 배우
자인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특히 보
수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다.143)
심승우(2013)는 “국적 제도에 기반한 국가권력이 통치하는 영토로서 국민국
가의 경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횡단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차원”을 지
적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만약 노동이주이든 결혼이주이든 입국을 허락했으면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인간’ 이자 ‘시민’으로서 외
국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4) 이렇듯 이주노동자에 대해 시민권을 통
하여 접근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III. 시민권의 노동법적 의의
1. 개설
이하에서는 시민권이 노동법에 대하여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도
143)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집 1호, 2013,
179면. 본 논문에서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의 범주가 서로 차
별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적 인식에 기반한 통합적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제5장 제3절의

144)

논의 참조.
심승우, 위의 논문,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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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시민권의 노동법적 의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시민권의 연혁에 비추어 시민권과 노동법의 관계를 규명한다. 사회법
으로서의 노동법은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도래 이후 시민권의 점진적
확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태동한 법학 분야이므로, 근본적으로 사회통합과
포섭을 지향하는 시민권의 의미, 그리고 계급 불평등을 시정하려 의도한다는
점에서 시민권과 노동법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상
기시키는 것은, 시민권은 역사적으로 노동법에 대하여 마치 초석과도 같은 역
할을 해 왔으며, 시민권이 노동법의 존재의의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개념임을
알려준다.
둘째, 시민권이 현재 실정법으로서의 노동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한
다. 즉 시민권의 관점으로 현대 노동법을 바라보았을 때, 현재의 노동법이 가
진 문제점들이 어떻게 재조명되고 나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모색하
도록 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노동법학의 공통된 관심사는
개별법 영역에서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자들을 어떻게 포섭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집단법 영역에 노사관
계의 자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시민권은 이 두 가지 큰 문
제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권이 노동법 전체에 대해 갖는 이러한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주노동의
각론적 문제들을 검토해야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시민권의 노동법적 의미가 이주노동이라는 현안에 어떤 해결책
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즉 시민권을 통한 현행법제의 비판적 검
토를 수행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
라의 노동법제에서 이주노동자의 규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시민권의
관점으로 검토한다. 그 검토의 결론은, 기존에 주로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 법
리 또는 국제인권의 법리 기준으로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바라보았을 때
해결할 수 없던 한계점들에 대해 시민권이 일정한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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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권과 노동법의 상호 관계
1) 시민권과 노동법의 공통점

노동법은 역사적으로 시민권의 연혁 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
보았던 시민권이 발전하는 역사적 맥락의 동학에서 노동법은 유리되어 있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의 등장은 시민권의 확장 과
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의 목적은 산업화 이후 노동자
신분을 갖게 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경
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의 시민권은 자본주
의의 등장으로 인한 계급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노동법
과 본질적으로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권과 노동법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T.H. 마셜의 시
민권과 사회계급 에서 언급되는 산업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에서부터 논의
를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마셜은 시민권의 3대 핵심 내용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요약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2차적 권리’인 ‘산업시민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145) 산업시민권의 골자는 노동자 계층이 노동조합 결성
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마셜은 19세기 후반에 시
민권의 3대요소 중 특히 정치권(political right)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공민권
(civil right)은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단체교섭권은 집단
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고, 기존의 정치행동은 주로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의 정치’와도 같은 노동조합은 기존의 3대 범주에 잘 들
어맞지 않기에 ‘산업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146)
1950년대 마셜의 이러한 ‘산업시민권’에 대한 설명은, 그로부터 약간 시간이
흐른 뒤 노동법학자 칸프로인트(Otto Kahn-Freund)의 1970년대 저작인 “The
145)
146)

T.H. Marshall, 위의 책, 68-69면.
공정원, 시민권의 확장: 산업적 시민권의 개념과 의의, 사회과학연구 제30집 제2호, 2014,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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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and the Law”에서 노동법의 기능에 대한 묘사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
다.147) 물론 마셜은 사회학자이며 칸프로인트는 노동법학자로, 같은 사회 현상
에 대한 두 사람의 분석적 도구는 다르므로 양자를 완전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시민권과, 노동법의 역할에서는
많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첫째, 산업시민권과 노동법 모두 큰 그림에서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평
등을 시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칸프로인트는 법에서 사용하는
상징들은 하나의 정책이나, 열망이나, 전통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표현
하지는 않는다고 직시하며, 법에서 ‘계약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은 대체로 스
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에 불과한 것이 사회적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노
사관계 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누군가의 계약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의지는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회적으로는 자유롭
지 못하기에 그를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148)
둘째, 마셜과 칸프로인트 둘 다 노동조합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파악했다
는 점이며, 특히 이 점에서 뒤에서 살펴볼 시민권의 노동법에 대한 중요한 의
미, 즉 ‘자치의 회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칸프로인트는 경제적 불평등 시정에 있어 “법보다도 노동조합이 훨씬 효과적
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서구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노동조합이 법의 효율성
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법이 노조의 효율성에 기대는 경우가 더 많은 현상”이
영국 뿐 아니라 서구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당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지적한다.149) 또한 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근로자들의
자치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비견하고 있다.
칸프로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민이 입법과정에 사실상 거의 관여
147)

Otto Kahn-Freund, Introduction - Some Reflections on Law and Power, from Labour and

the Law, 2nd Ed., Stevens & Sons, 1977
148) Kahn-Freund, 위의 책, 13-14면
149) Kahn-Freund, 위의 책,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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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것처럼, 노동자 또한 자신의 업무를 규율하는 규칙의 제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소위 ‘산업 민주주의
(industrial democracy)’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산업에
서의 민주주의 양자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규칙에 복종하는 자가 그
규칙을 만들 의사결정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이자 윤리적 의무를 갖는 것이다.
법정 종업원위원회 제도가 없는 영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국민에게 수행해야
할 민주적 기능을 산업분야에서는 노조가 노동자에게 수행하고 있다. 모든 국
민은 투표할 법적 권리와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노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할 법적 권리와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150)
오늘날에도 특히 서구 유럽에서 2차대전 이후 노동법과 복지국가의 전성기
로 평가받는 1950년대-1970년대 사이의 기간에서 “노동법의 발전과정은 산업
시민권의 확장 과정”이었다고 평가된다. 2차대전 이후 근로계약은 산업시민권
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 기반이었다.151)
이 시기를 여는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채택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유명한 선언은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상징하는 것이
었다. 즉 계약의 자유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제약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노동법은 규범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상들, 즉 사회정의, 평등, 인권
과 같은 가치들- 로부터 자극받은 것이었다. 개념적으로는 계약이 최소화되고,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얻어지는 ‘산업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지위가 강조되
었다. 제2차대전 후에 노동법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노동자간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명시적으로 재분배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한편
더 일찌기 노동법의 헌법적 기능, 즉 경제 조정을 위해 단체노동의 참여를 촉
진하는 기능이 존재해 왔는데152) 이는 영국의 파비안 사회주의자들 및 1890년
150)
151)

Kahn-Freund, 위의 책, 13면
Judy Fudge, Labour as a ‘Fictive Commodity’: Radically Reconceptualizing Labour Law,
from Davidov & Langill ed. The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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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베아트리스 시드니 웹 부처, 그리고 독일의 노동법학자인 휴고 진쯔하이머
를 중심으로 주장된 것이었다.153) 사업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취약한 근로자
보호, 산업분쟁을 조정하는 것 등이 모두 이 당시 노동법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154)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시민권과 노동법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자본주의로 인해 야기된 불평등을 현실로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를 시정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제도권 내로 포섭할 것인가를 고민하
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시민권 이론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포섭하여 일정
한 권리를 부여하려 하는 이론이고,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전제하여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별적 영역에서는 노동보호, 집단적 영역에서는 단결
권의 행사를 통한 사용자와의 교섭력의 대등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시민권과 노동법의 상관관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시민권
과 노동법의 선후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법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시민권 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민권이
라는 실체

– 즉 그것이 사상이든,

이론이든, 하나의 역사적 실체이든

–가

먼저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현대 노동법이 태동되고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물론 서구에서는 주로 20세기 초반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노동운동
이 20세기 중반의 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에 영향을 끼친 면도 있다.
노동운동이 민권운동, 즉 시민권의 확장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155) 역사
152)

Ruth Dukes, Constitutionalizing Employment Relations: Sinzheimer, Kahn-Freund, and the
Role of Labour Law, Journal of Law & Society Vol.35 Vol.3, 2008
153) 휴고 진쯔하이머의 노동법학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흥재, 휴고 진쯔하이머의 생애
와 학문- 한 ‘인간적 사회주의자’에 대한 소묘, 노동법연구 제1권 제1호, 1991 참조.
154) Fudge, 위의 논문, 2011, 122-123면
155) 특히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노동운동이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여
성,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전개된 민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한다. 노
동운동에서 사용되었던 전략과 방법론이 민권운동에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William
E. Forbath, Civil Rights and Economic Citizenship: Notes on the Past and Future of the
Civil Rights and Labor Movements, 2 U. Pa. J. Lab. & Emp. L. 697, 2000, 6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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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이어져 온 시민권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노동법이 태동된 것도 맞는
사실이지만, 20세기의 특수성 속에서 노동운동과 노동법이 시민권에 영향을 미
친 측면도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시민권과 노동법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
한 상관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주노동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학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되 시민권이라는 관점을 차용하려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시민권은
노동법에서도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시민권을 통해 노동법을 바라보면, 오히
려 노동법이 원래 시민권적 기반 위에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시
민권은 노동법의 본래 목적과 존재의의를 상기시켜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노동법에서 시민권의 필요성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법은 위에서 살펴본 시민권적 전통을 잃어 가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 속에서 바라보면, 현재의
노동법은 ‘시민권 없는 노동법’이라 할 수 있다. 소위 노동과 복지국가의 전성
기였던 20세기 중반을 살아간 T.H. 마셜과 칸프로인트가 바라본 노동 현실
과,156) 그 이후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극심한 변화를 거친 21
세기 현재의 노동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법의 맥락으
로서의 시민권의 중요성은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늘날 노동법이 맞닥
뜨린 다양한 문제는 노동법에서 시민권적 관점의 부재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
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시민권과 노동 또는 노동법을 연관시킨 문헌 연구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
은 편이다. 우선 시민권과 노동 일반, 즉 노동법에 국한되지 않은 노동 담론을
연계시켜 논의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 사회학에서 1980년대 민주화 논의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시민권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도 민주주의적 속성, 참
156)

서구 유럽에서 이 시기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일컫는다. 자세한 논의는 이다혜, 비스마르
크와의 기나긴 작별? - 유럽 복지개혁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사회보장의 현주소에 대한 단
상 -, 사회보장법연구 제2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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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157)
노동권과 시민권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한 예로 노동권을 생존권
으로 국한하여 이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은 다르지 않다
는 주장을 표명한 연구가 있다.158)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민권과 노동법의 관계
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시민권 개념을 활용하면 전통
적인 노동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임금노동에 근거한 근로자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근로자’인지를 묻는 것과, 누가 ‘시민’인지를
묻는 것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질문이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논의를
열어준다. 누가 근로자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및 노조법상의 근로자개
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누가 시민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노동
을 통해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며, 그 결과로 더 많
은 사람들 즉 기존에 노동법에서 배제된 범주의 사람들이 시민권의 영역에 포
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없는 시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더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최
장집(2012)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은 그 좋은 예이다.159) 본
서 제목에서 ‘민주주의’를 ‘시민권’으로 바꿔 읽는다면,160) 제1부에서 제시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현실은 시민권 없이 노동하고 있
는 자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신

용불량자, 이주노동자 등 - 들의 어려움을 드러내 주고 있고, 제2부에서는 ‘노
동 없는 시민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최장집은

–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서강인문논총 37집, 2013; 임영
일,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시민권”, 경제화사회 97년 여름호(통권 제34호), 1997 등.
158) 은수미, 날아라 노동: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부키, 2012, 65-70면의 논의 참조. 외
국에서 시민과 노동을 연계시킨 대표적인 연구로는 울리히 벡,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
157)

홍윤기 역, 생각의 나무, 1999를 꼽을 수 있다.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후마니타스, 2012
160)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최장집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159)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권의 확장을 통한 소외된 계층의 노동자들이 사회에 포섭되는 것이 필
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서에서 말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권 없이 노동
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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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마셜의 시민권론이 2차대전 이후 영국과 유럽 복지국가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하면서,161)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기본 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은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이 개척된 정책 영역”이라고 한다.162) 노
동의 시민권이 노사 관계와 정당 체제에서 취약해질 때 그것의 부정적 효과는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결속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노
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
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163)
법학 일반에서는 법철학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논의로 시민권을 다룬 예
가 있지만,164) 노동법학에서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다룬 연구는 흔하지 않다.165)
특히 법학 담론에서는 시민권이 어떤 구호적, 지향적, 또는 열망적인 의도로만
사용되고 본격적인 논의나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법에서의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노동법 원리, 또는 특히 이주노동
분야에서는 인권을 준거로 논의를 전제한 다음에,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떠한 방향에 대한 추상적 결론으로서 시민 또는 시민권을 다소 막연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 일반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이주노동에 대한
연구도 그러하다.
최장집, 위의 책, 125면
최장집, 위의 책, 126면
163)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장된 결함인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를 가능케 하
는 의미 지평을 제공한다. 시민권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의 이론이다. 개인의 기본권,
161)
162)

정치 참여권, 그리고 사회의 경제성장 성과를 분배받을 권리로서 시민권은, 이 권리를 획득
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 내로 포섭 또는 통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
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권이 비경제적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부여되는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다시 말해 시장의 변덕에 영향을 받
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적이기도 하다. 즉 시
민권은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받는 것(그러므로 동시에 의무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장집, 위의 책, 126면
박구용, 국가권력과 시민권, 철학 제114집, 2013
165) 신인령 외, 지구화와 여성 시민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등의 저작이 있기도 하지
164)

만, 종래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왔던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여성이 어떻게 권리를
획득해 가느냐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저작이고, 시민권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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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노동법학 일반에서 근로자대표제도를 구상하는 맥락에서 근로자는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기업 내에서도 시민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든가,166) 현재
우리의 노동현실에서 시급하게 준수되어야 할 노동권의 내용으로서 ‘시민 생활
권’을 구상한 주장 등이 그러하다.167)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 노동법에서도 공
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의 배경으
로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참여, 일과 가
정생활의 양립, 그리고 자기개발”이 그 목적이라고 보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
다.168)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법이 제대로 기능했을 때 어떤 시민적 지
향, 시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시민’을 노동법적 맥락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법의 원리 속에 내재된 시민권의 원리에 대해
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민권을 어떤 목표를 묘사하기 위해 주로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연구한
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의로운 시민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간략히 제안한다든지,169)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166)
167)

박제성,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13, 81면
강성태, 노동권의 의의와 과제,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민변 토론회, 2012, 12면에
서 당장 준수되어야 할 노동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시민 생활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에서 필요한 시장이란 오직 사회 정의에 복속하는 시장뿐이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복무하는 시장이란 다섯 가지의 모습을 갖춘 고용이 창출되고 확산되며 촉진되는 시
장이어야 한다. 공평한 취업 기회, 적정한 임금과 시민적 생활이 가능한 근로시간, 안전하고
인격적인 근로환경, 고용보장에 기초한 고생산성 직장환경, 노동3권에 기초한 노사의 협력과
상생 등.” 강성태, 노동에서의 정상,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 한국노동

연구원 국제학술대회, 2012
Orly Lobel, 이다혜 하연지 역, 탈산업시대 근로시간의 규제- 최근 미국 노동법의 동향-,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새로운 도전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2014, 85면
169) 정정훈(2010)에 의하면, “이주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토 주권과 보편적 인권 원칙 사이
에 존재하는 구성적 딜레마를 전면에 드러낸다. 이러한 인권과 주권 사이의 갈등은 구획된
168)

ㆍ

영토에 기초한 국가중심주의적 국제질서와 발전해가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 사이의 뿌리 깊
은 역설이자, ‘시민권’과 ‘인권’ 사이에 존재하는 규범적 불일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
라서 이주민의 인권이라는 도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시민권'
(성원권, membership)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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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
장 등이 그러하다.170)
그러나 시민권 없는 노동법은 노동법의 존재 의의를 잊게 되며, 반면 노동법
없는 시민권은 공허한 구호 내지는 지향점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171) 따라
서 시민권 담론과 노동법 담론은 상호 적극 교류하며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시민권의 노동법에 대한 영향
시민권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사회학, 정치철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노동법은 법학의 분야에 속한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분석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권과 노동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일
이 분석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넓게는 노동법학 전반, 좁
게는 노동법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의 법적 쟁점에 응답하기 위하여 시민권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현재 우
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법이 처해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개별
적 법영역에서는 실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이 너무 좁으므로 이를 통하여 보
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집단적 법영
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유럽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
기초로 구성된 현실의 시민권적 ‘합의’를 넘어서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지향이어야 한다.” (밑
줄 강조는 필자) 본 문헌에서는 ‘현실의 시민권’과 ‘정의로운 시민권’을 구별하여, 현실의 시
민권은 국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결론에서 하나의 비전으로 시민권을 제시했
을 뿐 그 의미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정정훈, 외국인 인권 기초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50-51면;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
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 돌베개, 2014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결론 부분에서 이주노동자의 시
민권을 언급할 뿐이다.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노동법학 제48호, 2013
171)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 외국 문헌으로 Bosniak, Citizenship and Work, 27 N.C.J. Int'l
170)

L. & Com. Reg. 497, 2002 등이 있다. 보스니악은 이주노동을 소재로 한 노동법과 시민권
이론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양자는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
며 양 분야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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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가에서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172) 사업장에서 어떻
게 하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지 여부로 정의되는 근로자 개념, 그리고 노동조합에 의한 협약자치를 통해 근
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왔던 전통적 노동법의 양대 기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즉 위의 두 가지 문제 속에서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시민권을 향유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민권은 목표
이고 노동법은 수단인가? 노동법을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권은 노동법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적을 표현해주
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1) 개별법에서 보호의 확장

시민권은 어떻게 노동법의 보호를 확장할 수 있는가? 시민권에서의 시민, 그
리고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해 보면 시민이 근로자에 비해 갖는 전
략적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노동법에서 근로자 개념은 임금노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은 인적 종속성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특
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경제적 종속성까지도 노동법의 원리에서 다뤄지고 있다
고는 하지만, 이렇듯 새로운 법리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
로자는 주로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Lobel(2014)에 의하면 노동법
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고용을 어떻게 “관계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
다. 개별법과 집단법 모두에서 권리와 의무는 노동을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인지, 그리고 그 노동을 소비하는 자가 ‘사용자’ 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정의는 다양한 맥락과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모호할

172)

201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합 조직현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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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173)
시민권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응답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
한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므로, 어떤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거주하며 노동,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자는 시민이다. 즉
시민권은 시민이 노동한다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
한 지위에 기반한 노동법적 접근, 즉 실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잠재적
노동자라는 지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174) 여기에서 노
동한다는 지위는 현실적이며 실존적인 것으로, 다른 전제나 요건을 충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은 뒤에서 살펴볼 이주노동의 쟁점 중 특히
이민법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아
직도 엇갈리고 있는 견해들175)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173)
174)

Orly Lobel, 위의 논문, 2014, 85면
시민이라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노동법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 계속적인 논증
이 필요한 논제이지만, 예컨대, 알랭 쉬피오의 “Beyond Employment”에서 제시된 노동법의
새로운 개념적 기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기초는 ‘노동력의 일원’이라는 지위
(membership status)에 기반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사회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고용상태에
있을 것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쉬피오는 “노동은 자발적으로 착수한 것이든 타인에 의해 강
제된 것이든,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력으로서의 ‘지위(status)’를
노동 ‘활동(activity)’과 구별해서 이해한다. 쉬피오에 의하면 노동과 사회보호는 4가지로 구
분될 수 있는데 가장 좁은 범위의 보호는 고용(employment)이고, 그 다음은 직업활동
(occupational activity)이며, 그 다음으로 무급의 돌봄노동(care work), 마지막으로 보편적 사
회권(universal social rights)이다. 순서대로 고용상태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
으며, 뒤로 갈수록 보호의 정도가 낮아진다. 노동시장의 일원이라는 ‘지위’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권에 의해 지탱될 것인데, 그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인출권’ (social drawing rights)이라
할 수 있다. Alain Supiot, Beyond Employment: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쉬피오의 이러한 노동법의 재구성은 시민권

175)

적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 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툼이 여전히 대법
원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기존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도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박종희,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서울행법 2006.02.07 선고 2005구합
18266판결; 서울고법 2007.02.01.선고 2006누6774판결을 대상으로, 노동연구 제20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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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2012)는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방식을 적용제외, 예외, 미적용
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76) 첫째로 ‘적용제외’는 특정 집단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가사사용인, 농업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그 예이다. 둘째로 ‘예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인데, 현실 속에서 원칙보다 예
외가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시간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미적용’은 법원 등에서 원래 존재하는 규정을 무시하거나 완화
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경영해고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틀로 설명할 때 특히 노동법의 적용제외에 속하는 자들을 시민권의
관점으로 보면 노동법의 보호 범주에 적극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컨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정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돌봄노동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인데,177) 시민권의 관점
에서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골자의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178)

2) 집단법에서 자치의 회복

앞서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라는 점에 착안하면 개별법 영역에
서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아진 현재 근로자의 의사가 어떻게 사업장에
서 민주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전윤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단결활동에서의 제한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노동
176)

법학 제42호, 2012 등.
강성태, 노동에서의 정상(

),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 한국노동연

구원 국제학술대회, 2012, 198면 이하.
177) 강성태,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규율의 방식, (이병희 외, 비공식 취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131-132면. 돌봄노동은 과거와 달리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제는 공식적이고 제도적
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규율친화적인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돌봄노동 종사자
178)

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공적 대응은 매우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lizabeth S.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Vol. 109, No.2, 19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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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는, 집단법에 의한 규율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
로 노동조합 등 현존하는 메커니즘에 합류하거나, 법적으로 그리고 사용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대표기구를 만들 것이 요구된다. 그러
나 시민권의 관점에서 이를 생각하면, ‘사업장’이라는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
만으로도 자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한국의 노동법적 맥락에서 자치의 부재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철수
(2014)에 의하면 특히 IMF 구제금융 이전의 노동법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이 주
로 강조되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제3공화국에서부터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
로 정권유지에 급급했던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노
동관계법은 경제적 효율성 내지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의 성격이 강하였다...노동시장에서 노사의 집단자치가 작동되지 않고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179)고 진단한다. 이흥재
(2005) 또한 “민주헌정 이후 실효성이 확보된 노동법의 노사정 운영 자세는 비
록 경제성장은 되었지만 오랜 독재정권으로 인하여 마비된 노사자치의 ‘자율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정착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단련된 노동계는 원칙적 명분주의를 과도하게 고수하였고, 독재정권 시절부터
정경유착으로 정부의 보호에 익숙한 경영계는 협상과 자율능력이 부족하여 대
화를 기피하였으며, 문민정부 역시 인기영합주의로 노동법의 법치행정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법의 운용은 그 파행성을 면하지 못하였다.”180)고
본다. (밑줄 강조는 필자)
그러나 이러한 자치의 부재 문제는 지금도 많이 개선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201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지만,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
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의 절
179)

이철수,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2014,

208-209면
180) 이흥재, “21세기 노동법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적 풍토의 노동법에 대한 진

단 및 처방과 상생의 지향-”, 외법논집 제19집, 2005,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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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규율하는 더욱 복잡해진 규정들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자치가 오히려 더
훼손된 면이 있다.181) 노동법학에서 시민권적 접근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짚어주어야 하고, 노동법에서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발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로서 박제성(2013)은 “사법의 원리는 법으
로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실에만 주목하면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존재를 스스로의 권리 불행사의 문제로 국한시키는데 반하여,
공법의 원리는 대표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장려하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성의 영역으
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전자의 원리는 권리의 향유 근거를 근로자의 기여에서
찾지만, 즉 스스로의 부담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노동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자의 원리는 근로자라는 사회적 지위 자체가 노
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인 근로자는 기업 안에서도 시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2)
이철수(2014)는 산업민주주의의 진작을 위해 “소외된 노동의 목소리를 제도
적으로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실제로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
며,183) 또한 대안적인 근로자대표기구의 모습을 구상함에 있어 대표선출의 민
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84)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이렇듯 실정법 이상의 사회적 역할, 산업민주주
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시민권적 인식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민권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181)

ㆍ

손향미,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실무적 쟁점, 노동법학 제39호, 2011; 정영
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노동법연구 제31호, 2011 등 다수
의 논문에서 복수노조로의 전환 이후 법규정 내용의 문제점, 그리고 그 적용상의 여러 현실

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제성,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13, 81면
183) 이철수, 위의 논문, 2014, 246면
184) 이철수,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 산업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201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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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여, 사업장에서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자
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3) 노동시장법에서 자유의 보장

자본 또는 노동이 주권국가의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것을 ‘이동’이라고 정의
한다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되며,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185) 노동의 이동은 자본, 재화
또는 정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의 괴리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불평등, 국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186)
이주노동 문제에 있어 진정한 차별의 실체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아
니라,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이동’ 사이의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본의
이동은 환영 또는 촉진되며, 노동의 이동은 경계 및 제약의 대상이다. 외국인
은 피부색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경제력 때문에 차별 또는 우대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정당화된다.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은 통상 무역의 개방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되며, 기업들은 노동권 보호를
영업상의 제약으로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규제가 덜한 국가로 사업
장을 옮기는 ‘로 쇼핑’(law shopping)을 하게 된다.187) 반면 노동의 이동에 대

185)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이동에 관한 국제규범(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FTA 등 통상협정)을 비
교, 대조하여 보면 양자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Chantal Thoma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International Legal Norms on Migrant Labor, Comp. Labor Law & Pol'y

186)

Journal, Vol.32:405, 2011 참조.
이철우(2008)는 “상품, 자본, 서비스에 비해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국제적 레짐의 형성 정도
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며, 국제법에서도 정치권규약 및 1985년 UN
비국민인권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에 대한 입법재량을 제한하지 않고

187)

있음을 지적한다, 이철우, 위의 발표문, 2008, 6면
Alain Supiot, The Territorial Inscription of Laws, Translated by Saskia Brown, Calliess et
al, Soziologische Jurisprudenz, De Gruyter Rechtswissenschaften, 2009,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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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은 민족 정체성 유지, 내국인 일자리 보호, 국가안보 등의 구체적인 근
거가 없는 명목들 하에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첫째로 이동할 ‘자유’
가 없으며, 둘째로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이동은 ‘평등’하지 않다. 즉, 새로운
법적 권리가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다.
시민권은 이러한 불평등 내지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제3장에서 시민권은 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해서 갖는 권리 뿐 아니라
의무의 측면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무의 측면이 예컨대 빈곤층
이나 소외계층인 개인에 대해 근로의무를 강조하고, 사회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위를 개인
이 아닌 기업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반대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Mundlak(2006)은 국가 또는 글로벌 경제의 구성원인 기업을 ‘시민’으로 상정
하여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기업
시민권’(corporate citizenship)으로 명명한다.188) 즉 기업의 사회, 국가 및 노동
자들에 대한 법 준수 의무가 강조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의 기업시민권은 결
국 ‘자본의 이동’을 일정수준 제약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노동 이동
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물론 기업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것이 곧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며 둘 사이에 직접적인 논리필연적 관계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시민권은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
며, 기업의 노동권 침해를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 총체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의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시민권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
야 할 규범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비록 법률
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188)

Mundlak, 위의 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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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노동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
기 위한 방책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189) 기업시민권
과 이주노동자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실례이다.

IV. 시민권의 이민법적 의의
시민권이 이민법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큰 의미는 이민법과 노동법을 분리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개 정부는 이민법과 노동법의 목표가 조
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결국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귀결로 이어진다.190) 그러나 시민권의 의미를 고
려하면, 노동법을 제정, 적용 및 해석함에 있어 이민정책에 종속될 논리필연적
이유는 전혀 없다.191)
예컨대 이주노동자의 취업 근거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성격은 이민정책이며,
이민정책의 수립 주체는 주권국가인 정부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189)

190)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무부의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국경수비라는 안보의 목적과 외국인 인권
옹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2017

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참조. 그러나 출입국본부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
거의 방법과 양태가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원제: Disposable Labour), 2009 참조.
191) 미국에서는 이민법 위반상태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적극 변호하는 것이 노동법학의 역할이
라는 연구가 다수 있다. Kati L. Griffith & Tamara Lee, Immigration Advocacy as Labor
advocacy, 33 Berkeley J. Emp. & Lab. L. 73, 2012; Jennifer Gordon, We make the road by
walking: Immigrant Workers, The workplace project, and the struggle for social change, 30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407, 1995; Jennifer Gordon, Suburban
Sweatshops: The fight for immigrant rights, Belknap Press, 2005 등.
또한 실제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노동권 위축을 가져온다는 연구로
Smith, R., Avendaño, A. & Martínez Ortega, J., Iced out: How immigration enforcement has
interfered with workers’ rights, Washington, DC: AFL-CIO,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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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정부 뒤에 자본이라는 실제적인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도입
을 요구하는 주체는 사용자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서도 제1조에서 제도의 목
적을 ‘원활한 인력수급’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가 주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
여 제정된 것이 외국인고용법이다. 즉, 이주노동자 도입에 있어 정부는 구조적
인 사용자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정부가 실정법상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용
자’는 아닐지 모르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보지 못할 이유
가 없다. 시민권은 이러한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노동법학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이민정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거나, 혹은 이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진취적인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은 고용허가제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정책이 과
연 사회법적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비판 원
리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의 기본적 정체성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노동법의 이민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재검토를 회복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권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편에 서서 이민정책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민정책과 노동법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취지
와 목적을 가진 별개의 영역일 뿐임을 상기할 수 있게 된다.192)

제3절 이주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
I. 전제적 논의
위의 제2절에서 규명한 시민권의 법적 의의를 고려하면, 이를 통하여 이주노
192)

제5장에서 후술하는 미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판결법리에서는 이민법과 노동법이 별개의
목적을 가진 별개의 영역임을 일찍부터 확립하여 왔다. 대표적인 판결로 미 연방대법원의
Sure-Tan v. NLRB, 467 US 883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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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에 대한 ‘노동시민권’이라는 법적 권리의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노동시
민권은 아직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지만, 실정법의 해석에 인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오늘날 사회적 기본권의 초기 형태를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 Anton Menger는
그의 고전적인 저작

「노동수익권」(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1899)에서 당시의 사회주의 이론을 하나의 혁명적 이상으로 보고, 이
를 현실에서 실정법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
론이었던 사회주의를 법적 권리의 형태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193) 멩거는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이상적으로 누
려야 할 권리, 즉 자본가에게 잉여수익을 남겨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의 모든
결과물을 향유할 ‘노동수익권’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노동수익권은 현실에서의
재산법과는 양립 불가능한 이상적인 구호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신 경제적 불
평등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타협장치로서
의 노동권(right to work, 오늘날의 근로권)과 생존권(right to subsistence)를 제
안하였으며 이는 훗날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94)
그렇다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사회주의가 ‘사회권’으로 정립된 것처럼, 이
론으로서의 ‘노동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멩거에 의하면 사회권이 사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타협 내지는 절충안이었던
것처럼, 실정법적 권리로서의 ‘노동시민권’을 세계시민주의라는 이상에 대한 타
협안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멩거가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했던 19세기
에 현행 재산법은 실제 경제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사회주의의
실정법적 권리화를 시도한 것처럼, 주권국가의 국적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생활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193)

Anton Menge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Labour’s Claim to the Whole Product of Industry, McMillan, 1899 참조. 본 논문에서는
영문 번역판을 인용하였으며, 독일어 원작은 1886년 출간되었다. (원제 Das Recht auf den

194)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이철수 이다혜,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세기 사회적

ㆍ

–

시본권의 태동,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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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동시민권 개념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멩거의 방법론을 차용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이 제정한 현행 이민
법은 주권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외국인의 시민권을 배제하고 있거
나, 제한적 또는 차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법적 권리를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즉 주권국가들의 현행 법제도는 실제로 거
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노동시민
권’을 정립하려는 목적은 주권국가의 정의롭지 못한 국적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권
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노동시민권의 개념 정의
1. ‘노동시민권’의 정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동시민권’은 간단히 표현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현
실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는 자가 해당 국가에서 보장받
아야 할 권리의 총체’로 정의된다.
노동시민권은 두 가지 방향의 법적 효과가 공존하는데, 첫 번째는 ‘노동하므
로 시민이 될 권리를 갖는다’는 방향의 효과이다. 이는 노동시민권의 이민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해당 공동체 내
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다면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좀더 권리 기반적인 접근으로 수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두 번째 방향은 ‘시민이므로 노동에 대한 권리
를 갖는다’는 방향의 법적 효과이다. 이는 노동시민권의 노동법, 사회법적 효과
이다. 시민의 지위를 충족한 자라면, 해당 공동체에서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
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노동시민권은 법이론의 형태이지만, 장차 실정법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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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권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시민권의 노동법적
의미를 규명하면서 이를 이주노동자의 권리 옹호 근거로 본 연구가 다소 존재
한다. 예컨대 Fudge(2005)는 마셜의 산업시민권 개념의 현대적 향방을 예측하
면서 만일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가 강해진다면 시민권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만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시민권
(market citizenship)”으로 변모할 것이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산업시민권의 탈상품화적 기능을 살린다면 반드시 고용을 전제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며 이를 “노동에서의 시민권”(Citizenship at work)로 일컫는다.195) 그러나 여기
서 제안된 “노동에서의 시민권”은 노동법과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이
정표를 제안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고,196) 본 논문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구
체적 효과를 가지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하는 노동시민권은 마셜이 원래 제안했던 산업시민권, 그
리고 “노동에서의 시민권” 개념과 비교할 때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비교하여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산업시민권’ 및 ‘노동에서의 시민권’과 비교한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의 특성
산업시민권
(industrial
citizenship)
탄생 및
적용시기

노동에서의 시민권
(Citizenship at work)

노동시민권
(Work-citizenship)

T.H.마셜이 주장, 1990년대 이후 노동 이주노동에 대한 새로운
1960-1980년대; 2 법의 위기에 대한 이 법적 기초 정립을 위한

195)

Judy Fudge, After Industrial Citizenship: Market Citizenship or Citizenship at Work?
Industrial Relations Vol. 60. No.4, 2005, 14면.
196) Ron McCallum, Citizenship at Work: An Australian Perspective, Sydney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11/17, 2011에서도 그러한 지향적 의미로 “Citizenship at work”
에 대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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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전 이후부터 론적 대응으로 주장 개념.
약 30년간이 전성 됨.
기.
산업구조

향유 주체

주요
특성과
효과

제조업 중심
(Fordist era)

노동시장 분절화, 이 글로벌 불평등경제 하에
중화, 양극화 현상 서 이주노동
이후: 서비스직종 등

주로 정규직인
남성가장 (male
breadwinner model)

비정규노동 종사자가 비정규노동 종사자 중 특
이를 향유해야 한다 히 이주노동자에게 적용
고 주장
될 것을 주장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으로 근
로조건과 복지 확
보, 산업화시대의
노동법 및 복지국
가 구성원리라 할
수 있음

비정규노동에도 노동
법적 보호를 확장하
고자 하는 문제의식,
이론적 제안

노동법의 보호 확장이라
는 문제의식은 나머지와
동일, 그러나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주권국가 및
이민법의 제약을 극복한
다는 점이 고유한 특성이
며, 실정법상의 권리로
구체화됨.

2. 노동하는 ‘시민’의 정의
다음으로 노동시민권의 향유 주체인 노동하는 ‘시민’이 정의되어야 한다. 앞
서 살펴본 시민권의 연혁적, 사상적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시민은 평등 지향
적, 포섭 지향적인 개념이므로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시민이며, 또 시민이어
야 한다. 시민권 개념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시민권이라는 용례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197) 뒤집어 말하면,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 혹은 2등시
민으로 취급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198)
여기에 법적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고유한 어려움
197)
198)

Fraser & Gordon, 위의 논문, 1992, 45면
Bosniak, Citizenship and Work, 27 N.C.J. Int'l L. & Com. Reg. 497, 2002, 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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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딜레마가 있다. 한 개념이 법적 권리로서 정의되려면 그 요건이 구성되어
야 한다. 그런데 요건을 정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부
터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를 긋는 작업이다. ‘시민권’이 추상적 이론에 머무르
지 않고 현실에서의 법적 규범력을 갖도록 하자면 요건을 정하여 법적 권리로
만들어야 하는데, 동시에 요건을 정하는 순간 ‘시민’의 범위 또는 의미가 축소
되어 누군가는 그 범주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
한 딜레마는 비단 시민권의 개념정의 뿐 아니라 법학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일 것이다. 이 모순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이 모순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다양하고 풍성한 잠재력을 가진 개
념을 법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인권과 기본권 이론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취약성
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관심에서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민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전
제하되, 법적 권리로서 노동시민권의 요건은 그러한 광범위한 시민 개념 중에
서도 특별히 법적 보호가 필요한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
법에 따르면, 시민은 아래와 같이 광의의 시민 및 협의의 시민으로 정의될 수
있다.

1) 광의와 협의의 시민

제3장에서 살펴보았던 시민권의 연혁과 사상적 측면에 기반하면 시민을 ‘공
동체의 구성원인 자’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따
르면 어느 국가에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속해 있는 모든 인간(무국적자 또는 비
호신청자와 같은 비교적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이 사실상 시민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민 개념에 기반한 시민권 논의는 결국 모든 인간의 권
리인 ‘인권’ 논의와 구별되기 어렵다. 게다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자’를 문리적
으로 해석하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정의를

- 97 -

따른다면 시민권과 기본권이 중첩되는 영역이 생긴다. 물론 시민의 사상적 의
미를 고려하면 ‘국민’을 ‘시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보
호라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시민 개념의 정의
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위의 광의의 정의에서 국민을 제외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국민은 아닌 자’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외국인’으로 시민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정의에는 별도의 새로운 권리 정립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
이 비교적 덜 절박한, 즉 기존의 법령 체계를 통해 이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범주의 외국인이 포함된다. 예컨대 영주권자라든지, 투자자 또는 전문기술 보
유 외국인, 공무를 위해 거주 중인 외교관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분명히 한국
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199) 그러나 위의 광의의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시민’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제외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부류의 외국인 역시 시민권 개념에
서 배제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시민’이 이렇듯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전제하되, 새로운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을 향유해야 할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고용허가
제 등 합법적 경로를 통해 취업하였지만 생활조건에 필요한 권리에서 배제 및
차별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적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가 없는 상태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소위 미등록 이주노동자,
그리고 난민, 결혼이민자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 거주하면서 취업(노동)등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권
주체성을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하는 자들이다.

2) ‘시민’의 정의

19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제12조), 영주권자
(제13조), 난민(제14조), 전문외국인력(제16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제17조)의 법적 지
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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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반영하면, ‘노동시민권’의 주체인 ‘시민’의 요건을 아래와 같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이다.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헌법 제2조 제1항), 현행 국적법은 출생, 인지, 귀
화 또는 국적회복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고(국적법 제2~4
조, 제9조) 이러한 요건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인이다(국
적법 제3조 제1항).
둘째는 ‘거주’ 요건이다. 시민권의 향유 주체인 시민은 비록 국민이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인적 공동체) 내지는 대한민국 영토(물리적 공동체) 내에 사실
적,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거주하지는 않지만 어떤 추상적,
비( )물리적 형태의 연관성만을 근거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면 그가 현재 거주하는 다른
국가 또는 공동체를 매개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그를 굳이 ‘시민’이
라고 볼 필요가 없다. 또한, 해당 외국인의 범주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겠지만, ‘거주’ 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으로서 지나치게 짧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생활’ 또는 ‘노동’ 요건이다.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노동관계
또는 생활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자라면 시민이 아니다. 예컨대 일시적인 여행
자나 방문객을 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생활 및 노동’ 요건은 위의
‘거주’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주 기간의 판별 기준이 될 수 있다. 얼
마나 오래 거주해야 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생활관계를 형성
할 정도, 또는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적응되는 기간’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쟁점은 ‘생활’과 ‘노동’ 요건의 구분 또는 그 관계이
다. ‘생활하는 시민’과 ‘노동하는 시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선 ‘노동하
는 시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직종이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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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이고,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라도 구직의사가 있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00) 따라서 ‘노동하는 시민’에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모든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거나 그 기간이 도과했음에
도 불구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직 중인 외국인, 그
리고 판례 등 실무상으로는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기도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 자영업자인 외국인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활하는 시민’에는 근로자는 아닌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자영업자, 취업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난민(또는 난민신청자) 등이 포함
될 것이다. ‘생활’과 ‘노동’은 구별되어야 하는가? 두 범주 사이의 경계는 매우
쉽게 허물어짐을 알 수 있다. 현재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직 의사
를 갖는 순간 언제든지 ‘노동하는 시민’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주로 집에서 가사를 도맡아 왔지만 이제 취직하려는 결혼이민자,201) 유학생이
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자, 법적 지위는 ‘난민’이지만 취업해서 생활
을 영위하는 외국인 등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모두 ‘노동하는 시민’이다. 물론
이곳에서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업 또는 가사에만 전념하는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도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근로자이다.202) 출입

200)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판결.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
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
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

201)

위에 포함한다.
물론 결혼이주자의 가사도 ‘노동’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한 유급노동은 아니지만 돌봄노동에
속하므로, 가사를 행하는 결혼이주자 역시 ‘생활하는 시민’ 뿐 아니라 ‘노동하는 시민’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별도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기준으로 ‘노동’과 ‘생활’을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돌봄노동의 재생산적 기
능, 그리고 돌봄이 제도적 노동법의 범위에 포함하여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
의 연구로 Judy Fudge, “Labour as a Fictive Commodity: Radically Reconceptualizing
Labour Law” from The Idea of Labour Law (ed. Davidov & Langill), 2011, 130-131면 참

202)

조.
이는 시민권이 노동법에 대하여 갖는 중요한 함의 중의 하나로, 시민권이 전통적인 노동법
의 적용범위 확장이라는 현대 노동법의 주요 과제를 구현할 가능성을 갖는 개념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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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관리법에서 취업이 허가되는 범주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시민으로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또는 장래의 노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의 세 번째 요건으로서 ‘노동’ 또는
노동에 기반한 ‘생활’ 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요건을 종합하면 이주노동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자로서, 노동 또는 생활
관계를 형성한 자’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잠재적으로 모든 인간은 시민이며,
이것은 아렌트가 말했던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의 의미와도 상
통한다. 그러나 앞서 논한 대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또는 기타 법령
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범주의 외국인(영주권자 등)들은 본 논문의 주
요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의 주체인 ‘시민’은 위와 같
이 정의하여, 국민과 영주권자 등을 제외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로 한
정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3) 실정법상 인접개념과의 비교: ‘국민’, ‘주민’, ‘거주자’, ‘재한외국인’

위와 같이 시민을 정의하였으나, 여전히 시민 개념의 독자성 및 필요성을 보
강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에 현존하는 인접개념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시민이 아
직 실정법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다른 실정법상의 개념을 확장하
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예컨대 국적법을 개정해서 ‘국민’ 범위를 넓
히면 되지 않느냐는 등 새로운 개념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되는 질문에 효과적인 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과 유사한 요소를 갖고 있는 실정법상의 인접개념을 분석한 뒤 시민이 그
개념들에 비해 어떤 차이점 또는 장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한다.

① ‘국민’과 ‘시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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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특성은 ‘국민’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한 사
람은 특정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203)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귀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은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정해진다. 이는 국적에 있어 혈연주의를 택하든 속지주의를 택
하는 국가이든 마찬가지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 혹은 태어나는 장소를 직접 선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은 대개 본인이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대조된
다. 즉 본인이 특정 공동체에서 국민이 되는 것은 원할 수도, 원치 않을 수도
있으나, 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점은 이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
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신국의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즉
출신국에서 여전히 ‘시민’으로 남기 원하는 경우가 있다.204) 현재 시점에서의
거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미국에서 살면서 아직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
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곳의 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사회권 등 권
리의 보장을 원한다.205) 즉 이주자는 거주국에서 아직 국민은 아니지만(혹은
앞으로도 국민이 될 의사는 없지만), 적어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기 원한다.
정리하면 주로 본인의 출생과 함께 정해지므로 직접 선택할 수 없는 ‘국민’

203)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일종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로, 최유, 위의 논문,

121면 참조.
204)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402 결정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
안 원고들은 자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로 우리나
라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 본인들의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5) 미국에서는 원래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
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 Pub. L. No. 104-193, § 400, 110 Stat. 2105, 2260 (1996)의 제정
전까지는 이주자들에게 사회보장혜택을 대부분 제공하였으나 1990년대 반이민정서의 급증으
로 동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대폭 축소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권 관점에서의 많은 논란이 있
다. Bill Ong Hing, Don't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Conflicted Immigrant Stories and
Welfare Reform, 33 Harv. C.R.-C.L. L. Rev. 159, 19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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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다소 수동적, 소극적이라면, 이에 비하여 ‘시민’ 개념은 누구나 본인의
출신국에서나 거주국에서나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
는 점에서 좀더 자발적, 능동적인 특성이 있다.

② ‘주민’과 ‘시민’
위에서 정의한 ‘시민’의 주요 요건이 ‘거주’이기 때문에 거주에 기반한 실정
법상의 개념과 시민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거주’를 요
건으로 인적 주체를 정하는 경우로는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정의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러한 주민의 세 가지 범주로
지가 분명한 자),
자),

① 거주자(거주

② 거주불명자(동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③ 재외국민(재외동포법 제2조 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

었다가 귀국 후 재등록한 자, 주민등록이 없었다가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를 들고 있다. 단, 이러한 ‘주민’에서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단서에서 규정하
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따로 외국인 등록제도를 두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6)
한편,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
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제1조). 이러한 ‘주민’의 규율에서 몇 가지 명제가 도출되며, 시
민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주민’은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등록은 이민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맡기고 있다.
둘째, 주민은 인구 파악을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거주의 실질보다는 의사
206)

출입국관리법 제31조-38조 사이에서 외국인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
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
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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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가 중요시되는 한편, 시민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서 생활/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기 때문에 거주의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주민’과 ‘시민’은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 주민등록의 주
요 목적은 인구조사인데, 이는 ‘주민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주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오히려 주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전제가 된
다.207)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
민도 권리와 의무 양쪽 모두의 주체이지만 기본적으로 시민 개념은 권리의 보
호를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③ ‘거주자’와 ‘시민’
현행법에서의 ‘국민’과 ‘주민’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거주’를 요건
으로 한, 외국인이 포함되는 다른 개념은 없는 것인가? 여기서 참고할 만한 비
교개념은 바로 세법상의 ‘거주자’ 개념이다. 세법의 과세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별되는데,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
다(소득세법 제3조). 즉 세법은 거주자에게 더 큰 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의 2). 또한 법인세
법은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를 둔 법인,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
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정의한다. 과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로 보았으나, 근래에 들어 ‘관리장소’가 국내인가 국외인가라는 기

207)

역사적으로도 인구조사는 항상 병역과 조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주민들에게 어떤 의무
를 부과해야 할 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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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도입되었다.208)
즉, 법인세법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인정되면 내국법인, 즉 자연
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거주자’에 해당한다.209) 위에서 구성한 거주 + 노동을
요건으로 하는 시민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이나 ‘주민’보다도 시민의
인식론적 구성 요소에 더 근접하여 있다. 일종의 ‘기업 시민’이라 할 만하
다.210)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인정되는 순간 거
주자, 즉 기업시민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동일한 논리를 활용하여 노동법에서
는 이주노동자가 국민은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실질적 노동(생
활)장소’가 인정되는 순간 그 국가에서의 노동 시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주노동과 관련된 법제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동법상의 근로
자 개념을 만족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근
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211)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낮은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물론 세법상의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개인 및 기업에 권리가 아니라 세금
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이들을 일종의 기업시민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가능할
208)
209)

이창희,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2009, 228면.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창,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

–

리장소” 판단기준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호, 2013 참조.
210) 시민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보는 광의의 정의를 택할 때, 그 공동체를 국가 또는 글로
벌 경제 체제로 보고, 구성원을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본다면 일종의 ‘기업 시민’ 또는
‘기업 시민권’ 개념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발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연구로
211)

위 제3절의 I.에서 논의된 Guy Mundlak의 논문 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산업재해 분야에서의 판결을 통해 확
인되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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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점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동시민 개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세법상의 거주자 개념은, 노동하는 외국인은 ‘근로자’
이지만,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노동법제와
대조하여 더욱 분명히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12)

④ ‘재한외국인’과 ‘시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소위 다문화주의가 외국인 정책의 한 방
향으로 채택되면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재한외국인’ 개
념도 시민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법의 중요한 의미는 기존에 여러 법률
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 법률을 통
해 도입되었다는 점에 있다. 기존에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국민이 아
닌 자’(국적법 제3조)에 그쳐 국민에 대한 상대적, 소극적 정의 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
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로 정의하였다.
이는 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외
국인의 처우 보장을 의도한 법령이므로 본법에서의 ‘재한외국인’이 어느 정도
‘시민’의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러
나 재한외국인은 합법체류 외국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적인 거주자’로서
시민인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될 뿐 아니라, 제3장 이
하에서 처우보장을 위한 명시적 지원대상인 외국인으로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전문외국인력만을 열거하고 있어, 합법 체류 외국인 중
에서도 저임금 직종 종사자인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
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역시 본 논문에서 제시
212)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하고 있지만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러 범주의 국민인 근로
자들- 즉 워킹푸어라고 명명될 수 있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있
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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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민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실정법에서의 인접개념인 국민, 주민, 거주자, 재한
외국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 보호 필
요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민권의 향유주체
인 ‘시민’의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실정법
상의 그러한 개념들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를 위해 노동시민권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개념들과 본 논문에서 정의한 시민 개념을 비교, 대조하여 도표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민, 주민, 거주자, 재한외국인과 ‘시민’ 개념의 비교 및 대조

국민

주민

거주자,
내국법인

재한외국인

국적법

주민등록법

소득세법(거주자),
법인세법(내국법인)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출생, 인지,
귀화 또는
국적회복

국내 관할구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 가진 자, 단
외국인 제외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인으로서 거주
목적으로
합법체류하고 있는
자

목적 및
취지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을
정함

인구파악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
적정 처리

적정과세를 통한
조세부담의 형평과
재정수입의 도모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시민’과

국민은 광의의
시민 개념에

거주를 요건으로 함

거주를 요건으로 함,
특히 법인세법의 경우

거주를 요건으로
함, 외국인을

근거법령

정의 및
요건

- 107 -

공통점

‘시민’과
차이점

포함,
권리의무의
주체임
외국인은
제외됨,
사실상의
거주를
요하지는 않음,
시민보다
수동적

외국인은 제외됨,
취지가 다름(권리
보장보다는
행정편의가 주요
목적)

‘실질적 관리장소’를 봄,
외국인이 포함됨

대상으로 함,
외국인의 권리
증진과 관련이 있음

취지가 다름(권리가
아니라 의무 부과가
주요 목적임)

합법체류
외국인만을 포함,
그 중에서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범주 따로 명시

III. 노동시민권의 실정법적 근거
아래에서는 노동시민권의 실정법적 근거를 찾아본다. 보스니악은 시민권이
“다양한 제도, 관행, 경험 속에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213)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법이나 판결문에 노동시민권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초, 요건 또는 맹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정법에는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시민권 개념이 아직 정
립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법률들의 내용, 그리고 특히 최근의 외국인과 관련
된 판결들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생활 또는 노동관계를 형성한 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비록 다양한 판결에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들을 모아서 분석하면 ‘노동시민권’ 과 유사한 인식
이 점차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213)
2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Bosniak, 위의 논문, 2002, 497면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5조 제4항214)에서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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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15) 이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주목할 점
은 기존의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이분론을 다소 벗어나면서 거주+생
활 또는 거주+근로에 기초한 외국인의 권리 인정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시민권의 관점으로 읽을 때,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의견은 반대의견 중
에서 재판관 송두환과 재판관 김종대의 입장이다. 두 재판관은 사업장 이동 제
한의 위헌성 여부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입장을 취하고 있
지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일종의 ‘시민권의 맹아’와도 같은 언
급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관 송두환은 문제되는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
안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살아
오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람은 단순히 외국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하나의 인격 주체, 생활의 주체로 파악될 수 있
고, 따라서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관계를 계
속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 각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를 통하
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각각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여 왔는바
[...] 적어도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각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강제근
로와 강제출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서 그의
생계 및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전제로서, 직장 선

215)

헌법재판소 2011.9.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병합)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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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자유가 인정,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재판관 김종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
며, 국제법과 헌법의 영역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외국인에 대해 가장 배타적
인 입장의 반대의견을 취하였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거주해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 온 자라
면(예컨대 귀화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실상
국민으로 취급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얼마나 거주
해야 하고 어떤 생활을 해왔어야 하는가 하는 등의 요건은 헌법재판소
의 판례에 의해 신중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 김종대의 위 반대의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이 ‘거주
+ 생활’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더 이상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재판관 송두환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국인을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향유에 있어 ‘준 국민’과 같이 취
급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요건으로서 ‘거주’와 ‘근로’ 또는 ‘생활’을 언급한
점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동시민권 개념과 유사하다. 물론 그 거주가 합법했다
는 것을 전제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판결은 종
전의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이분론을 탈피하여 시민 개념의 여지를 열
어두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노동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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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에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근기법 제6
조 및 노조법 제9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구직중
인 자도 근로자로 본다.216) 따라서 국적과 무관하게 노동하는 자에 대한 시민
권의 여지가 원래부터 열려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판결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5년 경기, 안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설립신고
를 하였으나 조합원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된 사안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
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
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17)
그러나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
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그 적용범위를 제한한 다음,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

ㆍ

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218)
또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근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파업을 시행하면서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로서 현재 국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한국의 노동관계 법령
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며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216)
217)
218)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상고 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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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19)

3. 세법상의 근거
위에서 ‘시민’을 정의하면서 비교대상이었던 세법상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개념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주체가 되므로 일종
의 ‘기업시민’임을 언급했고, 이는 시민권의 법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
한 지점이다.
특히 세법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국제규범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노동에서의 시민권과 비교되는 주목되는 부분
이다. 하급심 법원이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적 경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을 직접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석서에서 제시하는 7가
지 기준이 실질적 관리장소의 구체적 판단기준이라고 하면서,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수행됨과 아울러
그 경영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라면 당해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20)(밑줄 강조는 필자) 이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노동시민권의 구성 요건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국제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의 참고를 회피하는가?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서울지법이 인용한 OECD모델조
약은 심지어 국제법에서조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의 ‘모델’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판결에 인용했다는 점은, 사법부의 국제규범 인용에 있어 형평
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한 예상 가능한 설명 혹은 현실논리는, 법인세법 관련 판결은 세금을
219)
220)

인천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22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12. 선고 2011고합1291, 1292(병합) 판결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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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문제라 국가의 경제적 수입 내지는 이익이 달린 문제이므로 법원이 적극
적 자세를 취하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는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드는
문제이므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에 더하여 결국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보호하느냐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논리는 규범적 및 가
치판단의 차원에서 그릇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서도 그릇된 논리이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기본권 수호이지, 국익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외국인의 보호를 “사회적 비용”221)으로 보는 것은 편향된 사고이다.
외국인들의 노동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보탬,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의 증가와
같은 풍성함 등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 할 것이다.
노동법에는 아직 시민권 개념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 판단에서 ‘기업시민’의 개념요소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동시민권과
유사한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4. 기타 외국인 관련 법령에서의 근거
1) 외국인고용법

외국인고용법은 본 논문이 비판하고 있는 주요 대상인 고용허가제를 규율하
는 법률로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 이민정책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과거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
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화하게 된 것222)을 비록 불완전하지
221)

헌법재판소 고용허가제 결정(2007헌마1083)에서도 외국인 체류 증가에 따른 혼인, 출산 등
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할 뿐, 이로 인한 사회의 다양성 증가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

222)

고 있다.
김원숙,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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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노동시민권의 점진적 보장이라고 볼 수는 있다. 즉 현행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시민권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이동권이나 참
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
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연혁 속에서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의 변천 사실은 향후 고용허가제가 노동시민권에 더욱 부합한 모습으로 개선
되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그 목적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취업을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조선족이라는 특정 범주의 집단에 대한 법률이지만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외동포법은 제10조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권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과는 달리 사업장이동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는 주
로 서비스직, 건설업, 가사노동 등,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등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집단은
유사한 양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적만을 근
거로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재외동포법은 취업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
록 재외동포라는 특정 범주의 인적 집단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노동시민권
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법률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고용허가제의 개
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법률이기도 하다.223)

223)

면 참조.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허가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재외동포법상의 취업 허가는 기본적으로 그 직종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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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적 위치에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경우, 비록 추
상적이고 노력의무에 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시민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정의 규정에서 “재한 외국인”을 “체류자격” 있는 자로 국한함
으로써 미등록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역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상위
법으로 표방한 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조례’가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224)
다만 주목할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 에
대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정의 규정에 포함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안산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2009년 3월 27일 외국인주민 인

․

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63호)를 제정 공포하였다.225)

IV. 노동시민권의 구체적 내용
이하에서는 노동시민권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실정법적 권리로 구성될 때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 본다.
위에서 큰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종의 노동허가제와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노동허가제를 도입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후술한다. 제5장 제2절의 논의 참조.
정정훈, 외국인 인권 기초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17면
22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63호), 20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24)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
인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ㆍ

제5조(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②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

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

③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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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들은 연역적이라기보다는 귀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아래에 제시하
는 노동시민권의 네 가지 내용에 반드시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반론
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노동법에서 노동3권의 내용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처럼 상호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필요해 보이는 권리를 그저 단순히 나열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조건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시작조차 되지 못했거나 혹은 박탈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장 실존적인 바로 그 지점들이 법적 권리의 필요성
이 발동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동권도 그러한 실존적 필요성에서 귀납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것
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26)
아래 4가지의 권리 즉 이동권, 거주권, 사회권, 참여권 사이에 어떤 연역적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는 수월하지 않지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외된다
면 나머지 권리들도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예컨대 자유로이 취업하고 이직할
수 있는 이동권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노동3권, 즉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며, 거주권을 보장받
지 못해 강제추방 혹은 출국의 기한으로 인해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면 사
회권의 보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법적 권리로서 노동시민권의 가장 큰 한계는 아직 법이론에 불과한 이것이
어떻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법률로서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권리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응답이 가
능한데, 첫째는 기본권의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자체가 이미 시민권
이 법이론에 머문다 할지라도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226)

예컨대 파업 등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여겨지는 권리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
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개별 사안에서의 판결례를 통하여 점차 실정법상의
권리로 정립되어 가는 역사적 배경을 대다수의 서구 노동운동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다
혜, 미국의 노동가처분 (Labor Injunction) - 20세기 초 법원의 보수성과 노동탄압의 역사 -,
노동법연구 제32호,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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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실정법에 시민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리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권리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노
동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는 제5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1. 이동권
노동시민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주노
동자의 ‘이동권’이다. 이동권은 노동법에서의 근로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왜냐하면 근로권은 보통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일자리에 대한 권리로
설명되고, 이주노동자가 출신국에서 목적국, 그리고 목적국 안에서 ‘이동’하는
이유는 취업 또는 이직을 위해서인데, 이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할 자
리를 찾거나 옮기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결국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227)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근로권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일자
리에 대한 권리로 나누어 외국인에게는 전자만을 보장할 수 있고 후자는 국가
의 고용정책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228)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일
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옮길 권리
227)

물론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을 예컨대 ‘장애인 이동권’과 같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
리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가 거주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의 관점을 취한다면 이러한 이동권도 노동시민권의 한 종류로 법적인 의미를 가질 것
이다. 예컨대 영토가 넓고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미국의 경우,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의 모든 면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운전면허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 시민 전체의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민법 위반상태일지라도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통과된 바 있다. 자세한 논의는 Vallerye
Mosquera, Driving While Undocumented: Chapter 524 Allows Undocumented Immigrants to
Apply for Driver's Licenses in California, 45 McGeorge L. Rev. 603, 2013 참조.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이동, 즉 근로권과 사업장이동권에 논의를 한정

228)

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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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면,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
며, 이는 곧 낮은 근로조건을 억지로 감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229) 그렇다면,
외국인의 ‘근로권’ 대신 ‘이동권’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가? 적어도 아직까지의 헌법해석론적 논의에 의하면 근로권은 사회적 기본
권이므로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하고, 특히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보장할 수 없다는 논의 이상의
것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권 내용의 하나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것도 하
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시민인 외국인에게 취업 및 이직과 관련하여 이동권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권 또는 사업장이동권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1) 근로권: 출신국에서 거주국으로의 이동권

출신국에서 목적국(거주국)으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국의 문제이며, 이는
정부의 체류허가에 따른 사증 발급이라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체류허가라는 것
은 전통적으로 인도적 차원에 따른 비호신청자 입국허가를 제외하고는 전적으
로 목적국 정부의 재량이다. 따라서 과연 출신국에서 거주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하냐는 질문이 예상된다.
이주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있어,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인 자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것이고,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명칭이 말해 주듯이 한국 정부가 그것을 허가 또는 용인해 주는 것처럼 이해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의 발생 원인에서 한쪽 면에만 치우친 편
견이고, 사실은 한국 측에서의 3D업종 인력난 해결하기 위한 동기 또한 크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1조에서도 법의 목적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이라고 말하
고 있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인력들에

229)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제36호, 2013,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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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국에 취업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
론 여기에서 ‘허가’라는 용어의 문맥상 뜻은 그 대상이 사용자로, 정부가 사용
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허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력 부족은
사실 전 국가적 차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서 ‘국가’가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인데, 마치 ‘사용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를 허락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이는 제2장 제2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노동의
공공적 성격(polis)을 사부문(oikos)에 미루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다.230)

2) 사업장이동권: 거주국 내에서의 이동권

첫 입국을 위해 본국에서 목적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서이고, 일
단 입국한 뒤에 이동하는 것은 이직을 위해서이다. 후자를 외국인고용법에서의
용어로 표현하면 “사업장의 이동”이다(외고법 제25조).
여기서 의문 내지는 쟁점이 한 가지 제기된다. ‘사업장 이동’이라는 행위의
법적 성격은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내국인의 같은 행위와 전혀 다름 없는 ‘이직’일 뿐인데,
왜 외고법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의 여타 노동법령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업장 이동’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업장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가? 사업
장이동 제한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꼽히는 것이 “노동시장 교란 및 내국인 일
자리 잠식”, 게다가 이주노동자는 “저소득층과 경쟁관계에 놓인다”231)는 식의
230)
231)

Gregor Noll, 위의 논문, 2010, 15면 이하의 논의 참고.
헌법재판소는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주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므로
이러한 고용시장의 범위 내에서는 주로 우리 국민 중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경제적 취
약계층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

ㆍ

(병합), 14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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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여러 판결과 연구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반드시 그러한 경제학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가 이미
다수 등장하였는데도232) 법원은 이를 마치 부동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
다.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EU의 사례를 통해 그 결과를 개략적으로나마 예
측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입국 후 1년까지는 지정된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취업하도록 하는 일종의 노동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상유지 또는 고용 창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결과가 있었다.233) 따라서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듯 취업 이후의 이동권을 보장하
는 것 또한 시민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2. 거주권
시민권의 내용 중 ‘거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임의적이고 갑작스런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에서의 거
주권(즉 ‘거주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재신청
등에 관한 문제이다(‘거주기간에 대한 권리’)라 할 수 있다.

232)

과거 노동경제학에서 이민자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대체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
기도 했지만, George Borjas, Labor Economics (5th ed.), McGraw-Hill, 2008; 아비바 촘스키,
백미연 역,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

전략과문화, 2007, 35-82면에 이주노동과 국내 경제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J.
Gordon, Tensions in Rhetoric and Reality at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Immigration, 2
UC Irvine L. Rev. 125, 2012에서는 내국인이 이주노동자에 의해 일자리를 잠식당하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국지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오문완, 유럽연합(EU)의 노동자 이주 정책(
), 노동법학 제23호, 2006,
75면에도 같은 취지의 연구가 인용되어 있다.
233) J. Gordon, Free Movement and Equal Rights for Low-Wage Workers? What the United
States Can Learn From the New EU Migration to Britain, Chief Justice Earl Warren
Institute on Law and Social Policy Issue Brief, 2011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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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거주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는 곧 임의적인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를 의미한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은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보호조치 및 강제퇴
거가 이루어졌을 경우 각각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히 강제퇴거
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짧은 편이고 심사결정의 최종권한자
가 법무부장관으로, 재판을 통한 사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기는 어렵다.234) 물론
강제퇴거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안들이 있었으나,235)이미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였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하는 외국인 입
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인권에 호
소할 수 있는가? 그나마 가장 발전된 형태인 국제규범인 UN이주노동자협약도
국가의 강제추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236)
여기에서의 거주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 할지
라도 이곳에 오래 산 이를 단시간에 가족, 지인들 및 생활관계로부터 영구적으
로 추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생활관계 형성한
시민”이라면 시민으로서의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에 장기 불법체류했던 이주노동자 노조 활동가들을 강제추방한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237) 그러나 반대의견
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민권적 보호의 필
요성을 보여준 바 있다.
234)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
ㆍ

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23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

236)

인]
동 협약 Art.22 이하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추방시 그 절차상에서의 인권

237)

보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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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은 국외로의 강제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일거에 국내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제퇴거가 그 대상자
에게 미치는 충격과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비록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라고 하더라
도 강제퇴거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상당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각 16년 6개
월, 9년 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따라서 그 체류가 비록 불법적
인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무수한 인적, 물적 관계가 국내에서
형성되고 자리 잡았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청구
인들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그리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밑줄 강조는 필자)

따라서 미등록자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거주를 통해 시민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는 ‘거주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거주권을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거주기간에 대한 권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여러 범주가
있으나, 일단 노동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인 이주노동자에 논의를 집
중하면, 결국 거주권 논의가 가장 실익을 갖는 부분은 고용허가제의 소위 ‘단
기순환 원칙’과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대한 수정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체류기간은 현행법상 첫 입국 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활용하면 3개월 귀국했다가 재취업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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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 9년 8개월까지 체류가능하다. 그러나 중간에 한번 본국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귀화 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국적법 제5조 1항에서 일
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238) 물론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2012년에 도입되었
으므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제도 운용 방식이 또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국 취업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시민권은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
려 하는 모순적인 방향으로 고용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이제는 고용허가제가 원래 의도했던 소위 단기순환 원
칙과 정주화 방지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며, 특히 10년 가까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단기’체류로 볼 수 없어 “사실상 우리 사회의 구
성원”으로 보아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239) 본
논문이 주장하는 노동시민권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권
시민권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사회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종래 헌법해석학에서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양분하여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
하는 것만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던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
회권에 대해서는 특히 근로권(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과 사회보장수급권이 문
제되는데, 근로권의 경우 이동권과 사회권 양자 모두의 성격을 갖지만 노동시
민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을 통하여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동권적 성격에 좀더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 이하 제5장 제2절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238)

전형배(2009)도 이 점을 지적하며 현행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이민정책과 단절되어 운영되
고 있으며, 나아가 이민으로 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본다.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

239)

용정책,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2009, 297면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노동법학 제48호, 2013 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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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권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에게는, 그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도 결국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240) 이 부분은 가장 논쟁거리가 많은 쟁점이기
도 하다. 아무리 외국인과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국경이 개방된다 한들,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외국인에게 한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부분은 아니
므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참여권 측면을 보다 집중적
으로 논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참여권은 결국 노동법에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3권의 보장 여부가 관건이 된다.

1) 정치적 참여권(제한적 참정권)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명시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에게 제한적
으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
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에 대하여(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가자 주민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
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40)

에티엔 발리바르, 정치체에 대한 권리 , 진태원 역, 후마니타스,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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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2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참
여권은 이미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제적 참여권(노동3권)

이주노동자의 참여권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및 사업장에서의 참

① 노동시장에서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취업알선, 고용창출, 차별금지, 고용보장), ② 자문 및
결정의 권리(종업원위원회, 고충처리, 단체교섭, 공동결정 메커니즘 등), ③ 자
여권이다. Janoski와 Gran은 시민권으로서의 참여권을

본통제권(노동자기금, 중앙은행 규제, 지역투자, 반독점법 등)으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241)
경제적 참여권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법의 영역인 노동3권에 집중하여 이하
제5장 제2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41)

Janoski & Gran, Political Citizenship: Foundations of Rights, in Isin & Turner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2002; 공정원, 시민권의 확장: 산업적 시민권의 개념
과 의의, 2014, 9면에서 재인용. 법률용어의 번역이 적절치 않은 것은 필자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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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시민권의 법정책적 효과

이 장에서는 제4장에서 정립한 노동시민권 개념을 기준으로 실정법을 검토
할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노동시민권의 법적 효
과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처하던
기존의 원리인 차별금지 법리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 둘째는 노동시민권의 구
체적 내용인 이동권, 거주권, 참여권, 사회권의 보장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 셋째로 현행법의 정책 기조이지만 때로
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기도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정 원
리로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제1절 차별금지 법리에 대한 보완 원리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에 있어, 굳이 노동시민권으로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차별금지 법리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윤구(2013)는 노동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유형은 근로자로서 현행 노동법령에 의해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차별, 두 번째 유형
은 현행 노동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보장된 권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형태의 차별이라고 한
다.242)
그런데 아래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노동법상의 이러한 차별금지는 어떤 유
형이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242)

전윤구,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논총 제28집, 2013,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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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차별금지법의 구조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현실 및 그 한계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I.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구조
노동법에서 차별금지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평등권), 근로기준
법(균등대우), 노조법(균등대우), 외국인고용법(차별금지), 기간제법(비정규직 차
별금지),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1. 헌법상의 차별금지

ㆍ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ㆍ

ㆍ

ㆍ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의 산업연수제 위헌결정
은 이 제도가 외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으므로 차별금지 부분에
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결정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
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4조, 제8조 제1항, 제17조가 외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하였다.243)

ㆍ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
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 사항
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연수업체는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가
정한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산업연수생에 대한 숙박시설

243)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결정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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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제28조), 연수업체의 규모에 상응한 인
원만을 배정받을 수 있어(제32조 제2항, 별표 2), 사용자의 법 준수능
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
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
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과거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이라는 명목 하에 근로자
로 취급하지 않아 문제되었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으
므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다시 한 번 평등권이 활
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 판결의 논지 그리고 사업장 이동제한 결정의 다
수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평등권을 근거로 고용허가제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제는 동일한 노무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취급한 제도였지만(외국인 연수생의 근
로자성을 부인함으로서),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똑같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만 그 들어오는 통로인 ‘노동시장 참가자격’ 또는 ‘근로권’에
대하여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고,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에 대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참가는 정책의 영역이라
하여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직접 판단하기를 회피하였다.244)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근로조건에 대한 외국인의 차별금지는 비교적 쉽게 원용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평등을 주장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
이다. 그러나 채용과정과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기회에서의 차별은 채용 이후의 차별로 연결되기 마련
244)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가능 횟수를 늘려줄 것인지 여부 등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상황 등 국내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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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이런 법리는 문제가 있다. 즉 헌법상의 평등권으로는 이
주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지점인 것이다.

2.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차별금지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

ㆍ

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
9조 역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
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서도 명시적으로 “사용자는 외
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차별금
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은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
용허가제가 취업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
로 취업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
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이라고 하며,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
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
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
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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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관계법령에서의 차별금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법으로 직업안정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
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균등처우를 요청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국적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로 3D 업종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가 이미 ‘사회적 신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출신지역’은 아마도 국내에서의 지역간 차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되
지만, 이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 출신인 것도 ‘출신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ㆍ

고용정책기본법은 제7조에서 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
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
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
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대상은 국민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II. 차별금지 법리의 한계
1. 차별금지 법리의 내용 및 적용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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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상의 한계

위 규정들이 실제로 이주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차별
적 행위를 한 사용자를 제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부당하지 않은 차별은 무방하다는 듯
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245) 물론 차별금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
해 ‘부당하게’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리적 해석도 가능할 수
는 있겠지만,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를 하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표현은 외국인
고용법상 차별금지의 규범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이주노동자에게 적용이 쉬워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
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 이것이 특정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당한 차별인지, 아니면 예컨대 한국어 구사능력 등 작업에서 필요한 능
력 때문에 받게 되는 합리적인 차별인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246)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든, 미등록 상태에 놓
여있든, 차별금지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고용
허가제로 취업한 합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차별을 호소했다가 만일 해고를 당하
게 되면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장 이동의 기회를 소진하는 것이 되고, 결국
본인의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평등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언제 강제추방될지 모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권리 주장
이 더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247)
245)

전윤구,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논총 제28집, 2013, 408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246) 전윤구, 위의 논문, 411면
247)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논집 제18호,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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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경우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
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
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최장 3년, 재고용될 경우에는 그보다도 긴 기간을 취
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정규
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최홍엽(2010)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등 법률이 적시한 예외사유가
있으나 여기에 외국인고용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동조 제6호에는 ‘그밖에 제1
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
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두고 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
조 제3항 제1호)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고용법은 별도의 국내취업기간과 계
약기간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게 되고 무기계약 전환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48)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결국 기간제법에서의 차별
금지 법리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2) 적용상의 한계

노동법령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이 위와 같이 그 내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
주노동자에 대해 적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이주노동자가 차별금지 법령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248)

최홍엽,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노동법논총 제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106-107면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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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큰 비율이 제조업, 농축업 분야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249)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혹
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곳이라 해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곳에 취업하여 있는 이주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즉시 해고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
듯 부당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보다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나서게
된다.250)
또한 고용허가제가 기본적으로 정주화 금지 원칙, 단기순환 원칙을 여전히
표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관청이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할 필요성을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리의 적용상 한
계의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251)

2. 차별금지의 구조적 한계
실정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실제로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
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을 방지하
도록 사업장을 감독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현실논리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법이 외국인의 시민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즉,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조), 이주노동자의 노
249)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이 125만
6천명이며 그 중 71.4%에 해당하는 85만 2천명이 취업중이며, 이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비

율이 제조업(41만 8천명, 49.1%),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15만3천명, 18.0%)에 종사하고
있다. 통계청, 2014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2014, 12면.
250)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원제:
Disposable
251)

Labour), 2009, 21면
전윤구, 위의 논문,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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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은 활용하되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막는 단기순환정책을 표방하는
고용허가제가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은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부차적인 존재로 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31조).
프레이저(2010)는 이러한 현상을 차별금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설
정된 틀 또는 메타-부정의(meta-injustice)”의 문제로 본다.252) 정의에 관한 일차
원적 질문들이 이주노동자를 고려대상에서 배제한 방식으로 틀이 설계되었다
면, 외국인의 권리는 법률상으로 아무리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고용허가제를 바라보
면,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 차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 설계된 외
국인에 대한 ‘틀’자체가 부정의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 설정된 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틀 안에서의 차별금지 법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이전에
틀의 설정 문제에 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차별금지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고용정책의 문제
이므로 어느 정도의 차별이 불가피하다며 실정법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이보다 약간 앞서간 논의들의 경우는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로 이것이 내국인의 근로조건 하락 또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253)
사용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도
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차별의 방지를 유도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
서만 바라본다면 일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 법리의 목적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를 보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 김원식 역, 그린
비, 2010, 242-245면.
253) 이러한 논지의 연구로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EU의 사용자 제재 지침
을 참조하여-”,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 한인상,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252)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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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는 주장이 과연 법적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 나아가 윤리적 관점에서 옳은 것
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부차적, 수단적 존재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용자 제재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1990년대에 많이 회자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
분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미국 노동계에서(주로 AFL-CIO를 중심으로)
논의의 발전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내국인 근로조건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입장(1990년대 이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주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화되어야
내국인 노동자의 교섭력 또한 함께 강화될 수 있으니,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제재를 강화하자는 입장(1990년대 말-2000년대)이었다. 현재
미국에서의 논의는 노동 현실에서 더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구분이 무의
미하고 국적에 무관하게 모두가 같은 노동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시민권 보장을 그 궁극적인 방향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254)
정리하면 차별금지 법리에서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내국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그 목표로 하는 한 계속적인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지만, 시민권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모두가 동등한 정의롭고 평
등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므로 차별금지보다 진
일보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노동시민권에 의한 차별금지 법리의 보완
노동법의 관점에서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254)

Ruth Milkman, Immigrant Workers and the Future of American Labor, 26 ABA Journal of
Labor & Employment Law 295, 2011; Linda Bosniak, Citizenship and Work, 27 N.C.J. Int'l
L. & Com. Reg. 497, 2002 등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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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의 여지가 없다. 열악한 근로조건, 근로기준의 미준수,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의 제한과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라는 이중의 제약, 단결하여 노동3권을 행
사하는 것은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현실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반대로 고용허가제라는 현상 자체가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을 드러내
어 주기도 한다. 즉 노동법의 규정들이 현실에 충분히 가 닿지 못하거나, 애초
에 입법 당시에 고려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노출시켜 주는 것이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영세한 제조업 공장들), 농업,
가사노동 등 애초에 근로기준법이 예외로 하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인 탓이
크다.255)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을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외국인인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과 균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주장 즉 차별금지 법리는 무력해진다. 외국인이 내
국인과 동등해진다 하여도 내국인 역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권이 노동법을 계승하면서도 보완해 주는 원리로 등
장하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법적 처우 개선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내국인과 동
등해지는 것이 아니다.256)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여전
히 다르게 보지만, 시민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시민이라는 사실을 중시한
다. 차별금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내국인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시
민권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이 땅에서 ‘똑같이 노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현실에 착안한다. 차별금지는 A보다 어려운 상황, 다른 상황에 있는 B를 A와
255)
256)

노재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논집 제18호, 2010 참조.
Fudge(2013)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로서의 국제기준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
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Judy Fudge, Precarious Migrant Status and Precarious
Employment: The Paradox of Internation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34 Comp. Lab. L.
& Pol’y J. 128, 2013,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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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즉 A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시민권은 A와 B
가 똑같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똑같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중시한다. 차별
금지가 상대적 법원리라면, 시민권은 절대적 법원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권은 차별금지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차별금지에서는 내국인과 외
국인 사이의 불균등한 대우가 해소되면 일단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그러나 시
민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더 정의롭고, 더욱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 통합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근본적으로 시민권은 평
등을 지향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별금지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실
현의 목적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둔다.

제2절 개별 영역에서 노동시민권의 구체적 보장
고용허가제의 주요 원칙에는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입증
해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허
가받은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단기순환의 원칙’, 고용허가제
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장기거주로 이어지는 이민정책에서는 배제하는 ‘정주

ㆍ

화 금지의 원칙’이 있다.257) 이러한 원칙들은 구조적 거시적 의미에서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 법리만으로는 이러한 이민정책의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
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노동시민권의 구현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
정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인데, 그 핵심은 고용허가제의 다양한 측
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물론 노동법학 분야에서 수행된 고용허가제의
비판에 관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비판들은 헌법
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동권, 혹은 국제법에서의 인권 규범을 그 준거로 삼아
257)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주요 원칙들에 대하여는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22집, 201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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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으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과 인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를 기초로 한 비판의 양과 질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시민권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면, 기존의 비판적 연구들에
서 회피되어 왔거나, 문제점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던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제4장에서 노동시민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동
권, 거주권, 참여권, 사회권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4대 요소를 기준으로 고용허
가제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 이동권의 보장
제4장에서 노동시민권의 첫 번째 요소로서 이동권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
에 진입할 권리, 그리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 노동시
장 내에서의 이동에 관한 권리임을 설명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권리는 결
국 헌법상 근로권의 보장 문제로 귀결되며, 이직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 고용
허가제에서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에 대한 권리이다.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1. 이주노동자의 근로권
1) 문제의 제기

ㆍ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
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의 가장 기초적인 의
미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의 주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고 하
여 해당 권리가 외국인에게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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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근로권은 특히 국가에 대해 일자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취업국 정부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주류의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우선고용 원칙을 취하는 ‘정책’이므로 이 정책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는 어차피 취업허가
기간이 도과하면 본국에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근로권을 논할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258)
그러나 본 논문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주노동자가 국민은 아닐지라도 이곳에
서 노동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이들의 근로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곧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
는 전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노동시민권의 중요한 법적 의미는 이
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을 포함한 현행 이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2) 근로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

근로권의 연혁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헌법 해석론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으로 이해되는 근로권의 본래적 의미에는 ‘이동’의 자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인상(2014)은 “근대 이후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관
념 아래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하는 것을 국가권력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8)

예컨대 최홍엽(2008)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내국인근
로자 우선의 원칙이다.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 해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외국
인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은 근로권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
므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고 본다. 최홍
엽,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연구 제25호, 2008,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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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근로권은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근로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며 원래 자유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259) 프
랑스 혁명 시기를 거치며 시민들이 근로의 기회를 요구하고, 19세기 이후 사회
주의적 배경 속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 근
로의 기회를 요구하면서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 적극적 근로권이 제기되었다고
는 것이다.260)
즉 근로권은 국가의 고용정책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측면 외에
도, 더 본질적으로는 개인이 근로할 수 있는 자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민권의 관점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국가의 고용정책을 통
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것보다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취업의 기회를 추구할 자유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보다 젹합한
질문일 것이다.
근로권의 법적 성격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로권의 내용을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으로 파악하면서,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
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
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261) 근로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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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
권적 기본권으로서 보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
리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 일상이 된
오늘날, 근로권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
259)
260)
261)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제36호, 2014, 77면
한인상, 위의 논문, 77-78면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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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청이다. 그리고 이렇듯 근로권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62)
그런데 근로권에 대해 널리 수용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산업연수제
위헌확인 결정)이 바로 이주노동자의 근로권에 대한 판결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제가 명백히 외국인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제도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권의 성격
을 사회권 및 자유권 양자의 성질을 갖는 혼합권적 성격으로 규정하여 논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반에서 특정 권리의 자유권 및 사회권의 혼합적 성격을
인정하는 판결들은 권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 억제의 방법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다.263) 다시 말하면 이 결정의 논리는 법규범적 논리를 이주
노동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사
회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 논리를 무리하게 끼워 맞
춘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산업연수제가 아니었어도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과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논리가 과연 헌법재판
소에서 등장했을지 의문이다.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의 경우 주어가 “근로자”인데, 제32조의 근로권은 “모
든 국민”이 주어로 되어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시민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영희(2001)는 “근로의
권리는 실제로 모든 국민이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사실 국민은 누
구나 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본가일지라도 사업에 실패하여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한 자산가도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근로
의 권리는 노동계급적 권리가 아니다. 노동자는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262)
263)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제30호, 2011 참조.
이흥재,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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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며, 헌법이 국민이라고 한 것은, 신분적으로 노동자계급
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 취업하지 못한 국민들을 미리 노동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점”이라는 해석이 무난하다고 하며,264) “근로권의 주체를 국
민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국민을 뜻한다.
그 실질적 주체는 노동자이며, 노동자에게 의미를 갖는 규정이다. 하지만 노동
자 중에서도 취업 노동자의 경우 근로권은 실제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근로권에 있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1차적, 실질적 주체는
실업 노동자라고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265)
위 제4장에서 도출한 시민권의 헌법적 의의, 즉 시민권을 통해 기본권의 주
체가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구직중인 이주노동
자도 근로권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업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근로권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가? 대개 취업 이후의 근로조건 문제가 소송에서 다투어질 뿐, 실업 상태인 이
주노동자의 근로권이 직접 법적 쟁점이 되었던 판결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청구할 권
리는 없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만을 보호
할 수 있고,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이므로 보장할 수 없다고 답을
내린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로권을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으로 이분론을 만들어 논지를 전개한 것으
로 보인다.
현재까지 노동법학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주노동자의 근로권을 부정하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를 회피하고 있다. 한편 이를 국제인
권의 관점에서 보면 취업할 기회가 제한된 것을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국
내 노동법학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인권 관점에서 접한 문헌들도 주로
일단 취업한 이후의 근로조건의 열악함 등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을 뿐, 취업할

264)
265)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82면
이영희, 위의 책,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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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장까지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견해로 이승욱(2014)은 미등록 이
주노동자도 ‘장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66) 장래의 근로조건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곧 취업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넓게 해석하면 근로3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근로권
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근로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즉 이주노동자의 근로권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주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일단 취업한 이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
면 되는 것이지, 이들의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없다.
만일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
저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원
의 여러 판결들 및 권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많은 연구의 공통점은 이
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이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귀국하는 것도 본인의 자발적
인 선택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입국할 때는 이주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왔다고
는 하며, 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 무수히 다양한 개인적인 삶의 맥락을
함부로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대다수의 외국
인들은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본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경제
적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입국은 진정
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귀국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몇 년 거주하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3D업종에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취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266)

이승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미국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노동법연구 제37호,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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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함에 있어, 이주자의 권리보다도 국가의 의무 측면에
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귀국할 수 있음을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강제출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
도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267)
이상을 종합하면, 노동시민권의 원리를 인정한다면 이주노동자의 근로권 중
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노동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례

노동시민권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근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도라면,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을 더 널리 보장하는 형태의 제도인
노동허가제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268) 제도의 명칭 그대
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라면, 노동허가제(work permit system)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해당국에서의 취업을 허가하고, 사업장이동에 특별한 제약
은 두지 않는 제도로 이해된다. 이하에서는 노동허가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국에서의 노동허가제를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은 창설 이래 2004년, 2007년에 걸쳐 기존 멤버십을 확장한 바
있는데, 기존의 부유한 회원국들에 더하여 동유럽 국가가 합류하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기존 회원국으로의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게 되었다.269)
267)

헌법재판소 2011.9.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에서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참조.
268)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연수제 시기였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중기협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제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록 노동허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것이다. 김정선, “시민권 없
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통권 92호, 2011,
269)

221면
이들 신규 가입 국가를 “A8 Countries”로 일컬으며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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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시민권 논의는 애초부터 역내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대 원칙이었지만 처음에는 물론 제한이 있었고,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 가
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270)
회원국의 확대 이후 가장 먼저 동유럽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
작한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은 타 EU회원국들보다는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노
동시장 정책을 취하고 있다.271) Gordon(2011)은 영국을 기준으로 부유한 국가
들이 저소득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노동자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내국인과의 균
등대우를 보장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은 2004년
-2011년 사이에 ‘취업등록제’ (WPS: Work Registration Scheme)를 시행한 바
있는데, 동 제도의 골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소정의 수수
료를 지급하고 간소한 절차인 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입국 시점으로부터 30일
내로 취업했음을 증명하면 되고, 사업장 변경시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
지만 사용자의 협조를 얻어 신고를 하는 방식의 제도였다. 동 연구는 취업등록
제를 통하여 입국한 A8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기존의 제3국 출신 이주노동
자, 즉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하게 사전에 취업허가를 받아서 입국한
이들보다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272)
다만 여기서 ‘30일 내로 취업’을 입증하는 요건은 A8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들에게 분명히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또한 밝혀졌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업을 서두르다 보니 필연적으로 중개업체가 개입하게 되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실상 자유로이 이직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WPS로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약 3분의 1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등 제도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273)
270)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다양성과 정체성의 모색: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 높이깊

이, 2004의 논의 참조.
271) Jennifer Gordon, Free Movement and Equal Rights For Low-Wage Workers? What the
United States Can Learn From the New EU Migration to Britain, Chief Justice Earl Warren
272)

Institute on Law, 2011, 5면.
Gordon, 위의 연구보고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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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노동허가제는 고용허가제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취업과 이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두는 한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
1) 사업장 이동 제한의 문제점

고용허가제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이동 횟수의 제한 규정이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의 허용)는 원칙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법에 정한 요건
을 충족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274)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
273)
274)

Gordon, 위의 보고서, 10면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
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ㆍ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
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
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
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

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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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에서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275) 동 보도자료는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
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유발
하며, “구인 구직 만남 행사나, 외국인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사업장변
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사업주는 “외국
인근로자가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하여 사업장 변경
을 시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 하여 사업장변경자에 대해서는 구인업체 명
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개선’이라 함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외국
인들이 이직하는 것에 대한 사업주들의 불만을 개선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말
하는 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소위 ‘브로커’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
다.276)
사업장 이동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의 문제라 할 수 있
다. 이주노동자가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근로조건이 매
우 열악하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277)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들은 경기변동에 취약하여 폐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278) 게다가 고용허가
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한국에서 근무한 첫 사업장의 경우, 근
로조건이 이렇듯 열악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실제

275)
276)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2012. 6.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으며,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파악이 쉽지
않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렴한 지침으로 보인다. 윤지영,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에 대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2
277) 최홍엽, 위의 논문, 2010, 116면.
278)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되었던 사업장이 폐
업하고 사업주가 잠적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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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사전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도
많다.279) 애초에 예상했던 근로조건과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면 이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찾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주노동자 측
의 법 위반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비판
이 제기되어 왔다. 정정훈(2009)은 사업장 변경의 금지는 “내국인 고용 보호라
는 표면적 명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효과를 겨냥, 즉 이주노동자의 저
임금을 강제하여 사업주의 초과 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
다.280) 고준기(2011)는 사업장변경이 내국인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국내 근로시간 일자리 경쟁
관계는 이미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
론의 여지는 있다는 견해를 취한 바 있으며,281)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인력은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확보할 문제이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282)

2) 헌법재판소의 입장

279)

고준기(2011)은 이러한 문제를 이주노동자의 ‘알 권리’ 문제로 볼 필요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주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구직근로자의 명단을 보고 일방적으로 특정
인을 지명하면서 시작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의
직장에서 일하게 될지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취업 전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제공받지 못
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이 주도하는 국내 취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취업교육을 받고, 이후 자신을 지명한 고용주를 만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국 현
행 이주노동자 고용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하
고 있다.”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 171면의 각주 78. 이주노동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280)

제33조에서도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정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9, 24면
고준기, 위의 논문, 141면
282) 고준기, 위의 논문, 174면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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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근로권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
여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
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83)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이 전혀 없다는 뜻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등
한 교섭력을 갖고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이동제한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로 보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던
바 있지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결국 고용허가제를 여전히 합헌적인 것
으로 결정하였다.284) 본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국인근로
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
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에게 3년
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
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에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
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는 중이라면, 적어도 그가
283)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

확인]
284)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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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
며 그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
장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 사
건 시행령조항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의견이 나뉘었다.

3) 노동시민권의 관점

정부와 법원 모두 사업장 이동제한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
을 들고 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해당 직종에 취업
을 원하는 내국인이 없으므로 고용허가제의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흔히 사용자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노동력을 값싸
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겨지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당
수의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노동권 보장을 옹호하
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지 얼마 안 된 이주노동자들은 일과 언
어 모두 서툴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숙련도와 언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285)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밀
285)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
권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한 농장의 대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고용
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긴다고 했다.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3년 체류
뒤 고용주가 1년10개월 연장 가능) 원칙과 사업장 변경 금지를 뼈대로 한다. 이주노동자의
‘내국인 일자리 위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현장 고용주들의 말은 다
르다. “돼지 축사에서 일하겠다는 한국인이 없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인데 일자리를 보
호해줄 한국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노동현장과 정부가 보호하
겠다는 내국인의 일자리엔 공통분모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만 악화
시키는 사태를 낳는다. 이주노동자들을 미숙련 노동과 저임금 구조에 가둬 ‘거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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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잘 알고 있는 고용주들이 오히려 이들을 사업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
다는 시민권적 관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사업장 이동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취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직장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6)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때로는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근로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위 결정에서의 표현처럼 “무분별하다”고 보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노
동하는 시민으로 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중소기업에
필요한 노동력, 즉 체류기간이 쓰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
하는 잘못된 인식이라 하겠다.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이동의 문제
를 입법자의 재량의 문제로 보아 이주노동자의 이에 대한 기본권을 결국 인정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요청하고 있는 UN 이주노동자권리협
약과 같은 국제기준의 내용을 인용하지도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노
동시민권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II. 거주권의 보장
1. 임의적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선택’을 부추기기도 한다. 사업장 이탈과 ‘미등록’ 증가는 필연적이다.” 한겨레, “고용주가 말
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 사업장 이탈과 ‘미등록’ 증가는 필연적”, 2014.12.8.
286)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52조 제3항(a). 최홍엽(2010)은 특히 4년 10개월 경과 후의 재입
국시에도 첫 입국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만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의 합법적 취업기간이 5년을 넘게 되면 국제규범상 또는 국내법상 그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
과 법적쟁점”, 노동법학 제48호, 2013, 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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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제도의 문제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태(밀입국, 체류기간 도과, 사증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 등)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내지는 ‘강제퇴거’이며,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법적 정당성
이 문제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시민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이 정당한 것
인지가 문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
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
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고 있으며, 동법 제51조는

① 출입국관리공무

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

ㆍ

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동법 제56조의 3에서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폭행, 인격적 모독,
성적 수치심 유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적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례
는 다수 지적되어 왔다.287)

2) 이주노동자 노조 활동가에 대한 보호 및 강제퇴거가 문제된 사안

이주노동자 강제퇴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들 중 두 건의 판결례가 주목할
만한데,288) 두 판결의 중요한 공통점은 양자 모두에서 원고가 이주노동자 노동
287)
288)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09, 31면 이하 참조.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
인]; 서울행정법원 2011.9.15. 선고 2011구합5094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및 2011구합
18687 [체류기간 연장불허 및 출국통보처분취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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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지도자 내지는 활동가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미등록 외국인이 약 18
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그 중 단속되어 강제퇴거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289) 본 사안들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소가 유독
노동조합 활동가를 선별하여 추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첫 번째 결정(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에서는 결국 승소
하지는 못했지만 재판관 송두환 등의 반대의견에서는 ‘불법체류’상태라 할지라
도 미등록 외국인의 이곳에서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드러나 있으
며, 두 번째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9.15. 선고 2011구합5094 및 2011구합
18687)에서는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에게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① 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 청구인들은 각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
민국에 체류하다가 각각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으로, 청구인 소부르는 부
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여 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청구인들
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각 긴급보호한 후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치하였다. 그 직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들
에 대한 보호명령서 및 각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들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명령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772)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
1278)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8. 5. 8. 위와 같은 긴급보호 과정에서 발
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
회는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289)

ㆍ

ㆍ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2013년도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4,
720면 <표 1>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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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의 변
호인은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있는 사실 및 청구인들이 제
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계속중인 사실을 들어 강제퇴거의 집
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장은 청구인들을 강제출국시킴으로써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집행행위가 헌법상 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노동3권을 침해하였고, 강
제퇴거명령의 집행행위는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노동3권, 평
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수의견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
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그 긴급보호 과정에서 청구인
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 전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미리 알고 강제퇴거의 집행을 개시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피청구인의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가 청구인
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는 반대의견에서 “청구인들이 과거 출
국기한의 유예를 받았던 사실과 긴급보호될 무렵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던 점, 긴급보호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및 긴급보호 직
후 이송되어 보호된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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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집행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청문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이
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집행행위와 강제퇴
거명령의 집행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
다”고 보았다.
특히 반대의견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은 국외로
의 강제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일거에 국내
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제퇴거가 그 대상자에게 미
치는 충격과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비록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강제퇴거의 집행을 정지
하거나 상당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사
건에서 청구인들은 각 16년 6개월, 9년 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따라서
그 체류가 비록 불법적인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무수한 인적, 물적 관
계가 국내에서 형성되고 자리 잡았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한
편,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그리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에서는 이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외국인 ‘보호’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290) 공진성(2013)에 의하면, “출입국행
정공무원이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의거 보호하는 강제처분이 행해지는 모습은 제한되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실질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기
본권주체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본
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의 형식이 형사절차인지 행정절차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보호결정의 주체는 법관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관유보
를 두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290)

공진성, 위의 논문,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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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본다.29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논쟁중이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고 결국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
자가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
조건과 인권침해가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92)
다만 외국인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다소 의미있는 법 개
정이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10년에 “보호”의 의미에 관하여 제2조 제
11호에서 새로 명시한 점,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
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
록 명시한 점(제62조 제4항), 그리고 외국인 보호기간 3개월 초과하면 3개월마
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이다(제63조 제2항).293)

②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 사건 원고는 이주노조 위원장으로, 법무부는 이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하
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10
일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하였으며,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체류자
격 취소 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이 집행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17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해주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렸으며, 그 당시 서울출
입국관리소는 그가 재판 기간 동안 체류를 위하여 G-1(인도적 사유 체류비자)
신청을 냈으나 불허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주노조위원장이 사업장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며, 사업장
291)
292)

공진성, 위의 논문, 233면
박귀천 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

ㆍ
ㆍ

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2-14, 2012, 78면.
293) 박귀천 이유봉, 위의 보고서, 2012,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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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 또한 사업장 변경 후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허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조합 임원들은 이전에
도 피고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허가 취소 처분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우리 헌법 제
6조,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
회에 편입된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294) 이러한 판결은 법
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주
기 시작한 좋은 예로 보인다.

③ 강제퇴거에 대한 미국의 입법례
미국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명령이 발해진 뒤에 이민재판
에 회부되면,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미국에 꼭 거주해야 하는 이유들을 변론할
수 있다. 추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첫째 최근 10년 간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을 것, 둘째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셋째 범죄사실
이 없어야 한다.295) 그리고 본안에서는 본인이 추방당할 경우, 추방대상자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고통”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초래될 것임을 입
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임에는 틀림없지만, 판사는 이를 판단
하기 위해 직계가족간의 이별이 초래할 결과, 시민권자 아동이 추방되었을 때

294)
295)

최경옥, 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 221-222면
8 U.S.C. Section 12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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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될 고통, 지역사회에 대한 연고, 건강상태 등을 참고한다. 추방의 취소 결
정이 내려질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296) 강제추방에 대한 이러
한 미국의 입법례는 이민법 위반자라 할지라도 장기간 거주하였으면 일종의
‘시민’으로 인식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한 좋은 예이다.
거주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는 비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현재로
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실직 상태인 이주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부
분이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 때문에, 실직이나 이
직을 경험한 뒤 3회의 이동횟수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결국 강제추방 대상이
되며, 이는 곧 거주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97)

2. 체류기간에 대한 권리
현행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3년 단위의 ‘단기순환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노동법학에서 이러한 정책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갑래(2011)는 “이주노동자의 입국과 국내활동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예를 발견하기 어렵고 고용정책과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입국과 출국을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국내에
서 제한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허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
하며 이러한 단기순환정책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298) 또한 전형배
(2010)는 이를 고용정책의 문제로 보며, “이민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
296)

소라미 외,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공익변호사

297)

그룹 공감, 2013, 46면
전형배(2010)는 이를 고용허가제의 보충성의 원칙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 직장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구직을 하지 못하면 그 최종적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
여 강제출국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한다”고 평가한다. 전형

298)

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집 제18호, 2010, 131면.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예컨대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이 비교적 발달한 EU의 경우, 그 EU
의 정책방향은 회원국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
득력을 가지며 그 대상을 회원국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22집, 2011, 369-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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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노동의 제공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영주권 등의 항
시적인 체류권한 혹은 더 나아가 시민권 국가에 대응하여 국적을 부여할지 여
부는 법체계의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기보다는 한 국가
혹은 국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국가 구성원의 합의가 요구
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적절
한 경제적 보상만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 장기적 혹은 영속적 체류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측
면이 있다.”299)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정책’이라 함은 결국
내국인 일자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경제학적으로
반드시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식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연구는 이미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300)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민정책 및 고용정책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이러한 논자들의 표현대로 국가 정체성이 결부되어 있
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가 결정해
야 하는 모든 사회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
으며, 이는 비단 이민정책에만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
가지로, 아무리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에 법이 복속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은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규범적 기초를
제시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고용정책에서 배제, 소외 또는 여러 가지 차별과 피해를 겪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법학이 개입하여 논리를 구성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중국적 관련 결정에서 국적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299)
300)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2009, 298면
아비바 촘스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
과 신화- , 백미연 역, 전략과 문화, 2008; Jennifer Gordon, People are not Bananas: How
Immigration Differs from Trade, 104 NW U. L .Rev. 110, 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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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했는데,301) 이는 노동법에서 법원이 근로3권의 보호를 포기하면서 경영권은
‘고도의 경영적 결단’이라 한 노동법적 논리의 포기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
주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기타의 보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보상, 즉 노동의 대가인 임금 외의 다른 보상이 전
혀 주어지지 않는 삶이 과연 온전한 삶인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것,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수하는 생활을 강요하면서 경
제적 보상으로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법의 역할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더욱 인정하고 강화하여 한국사회에 적
절히 정착하고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옳다. 단
기순환정책보다는 이주노동자도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
사업장 이동제한의 폐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유럽의 사
례들과 같이 가족결합권을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
다.302) 또한 유럽연합에서도 예컨대 스페인의 사례와 같이,303) 회원국 국민이
아닌 제3국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는 국가의 예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II. 참여권의 보장
1. 노동시장에서의 참여권: 노동3권
301)
302)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402 결정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한인상,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에서 독일의 경우 처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제한적 이민
정책을 펼쳐 왔으나, 점차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며 체류기간을 도과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특
정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모하는 모
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유럽연합 내 회원국민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유럽

ㆍ

법원의 판결례에 대해서는 박인수 김세환, “EU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 참조.
303) Oscar Celador Angõn, The Regularization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Spanish Solution, European Journal of Law Reform 15, 2013에서 스페인의 제3
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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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

지난 2005년 경기, 안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설립신고
를 하였으나 조합원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된 사안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
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
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04) 그러나,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불
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출입국관
리법 제18조 제1항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
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 [...] 취업자격 없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
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
동조합 결성,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였다.305) 이 사건
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현재까지 판단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김홍영(2003)은 이
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는 별개로, 사법의 규율 영역인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한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관계가 중시되며 체류의 불법 여부는 노동권의 인정과 보호에 법적으로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06) 전형배(2010)는 위 판결을 평가하
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장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자가 미등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의
견”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미등록을 이유로 당연히 근
304)
305)
306)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김홍영,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3,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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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근로조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307)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노조를 적극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은 합법적 체류자에게만 보장될 뿐(제40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외에 적극적으로 이를 결성하고 주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제26조).308) 국제인권이 보편성을 지향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형성되어야 하겠지만, 노동3권에 대하여 동 협약은 아직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
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노동시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미등록자라 하더라도 이
미 우리나라에서 상당기간 거주 및 노동하고 있는 ‘시민인 노동자’라면, 체류
자격의 미비와는 상관없이 노동3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체행동권
은 자유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309) 근로조건의 향상을 비롯한 다른 권리들을
위한 전제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2) 미국의 사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체법상의 노동권을 인정한 판결법리들은 미국의 예에
서 찾아볼 수 있다.310)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현실적 근로제공에 관

307)
308)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150면
협약 제40조(결사에 대한 권리)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용국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기타 이익의 보호 및 촉진을 위해 단체와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합법적 체류자에게만 적용되는 협약 제 4부(Part IV)에 포함된 조항이다. 한편,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제3부)에 포함된 제2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 참가할 권리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흥재, “단체행동권의 법적 구조-‘생활조건’을 위한 ‘독자적’ ‘행동의 자유권’ 향유구조-”,
공익과 인권 제10권, 사람생각, 2004 참조.
310)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이승욱, “불법체류 이주노동
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노동법연구 제37호, 2014
30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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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므로 근로자성과 체류자격이 무관한 것이 미국 노동법에서의 기본 원
칙이다. 연방노동관계법(NLRA)은 일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왔으나, IRCA제정 이후 양 법률의 관계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이주노동
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판결들이 등장했다.

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
미 연방대법원의 Sure-Tan 판결(1984)311)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체류
자격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NLRA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
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멕시코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를 안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한 뒤 INS에 신고하고 강제 추방한 사건이며,
사용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사용자측 주장은 미
등록 이주노동자는 NLRA하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시된 쟁점
은 구체적으로 첫째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 그 근로자들을 해
고하고 이민국에 신고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인지, 둘째 만일 부당노
동행위라면 구제행위의 방법인 복직 및 소급지불임금(backpay) 중, 그 소급지
불임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였다. 법원은 NLRA Sec. 2에서 규정
하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확장시키
지 말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NLRA 가 근로
자가 아니라고 명문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맞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급지불임금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왜냐면 체류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unavailable for work)”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Brennan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NLRA하에서 근로
자성은 인정하면서 소급지불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모순된다”고 비판하
311)

Sure-Tan v. NLRB, 467 US 88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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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사용자들이 앞으로 더욱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② 이주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
그러나 IRCA 제정 이후 이주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불투명해지기 시
작했다. Montero 판결(1997)312)은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조
직을 시도하자, 이를 눈치 챈 사측 변호사가 이민국에 팩스를 보내 회사에 불
법체류자들이 있음을 알리고, 이 정보를 받은 이민국이 사업장을 급습하여 노
동자들 체류 상태를 조사한 뒤 미등록자로 밝혀진 자들을 강제출국시킨 사건
이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우선 헌법상의 쟁점이었는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변호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이민
국 직원들로부터 급습을 당한 것이 노동자로서 연방헌법 수정 제5조 묵비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민국은 IRCA의 입법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며, IRCA의 입법 목적 중 하나는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는 것이며
고용이라는 자석(employment magnet), 즉 취업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입국
하는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IRCA의 입법사를 살펴
보면 이 법의 제정이 노동보호와 기존의 노동 보호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것이 “검사가 불법
체류자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Montero와 비슷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국은 얼마 후 지침을 내리게
된다.313) 이 지침은 이민국 직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
데, 그 제보의 목적이 단결권 침해 또는 근로조건 향상 방지를 위한 보복적 의
도를 갖고 제공된 정보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어

312)
313)

Montero v. INS, 124 F.3d 381 (1997)
INS Operating Instructions (1997) O.I. 28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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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국은 본의 아니게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unknowingly) 노동분쟁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보를 제보한 자의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 특히 노동분쟁이 있는 것 같은 그 사업장에서 제보자

ㆍ

가 지휘 감독적 지위로 고용되었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지, 사업주와 어떤 관
계가 있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
으로 노동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민국이 INA를 집행하는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보가 보복적 의도로 제
공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검사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판결들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민법은 노
동법과 별개의 법영역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에 내려진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평가되는

Hoffman

Plastic

Compounds 판결(2002)314)은 기존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NLRA의 보호를 적
용하던 것을 후퇴시킨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활
동에 대해 사용자가 보복의도로 이들을 해고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
고들이 취업을 위해 비자를 위조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관해 NLRB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보면서, NLRA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들의 원직 복직과
backpay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NLRB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연방 이민법인 IRCA의 불법체류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더 강조하였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있는 한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소급지불임금에 산정할 수 없다는 것
이다.
314)

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535 U.S. 13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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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nan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의 이러한 논지를 비판하면서,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수단을 부인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할 수단을 없애버
림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고용주들이 NLRA를 위반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③ Hoffman 판결법리의 적용범위 및 정책적 제한
그러나 예상대로 Hoffman판결을 이주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분
위기가 고조되자, 미 노동부 및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Hoffman 판결
내용이 이민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노동부는 “Hoffman 판결은 미국 노동법 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 판결은
NLRA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다른 노동법제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다른
노동법제들이 영향받은 것이 아니다. 노동부의 관할은 NLRA와는 무관하다. 노
동부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공정근
로기준법(FLSA)과 농업종사 이주노동자 보호법(MSPA)하에서 보호되는 근로기
준을 계속 보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315) 또한, EEOC도 “고용평
등기회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이민자들에 대한 위법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연방법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적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Hoffman판
결과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를 차별로부터 계속 보호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
다.316)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들에서 Hoffman의 법리의 적용범위가 여전히 불

315)

316)

Fact Sheet #48: Application of U.S. Labor Laws to Immigrant Workers: Effect of Hoffman
Plastics
decision
on
laws
enforced
by
the
Wage
and
Hour
Division
http://www.dol.gov/wecanhelp/whdfs48.pdf (2008. 7월 자료)
“EEOC Reaffirms Commitment to Protecting Undocumented Workers from Discrimination”,
http://www.eeoc.gov/eeoc/newsroom/release/6-28-02.cfm (EEOC 2002.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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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상태에서 Agri-Processor 판결(2008)317) 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United Food 지부에 가입하고 선거를 실시했으나, 사용자는 이들이
미등록자들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사측 주장은 Hoffman판결을 들어
미등록자들을 NLRA하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미등록자들과 내
국인 근로자를 같은 교섭단위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Sure-Tan 판결의 법리를
확인하며, Hoffman 판결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첫째, 미등록 이주노
동자들의 취업을 제재하는 IRCA는 어디까지나 이민법적인 정책일 뿐, NLRA
의 노동법적 법리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IRCA와 NLRA는 각
각 별도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은 교섭단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정교섭단위 결정의 기
준은 그 단위 내의 근로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unity of interest)를 갖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해고 및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
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
를 원하는 희망이 있다는 점에서는 합법적 근로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하였다. 즉 계속적으로 취업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 내국인 근로자와 이주노동자를 경쟁 관계,
심지어 적대적 관계로까지 보려고 한 사용자의 논리를 부정하였다.

2. 정치적 영역에서의 참여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
317)

Agri-Processor Co. Inc. v. NLRB, 2008 US App. Lexis 101 (2008). Hoff man 판결 이후의
법원의 동향에 대한 연구로 Ellen Dannin, Hoffman Plastics as Labor Law - Equality at Last
for Immigrant Workers?, Univ of San Francisco Law Review Vol.44,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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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인 외국인에게 의사결정에 참
여할 권리를 전면적,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광석(2010)은 참정권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
고 보고 있다.318)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피선거권 등 전면적인 참정권의 인정
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현
실적인 구성원인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노동시민권의 인정은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우리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수반할 것이다.319) 제4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주민투표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관점
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참여권 또한 점차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20)

318)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

호, 2010, 131면
319)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의 시민권 운동이 곧 노동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상에 대한 연

구가 다수 있다. 특히 2006년 미국 각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내세운 “A
day without immigrants” 시위는 이민 운동, 노동운동, 시민권 운동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으
며 이러한 시위가 미국 노동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이주자 운동을 노동법에
서 보호되는 파업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Michael C. Duff, Days without
Immigrants: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the treatment of immigration rallies under the
NLRA, Denver Univ. Law review Vol. 85:1, 2007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주노동자
의 정치적 참여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참여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320)

있다.
정치철학자인 벤하비브(2008)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바로 공
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로 보고 있으며, 한 공동체 또는 국가가 이들의 참여에 대해
얼마나 열려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본다. 벤하비브, 위의 책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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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권의 보장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1) 상호주의에 대한 수정 근거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은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서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수급자격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된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국민에
게만 인정되고, ‘인간’인 외국인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규정 방식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 법률들을 연결하여 사회보장 일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321) 따라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원칙들은 사회보장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주노동자의 지
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외국인의 사회보장에 대하여는 상호주
의를 취함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먼저 제1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의 한
도 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조항을 두었다.
우리 사회보장법은 국적과 거주지를 연결점으로 채택하여 사회보장청구권의
국제적 보상에 있어 폐쇄적이라고 평가되며, 외국인에게 가입자격을 개방한 경
32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법문사, 2010,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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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급여에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322) 이흥재 외(2013)에 의하면
이러한 상호주의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파악된다. “첫째, 이주
노동자는 고용지의 경제질서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어 있을 뿐이며, 따라서 고용
지의 법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 둘째, 외국인이 고용지의
국가재정에 자국민과 동등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상호주의
를 통해 외국인을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손실을 방지하려는 발상이
라는 것이다. 셋째,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외국으로 하여금 자국민 보호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323)
그러나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는 헌법적으로나 정책론상으로나 더 이
상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호주의는 각종 국제조약들이 체결되
기 시작한 초기에 각국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롯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혀 없었던 과거에는 상호주의를 통해 비로소 보호가 시작되었
던 것이 사실이다.324)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개발도상국으
로부터 선진국으로 유입되며, 우리나라에 오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제
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에
서의 상호주의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이어
진다.325)
상호주의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정당한 원칙이 될 수 없
다. 이주노동자를 시민으로 본다면 “인간으로서 생존권과 쾌적한 생활권의 주
체”라고 보아야 하며,326) 특히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개발도
상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출신국의 사회보장과 같은 수준의 대
우를 하겠다는 상호주의는 더욱 의미가 없다.327)
322)
323)
324)
325)
326)

ㆍ전광석ㆍ박지순, 사회보장법(제2판), 2013, 341면
ㆍ전광석ㆍ박지순, 위의 책, 336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민주법학 제22호, 2002, 6면
ㆍ차성안ㆍ홍예연,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2005, 38면

이흥재
이흥재
최홍엽,
황필규
노재철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4

권 제3집, 2013, 137면.

- 170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확장

사회보장의 전제로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한정된
자원의 문제로 접근하고,328) 사회보장수급권의 전제로 ‘국적’이라는 ‘지위’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
피하다는 인식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는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보스니악의
시민권에 대한 정의 중 제1견해(‘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만을 강조하는 입장
이다.
그러나 시민권은 법적 지위 외에도 평등과 참여 등의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며, T.H.마셜이 언급한 대로 본질적으로 평등의 속성을 갖고 있어 자본
주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볼 때, 국적을 전제로 사회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설명도 가능하다. 시민권은 이미 사회권
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사회권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사회권을 적용받는
국민(시민)의 외연이 점차 확장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술한 대
로 T.H.마셜의 시민권 개념은 특별히 외국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겠냐는 반론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국민’이
327)

더 구체적으로, 상호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정책적 및 헌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
다. 첫째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조화될 수
없는 점, 둘째 상호주의가 외국에 대해 국제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별로 타당성이 없으며 상호주의의 압박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희생된다는 점, 셋째 실제
상호주의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판단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어떤 동
일한 수준의 보호를 예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넷째
무국적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상호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흥재 전광석

ㆍ

ㆍ박지순, 위의 책, 340면.
328)

사회보장 수준의 결정을 국내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이주노동

자의 사회권 보장 역시 ‘국가의 예산 부담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일
반적이다. 박진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세계헌
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3, 145면 참조. 그러나 사회보장의 재정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과는 별개로, 재정이 부족하다 하여 사회보장의 헌법적 당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이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하며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먼저 제한된 예산을 전제한 뒤 외국인의 사
회보장의 제한을 인정하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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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민’으로 여겨지는 집단(여성, 노약자, 장애인, 빈곤층 등)이 20세기 초반
까지만 해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투표권 등 다양한 사회제도에서 배제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시민의 경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사회권을 보장
한다기보다는 사회권이라는 실체가 먼저 존재해 왔고 그것을 보장받는 시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주노동자가 아직 그 경계
안으로 포섭되지 못한, 그러나 앞으로 포함되어야 할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국적이 아니라 시민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주노동자에게 사회보
장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329) 이는 국적의 테두
리 내에서 사회법을 설계해 놓고 그 안에서 누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느냐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즉, 시민권은 사회보장의 근거인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로 끌어와 활성화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2. 사회보험 개별 법령의 검토
이주노동자의 인구가 점차 증가할 뿐은 물론이고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늘어
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사업장변경이나 질병 등에 따른 소득 공백기의 생존,
거주문제, 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요소가 많아진다.330)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 등 사실
상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
장은 사회보험법 외에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범주의 외국인
들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낮
329)

물론 국민연금처럼 본인의 재산적 기여에 대한 반환의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는, 정주를 예상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생활관계를 형성한 시민이라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를 부

330)

정당할 수 없다는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재철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4권

ㆍ

제3집, 2013,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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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1) 또한 양자 간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적용제외 국가로 되어 있
는 경우, 고용주는 비용부담이 없어 채용 시 이들 국가 출신의 노동자를 선호
하는 경향도 있어 국적 간 차별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332)
외국인고용법에서 4대보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고용허가제 4대보
험 제도(소위 ‘외국인 전용보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사보험으로서, 공보
험인 사회보험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333) 먼저 4대보험을 중심으로 볼 때 외
국인의 사회보장은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또는 법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
이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된
다. 그러나 이는 고용허가제의 실무상 그러한 것이고, 현행 4대보험의 개별 법
률들은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은 상태이
므로 법률만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언어와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합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노동
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별 법률상의 쟁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주노동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
다.334) 국민연금으로 보호되는 3대 위험인 장애, 노령, 사망 중 장애와 사망에
331)
332)
333)
334)

ㆍ
ㆍ
ㆍ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26면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39면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24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절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제도다... 물론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의무적인 보험에 대한 가입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
나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하소연
이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10만원을 보험료로 떼내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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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 노령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의 입장에서 볼 때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에서 취업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한, 한국에서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의무적 가입대상이
되며, 이는 외국인도 동일하다. 단,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6조 1항).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
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7조).335) 고
용허가제 송출국 15개국 중 8개 국가만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7
개국은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 체
류자 중 국민연금 비적용 국가 이주노동자가 56.8%로, 당연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협정이 주로 전문인력 유입 국가인 선진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336)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동법 제1조와 6조는 가입대
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126조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이주노동자
는 당연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337)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는 미
등록 이주노동자를 당연적용 대상 외국인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있다.338)
은지, ‘이주노동자들 보험료 부담 커요’, 중앙일보, 2009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28면
336)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29면
337)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335)

ㆍ
ㆍ

①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
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
338)

지 아니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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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연금법에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제
77조의 반환일시금 문제였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당연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
부하였으나 수급조건의 하나인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연금수급
연령이 된 때 일시금 방식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제도이다.339) 이주노
동자의 경우, 외국인고용법에서 체류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수급기간인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도 불구하고 동법은 반환일시금 지급은 제126조 2항340)의 상호주의 또는 제
127조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341), 결국 재산권으로서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342)
그러나 반환일시금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염두에 두고 2007년 5월 법령 일부개정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
하지 않는 국가의 이주노동자에게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
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
취업)),343) 이에 따라 2009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의 약 84%가 반환일
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
339)

로 정하는 자.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340)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341)

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에 대해 상호주의를 택하게 된 데에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는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

1995.8.4. 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과거 미국, 일본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상사원
들이 해당 국가의 국민연금제도에 강제가입한 뒤에 수급자격(미국은 10년, 일본은 25년)을
획득하기 전에 귀국하고, 연금보험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홍엽,
앞의 글, p.12
황필규, 차성안, 홍예연, 위의 글, 2005, 45면
343)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하여 2007.4.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고용허가
제 및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342)

있도록 했으며,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는 국가의 이주노동자까지 혜택을 넓혀 중국, 몽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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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 수급대상이 되었다.344) 또한 2010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은 출국시 인천공
항에서 받아갈 수 있는 ‘외국인 공항지급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345)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대다수의 사회보험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을 ‘국
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
하고 있다. 제93조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또
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먼저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외국인고용법 제14조에
따라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당연가입이 인정된
다.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 중에서도 건강권은 특히 ‘국민의 권리’에 앞서 ‘인간
의 권리’라 보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생활 속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
련된 것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업무상재해임이 분명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나, 업무 외 부상,
질병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장기
체류자가 늘어감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질환, 임신과 출산에 따
른 의료 수요 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346) 특히 오랜 시간 거주
하며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미비하여 건강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은 심각하다.347)
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이 추가 대상국이 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이주노동자 1인이 지급
받을 금액은 평균 8-90만원 선으로, 약 4만명이 넘는 적용대상 외국인들에게 지급 시 총
416억 9949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머니투데이,
2007.4.19.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29-130면
345) 문정태,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서도 지급, 이데일리, 2010.7.5.
346) 김홍영, 위의 논문, 2003, 262면.
347) 예컨대 농축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344)

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여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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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면, 산재로 인한 보호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
국인을 ‘인력’으로만 보고 시민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타 사회보장에
비해 산재에 대한 접근을 비교적 용이하게 것은 ‘인권적’ 관점이라 할 수 있으
나, ‘시민권적’ 관점에서는 충분치 않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노동자 외에도
갖는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합법 체류 외국인도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2011년 기준
55%). 당연가입 대상인데도 고용주의 무관심과 가입 기피, 보험료 부담에 의한
기피, 고용 불안정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348) 게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상태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 현행법상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가 업무 외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
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으로부터 실무상 제외되어 있어 열악한 의료현실
에 처해 있다.349)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제93조 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이 요구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76조 4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지
역가입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까지 하다.350) 다만 피부양자에 대해서
많다고 한다. 그러나 농업 분야 사업장들의 영세한 규모와 위치적으로 낮은 접근성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2014. 4월 남양주외국인
복지센터 실무자와의 면담내용 중.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27면
349)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40면
350)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ㆍ
ㆍ

348)

①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ㆍ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
백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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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류자격과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설사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
라도 가입자격을 갖춘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거나 할 경우
는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351)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가입 불가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을 통하
여 응급상황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공공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
이다. 그러나 예컨대 건강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비교할 경우, 산재의
경우 그 취지가 고용주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부담
하나, 건강보험은 외국인이 부분 또는 전액부담해야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산재의 경우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전면 적용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도 체류자
격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52)

3)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상시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
무가입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농업, 어업 등은 상시 5인미만 사업장과 건설공사
등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적용제외가 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내국인과 외
국인이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일한 사회보장 영역이며, 미등록 이주노동

③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고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

④

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사람
351)
352)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황필규, 앞의 논문, 2008, 36면
노재철 고준기, 위의 논문, 140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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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4대보험 중 이주노동자의 활용
도가 가장 높고 비교적 일찍 정착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의 산업
재해가 매우 빈번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353)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산재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D업종이라 그
렇고, 불편한 자세, 위험한 기계조작,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
한 피로감, 의사소통 한계, 안전교육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외국인에게 산업
재해가 잦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의 안전 관련
지시사항이 잘 전달되지 않는 점,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많은 사업장이 충분
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354)
산재보험법은 타 사회보험 법률들과는 달리,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국민’ 대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정의는 제5조 2호에서 근로기
준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하였다. 동법에 외국인을 직접 언급하는 조항은 없으
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판례로 확립된 바 있다.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통하여 산재보험은 합법 체류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이주노
동자에게 확대된 바 있다.355)
아울러 이주노동자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동법 제

353)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의하면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대략 4-5천명으로 추산되며, 2001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 산업재해 급여를 지급받은 이주

노동자는 26,664명이다. 김형진,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 한겨레, 2008.1.21.
최홍엽, 위의 논문, 2002, 7면
355)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판결.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
354)

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 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
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
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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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 3항은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
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36조상의 각종 급여 (요양급여, 휴양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에도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356)가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유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는 하나,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송환을 두려워하는 이주노동자 본인, 그리고 산재보상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미등록자 고용으로 인한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합의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자진신고 및 산재신청에 협조하는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감면하는 식
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357)

4)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8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이라고 하여 문언상으로는 적용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허
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시행령 제3조 제2
항 제1호). 노사합의에 의해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
자의 짧은 체류기간 한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적 위험보다 실업은 상대
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58)
그러나 이주노동자라 해서 실업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를 당
한 경우 요양 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겪는 실업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

357)

황필규, 이주노동자의 인권, 대한변호사협회, 2008, 31면
노재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논집 제18호, 2010, 68면 이하

358)

참조.
황필규, 위의 글, 2008, 38면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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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앞에서 말한 외국인고용법상의 사업장 변경제한 횟수에 걸려 체류기
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기치 않은 실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사회
보험 적용에 있어 체류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하는 정책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의 부담이 있더라도 결국 사회보험 당
연가입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59)

5) 외국인 전용보험상의 법적 쟁점

외국인고용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외국인 전용보험은 다음의 네 종류이다.
퇴직금의 기능을 하는 출국만기보험,
비용보험,360) 그리고

④ 상해보험

①

②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③ 귀국

361)인데,

가입 현황을 보면 출국만기보험 가입

률이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것은 귀국비용보험이다.362)
이러한 통계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우선순
위를 두고 있지 않은 한편,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퇴직금에 대하
여는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퇴직금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의 일환으로서 체
류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월 외국
인고용법에서 법개정으로 퇴직금 수령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점은 심각한
퇴보라 할 수 있다.363) 소위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겠다는 명목 하에 퇴직금
359)
360)

361)

김성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국제노동재단 토론회, 2006.9.27.
외국인고용법 제15조 (귀국비용보험 신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①
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고용법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362) 최홍엽, 위의 논문, 109면 <표 2> 고용허가제 관련보험 가입 현황.
363) 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고용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ㆍ

①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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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의 요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요구하고 있다.

3.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및 기타 문제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법률들에서 특별히 외국인의 사회보장을 염두에 둔
조항은 거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중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정형적인 급부가 행해지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법
등) 등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적인 급부가 행해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 가족과
격리, 종교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다.36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법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
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만 하고 있으나, 법의 제목을 볼 때 일단
국민의 사회보장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이 되어서야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조의 2항을 신설했는데, 이 조항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
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
364)

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김홍영, 위의 논문,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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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급권자가 된다’고 하였다.
즉 동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 이주노동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
인데, 외국인에 대한 유일한 규정인 제5조의 2에서 수급권자가 되는 외국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365) 다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광석(2001)은 이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국적의 미
성년자를 양육하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헌법에 충실한 기준이 아니며,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다”고 비판하고 있다.366) 왜냐하면 “최저생활보장은 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
이므로 이른바 거주지원칙에 의하여 해당 영토에 체류 혹은 거주하는 모든 자
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 설혹 인권적 성격을 부인하고
편입 여부를 보호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들은 우리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로서 자연적 관계에 근접하여 국민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본법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
하는 조건으로 최저생활보장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
념에 비추어 보면 이질적”이라는 것이다.367)
이러한 비판을 시민권적 관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전광석 교수가 제시
하는 사회보장의 거주지원칙, 체류 혹은 거주하는 모든 자의 보호 등은 시민권
혹은 노동시민권의 실정법적 구성요소, 또는 필요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연적 관계’라는 용어도 시민(혼인이든 노동이든 이 공동체와 연결점을

365)

그러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는 국적에 앞선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
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광석,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제기준 및 국제협력, 헌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1, 224면
전광석, 위의 논문, 2010, 140면
367) 전광석, 위의 논문, 2010, 140면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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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 자)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 혹은 시민 개념에 어느 정도 포섭이 된다.
그런데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누가 보호의 대상인 시민인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조건’은 결혼만
으로는 충분치 않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는
현행법이 단순히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만을 한 상태라면 시민이 아니고, 한국
인 국적의 자녀가 있어야만 비로소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곧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사이에서의 차별이 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없는 가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비교적 더
절실한 가정이라고 여겨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자녀에
외국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한국 국적 자녀만 포함된다는 것은 인종차별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같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서 보
호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 기
준이 국적이라는 것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다.
즉 입법자들은 ‘한국인 + 외국인’ 부부에게로부터 한국 국적의 자녀가 탄생
했을 때만 한국사회에 무엇인가 기여를 했다고 여길 뿐,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 + 외국인’ 부부에게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가 한국에 계속적
으로 거주할 때, 그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을 기초로 한 복지국가 원리와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원초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급여법

또 하나의 공공부조법인 의료급여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
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역시 이주노동자가 의료급여법상의 ‘생활이 어려
운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동법 제3호 1항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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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의료급여법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3조의
2는 난민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역시 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
조의 수급권자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어, 법률 문언상으로는 이주노동
자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의료급여법상의 혜택을 받을 여지는 거
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의 우리 현행 공공부조 법률들에 관하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국적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는 비판이 있다.368)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의료급여법이 적용
될 여지는 현행법상 없다는 점, 그리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국
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을 볼 때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주노동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
으나, 규정의 해석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1조는 적용대상을 ‘국민’이라 하고 있으나, 제2조에서는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고 정의하였고,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국적을 이유로 응급진료 요구
가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동법은 과거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었으나, 보건복지부는
368)

전광석,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법제연구 제24호, 2003,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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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변경하여 행려병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응급진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진료를 위해 의
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이 제
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369) 응급진료를 받을 권
리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70)

제3절 이주노동자의 법적 인간상 정립
I. 현행법상 다문화주의의 한계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결혼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점차 익숙한 용어가 되었지만, 정작 다문
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의 의미를 명확
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동법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인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371)
다문화주의를 정의함에 있어 한 국가의 구성원에 외국인이 숫자적으로 증가
369)
370)
371)

최홍엽, 앞의 논문, 2002, 17면
최홍엽, 앞의 논문, 2002, 17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
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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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현상적 개념, 또는 장차 그러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향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현상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의미
한다.372) 한국 정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박진경(2012)에 의하면 한국 정부
는 다문화사회는 단순하게 인종적 다양성 현상을 의미하거나 미래현상에 대한
수사적 개념으로 사용할 뿐, 규범적 개념이나 지향할 목표로서의 의미로 사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373)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김정선(2011)은 다문화가족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관주도형 혹은 국가주도식 다문화”라
고 한다.374)
시민권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러한 실태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비판
이 가능하다. 첫째, 다문화주의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과 관
련된 법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른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이주노동자를 비
롯한 여러 범주의 외국인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다문화주의는 피부색, 인종, 문화 등이 다르다는 표면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은폐 또는 왜곡하게 된
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한계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속에서 노동 이외의 개인적

박진경,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규제정비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2, 17면.
373) 박진경, 위의 보고서, 19면
374) 김정선,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372)

통권 92호, 2011,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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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어려움을 통해 드러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각종 노동권의 문제는 적어도 이들이 수행한 노동에 대한 경제
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될 수 있지만, 이하에서 살펴볼
가족생활이라든지 아동 양육의 분야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법적 인간상을
초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오직 노동만을 하는 인간으로 잘못 인식하여 그 외의 생활
영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묵과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왜곡된 법적 인간
상을 현실을 올바로 반영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375)

2. 가족결합권의 문제
다른 범주의 외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게 가족결합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
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출신국으로 귀환할 것
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노동자를 이 사회 내에
서의 ‘노동력’으로만 바라보고,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주노
동자는 체류기간 동안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만을 하는 자로 추상적으로 인식
하고, 이들의 가족관계와 생활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현행법상 다문화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다문화주의에 의
거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주자를 사회통합의 대상인 시민으로 인식
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범주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회통합의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민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타
나는 문제이다.
375)

현대 정치철학에서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심도있게 다룬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윌 킴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 , 장동진 외 역, 동명사, 2010이 있으며, 왜곡된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로 아마르티아 센, 정체성과 폭력: 운명이라는 환영 , 이상환 김지현

ㆍ

역, 바이북스,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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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에 따라 본국 재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신
국에 두고 온 가족과의 재결합 또는 방문의 문제는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
다. 최홍엽(2013)은 한 국가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그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376) 또한 최
근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이
최장 9년 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상 ‘단기순환정책’을 포기하
고 외국인의 정주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377) 그렇다
면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가족결합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이주아동의 문제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현재로서는 법의 보호 바깥에 놓여
있다. 한국인과 그 배우자인 결혼이주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뿐
더러 초등학교 진학 등 예외적인 몇몇 영역 외에는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보
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부부의 아동에 대한 출산권과 양육권은, 이
땅에서 거주하고 노동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말
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 노동시민권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출산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
다. 현행 국적법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378) 본국에 쉽사리 돌아갈 수 없는 부모들의 사정상 본
376)
377)
378)

최홍엽, 위의 논문, 2013, 420면.
최홍엽, 위의 논문, 2013, 420면.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

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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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현재 무국적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379) 또한 시민권의 관점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한국
인이 되지만 이주노동자인 여성의 자녀는 한국인이 될 수 없는 차별적 현실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무국적
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에 대해 사회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380) 장기적
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
적 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
다.381)

II. 노동시민권에 의한 다문화주의의 수정
1. 이주노동자의 법적 인간상 정립
다문화주의는 시민권의 법적 근거 중 하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권 개념
의 도입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자 일종의 폐단이기도 하다. 전에 없던
다문화주의 담론이 실정법의 용어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시민권의 등장을

379)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된 19세 미만의 아동 수는 6

천여 명 정도이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까지 포함하면 약 1-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
다. 연합뉴스, "이주민 150만 시대의 그늘: 방치되는 이주아동", 2014.12.18.자 기사.
380) 미국의 경우 일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동에게 교육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Plyler v.
Doe, 457 U.S. 202 (1982).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가 소송으로 다투어진 적은 없으나, 외
국인 아동의 교육은 상당부분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초등교육을 시작해야 할 연령
이 되면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도 문제가 많다. 향후 시민권의 관점에서 적극 대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2014. 4. 남양
381)

주 외국인복지센터 실무자와 상담내용 중.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
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 골자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
류중이다.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의안번호 13120, 발의일자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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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382)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정부 주도적,
차별적, 제한적 다문화주의의 한계가 시민권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예컨대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차별과 가
정폭력 등의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는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되
었다. 즉 제한적이나마 결혼이민자는 이 사회의 구성원 또는 시민으로 인식되
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왜 이런 정책의 수립 및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아마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을 통하여 국민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강하여 좀더 시민에 가깝다는 사고
가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반드시 시민에서 더 멀다고
볼 이유도, 정당한 근거도 없다.
외국인에 관한 법률들을 시민권 보장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등급을 매겨
보면 가장 높은 1순위가 해당 범주의 사회통합을 목표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2순위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과 난
민법, 그리고 가장 낮은 3순위가 인력관리와 국민경제발전만을 그 목표로 하는
외국인고용법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범주에 따라 사회통합, 법적 지위 보
장, 그리고 인력 보충의 순서대로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와 특히 미등록 외국인은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을 불러왔지만 한국의 일원으로
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사회적 신분, 재산, 인종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 모든 범주의 외국인은 현실
적으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의 다른 외국인들 간의 평등한 법적
처우를 위해서 시민권이 필요하다.383) 노동시민권의 중요한 법정책적 효과 중
382)

다문화주의의 도입을 국적이 없는 자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에서 회자되는 성원권은 아직 다듬어진 개념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시민권’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은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
체성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28집, 2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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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이러한 다문화주의로 인한 왜곡된 법적 인간상을 수정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시민권에 기초한 통합적 이민정책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관한 현행법들은 외국인을 ‘용도’ 에
따라 도입하고 - 즉 3D업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저출산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을

– 이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

고 있으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 문제는 물론이지만 외국인 집단 사
이에서의 차별마저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낮고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감수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고용허가제상의 이주노동자, 그리고 저임금
직종에 근무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임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그 ‘통합’의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제
12조), 영주권자(제13조), 난민(제14조), 전문 외국인력(제16조)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허가제상의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
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노동자는 일정 기간 후에 돌아갈 ‘단기순환’의 대상으
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한국 사
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근거가 없음은 앞서 논했으며, 이는 결국
인종차별의 한 형태이다.
한편 2012년 제정된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는 고용허가제상
의 이주노동자와 비교할 때 극적으로 다르다.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
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점(제31조), 가족결합권 인정(제37조),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제38조)하여, 난민을 우리
사회의 통합 대상으로 처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인력난을 해
383)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이민정책의 기초로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권을 주장하는 연구로
설동훈 이병하,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

ㆍ

사논총 제35집 1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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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는 목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 불러온 이주노동자를 - 즉 그들의 노동
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에 받
아들인 난민과 차별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난민이든, 결혼이민자든, 이주노
동자든, 입국한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현실적 일원이 된
자들이라면, 이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약받는 것이 아니
라 시민으로서 상호 간에, 그리고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외국인의 엄격한 분리가 민족적 동질성 해체 또는 사회적 비용에 대
한 우려 등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라면, 시민권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다름
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이민자의 유입은 향후 점차 더 증대될 것이며 장차 다가올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국이 이방인에 대해 닫힌 사회가 될지, 아니면 열린 사회가 될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에 맞게 통합적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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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요약과 함의
1. 논의의 요약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인 노동시민
권(work-citizenship)을 구상하였다. 이주노동자는 비록 국민은 아닐지라도 이곳
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며 노동하는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시민’으로 보아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질 당위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제2장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법규범적 기초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및 인권의 적용 양상의 한계를 고
찰하였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기본
권 주체성에 대해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이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는 더욱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주노동자는 기본권을
통하여 생활조건에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한편 국제연합(UN)과 국
제노동기구(ILO)등에서 수립된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러
한 기준들은 국제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내용이 최저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는 주권국가 정부 및 국내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지 않으므로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제3장에서는 시민권 이론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및 속성을 고찰하였다. 역사
속에서 시민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
하였으나, 점차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포섭적 기능과 구성원 간의 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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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대 이
후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정치적 참
여를 촉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권이 점차 국민국가의
국적 제도와 결합되면서 본래 시민권이 지니었던 평등 지향적인 역동성을 잃
어버리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제의 기제로 사용되기도 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으로서의 시민권을 법적 권리로 정립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주노동의 증대라는 새로운 현실은 시민권을 이론을 넘어선 하나
의 규범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법적 계기를 제공한다. 최근의 여러 시민권 연
구들에서 국민과 시민의 분리 현상을 지적하며 시민권을 외국인 권리 보호의
근거로 제안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시민권을 추상적인 하나의
지향점 또는 가능성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
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노동
시민권(work-citizenship)’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규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
던 시민권의 본질과 속성을 유념하되, 법적 권리의 기능은 자유의 보장과 평등
의 구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주노동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지
점이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노동시민권의 정의는
국민이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노동하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동권(right to
free

movement),

거주권(right

to

dwell),

사회권(social

rights),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의 4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민권은 아직 법학에
낯선 개념이지만, 시민권 이론의 법적 해석 및 이주노동자에 관한 실정법 및
판결례의 발전 양상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아 보았다. 노동시민권의 법적 의의
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에 대한 종래의 경직된 해석을 완화할 수 있으며, 노동
법에서 기존의 차별금지 법리가 갖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현실적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나거나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
정한 지위 때문에 2등시민으로 취급되게 하는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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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노동시민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현행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이동권, 거주권, 사회권, 참여권
의 4대 영역에 대하여 기존의 기본권과 인권을 통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한계
가 있었다. 첫째로 이동권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또
이동할 권리, 즉 근로권과 사업장이동권을 말한다. 이동권은 종래 이민정책의
영역으로 여겨져 국내법에서의 제한이 당연시된 것은 물론이고, 국제규범도 이
를 수인하고 있다. 둘째로 거주권은 임의적인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및
체류기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제규
범 모두 해당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절차로 수행될 것을 요
구할 뿐, 국가의 강제퇴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규범으로 작용하지는 못
하며 체류기간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셋째로 사회권은 이주노동자의 사
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권을 말하는데 기본
권은 이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아 이주노동자를 그 전면적인 주체로 보지 않
으며, 인권에서의 사회권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그치는 것으
로 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을 유도하지 못한다.
넷째로 참여권은 노동3권으로 표현되는 사업장에서의 참여권 및 일정한 요건
이 충족될 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국제인권규범과 기본권 모두 적어도 노동3권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보
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 때문에 이
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법
규범적 기초를 통해 이러한 권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 논의의 함의
본 논문의 함의를 찾자면, 첫째로 이론적 함의는 우선 시민권 연구의 영역에
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목적과 관심을 갖고 시민권을 법적 권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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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정립하려 했다는 점이다. 종래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법학에서도 주로
묘사적 또는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되던 시민권을 구체적으로 법적 권리로 규
명해보려 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을 본론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
민권과 이주노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학, 정치철학 영역에서도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법학의 영역에서는 기존에 주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민권 이론을 법적 이론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해석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정책적 함의는 현행법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관점인 다문화주
의를 수정, 나아가서는 대체할 수도 있는 개념으로서 노동시민권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다문화주의에 의거한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주도적 다문
화주의에 의해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의 인종
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지만, 노동시민권은 공동체의 현실적 구
성원이라는 평등의 전제 하에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므로 향후 이민정책의 수립
과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더 보편적 의미
에서의 시민권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
위와 권리에 대한 법규범적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
서 본 논문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절 논의의 한계와 추후의 연구과제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로 구성하여 본 노동시민권 개념에는 물론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첫째는 노동시민권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한계이다. 노동시민권은 이
주노동자의 생활 속에서 이동권, 거주권, 사회권 또는 참여권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될 때 무조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타 기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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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민권의 본질적 특징에서 논리필연적으
로 도출되는 한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노동시민권은 이주노동자라는 특정 범
주에만 해당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어 과도기적 한계를 갖는다. 예
컨대 이주노동자가 귀화 또는 국민과의 결혼 등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되므로 더 이상 노동시민권의 필요
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거주’한다는 요건이 해제되는 것이므
로 노동시민권의 효과도 자연히 소멸할 것이다.
둘째는 그 실현에 대한 한계이다. 노동시민권은 아직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
며 실정법 또는 판결례를 통해 정립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동시민권은 이미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시민으로 인정하는 법적,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권리 개념이다. 현대 민주주의 법제도에서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권, 정치권, 사회권, 노동권 등의 법적 권리도 모두 처음
에는 이론으로 시작하였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하여 실정법으로 구체화되
었다. 노동시민권 또한 그러한 경로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입법자, 더 근본적
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민권의 세 번째 한계는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노동시민
권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라는 특정 하위범주
만을 고려하여 정의된 협의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한계는 바로 노동
시민권의 열린 가능성이자 잠재력이기도 하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에
는 이주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자, 유학생, 이주아동, 난민 등 다양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각종 형태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법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 역시 절실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시민권적 형태의 권리 보장을 구성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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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ㆍ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동의 맥락 속에서 외국인과의 공존은 더 이
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노동시민권은 이 땅에서 노동하는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가 주권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하나의 작은 기획이다. 그러나 노동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인과 평화롭게 공존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양성이 가져오는 풍
요로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혈연을 통한 ‘국민’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
로운 ‘시민’에 기반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적
용에 있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밀도있는 방식의 시
민권이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형태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은 정의롭
고, 평등하며,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력이자 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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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grant Labor in a Citizenship Perspective
: ‘Work-Citizenship’ as a New Leg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Lee, Da Hea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era of global inequality, labor migration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Despite the fact that a very large portion of world population is
heading to economically more

advanced countries and that one could

conveniently say that this is indeed the “age of migration”, most sovereign
legal system remain closed to migrant workers, including that of Korea.
Migrant workers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violation in
their country of employment. Neither human rights regime nor constitutional
protection effectively reach migrant workers.
Inspired by the fact that migrant workers are de facto citizen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residing, I explore whether citizenship can possibly function
as a new legal foundation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term
citizenship is used in various settings. It could mean narrow, specific formal
legal status, but it can also be construed as something that encompasses a set

- 214 -

of rights granted to a member of a community (e.g. TH Marshall).

The

author focus on the latter. After looking into the history and current scholarly
debates about citizenship, I argue that the notion of citizenship has usually
promoted equality, and that once a person is de facto "a member of a
community" or a de facto citizen (e.g. an undocumented worker who is
employed and paying tax), the migrant worker is entitled to certain political,
social and legal rights.
When looking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citizenship,
one can find that citizenship was not originally attached to nationality.
Citizenship was meant to be universal, inclusive, and it pursued equal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t was onl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era that
citizenship

began

to

equate

with

nationality.

The

ideal

of

Kantian

Cosmopolitanism and denationalization of citizenship, as argued by Y. Soysal
and L. Bosniak, argues in the affirmative that citizenship should be expanded
to aliens.
Therefore, I argue that the concept of citizenship could be re-interpreted, or
even re-invented, as set of legal rights that could effectively protect migrant
workers. As a first step to do this, I analyze what legal meaning, if any,
citizenship casts to the arena of constitutional law, labor law and immigration
law. Citizenship is a powerful argument to expand existing constitutional
protection to foreigners as long as they reside in this country. As for labor
law, one very chronic problem of labor law as it relates to migrant workers is
that the legislators and judges tend to show deference to immigration law
which usually restricts migrant workers rights

–

– when applying labor law to

migrant workers. When we approach migrant worker’s legal issues with the
notion of citizenship, viewing them as de facto citizens instead of “illegal”
migrants who must be expelled, migrant worker’s rights could b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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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Most importantly, the author suggests the notion of “work-citizenship” that
can be applied to migrant workers. Work-citizenship differs from previous
citizenship theory, e.g. “industrial citizenship” in T.H. Marshall’s writings, or
“citizenship at work” suggested by J.Fudge or R. McCallum); it is defined as
set of rights that can be granted to migrant workers who are residing and
working in certain country,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migrant workers, the author suggest that the
following main four set of rights should be respected based on the notion of
work-citizenship: right to free movement, right to dwell,

social rights (right to

labor and social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rights (both in the labor market
and in political arena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of their
workplaces and in the political community as well). The dissertation applies
this new legal foundation, the work-citizenship, to critically assess current
Korean law (e.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migrant workers), suggesting what should be amended, changed, or even
repealed to effectively protect migrant workers in Korea.
Lastl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notion of citizenship must be
expanded to other groups of foreigners such as migrant brides, asylum seekers,
and so on. Work-citizenship is limited in its scope that it mainly applies to
migrant workers;

the powerful inclusive function of citizenship should be

construed to include more vulnerable groups so that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migrants can realize social justice.

Key words: migrant workers, citizenship, work-citizenship, labor rights,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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