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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는 다문화사
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내 저렴한 주거지와 공단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면서 도시에 사는 이웃이 변화하고 있다. 언어, 종
교, 문화적 차이가 생활공간 상에 나타나면서 에스닉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며
범죄사건으로 낙후된 우범지역의 이미지가 고착되기도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를 장소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통
합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이주민지원체계도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다
문화주의 건설과 계인적, 일상적 관계에서 다문화주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
라 정책적 차원의 이주민 지원과 동시에 지역수준에서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정책적 차원이 아닌 일상적, 개인적 적응의 공간으로서
안산시 원곡동에서 활동하는 다문화지원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단체의
활동을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이들 단체의 활동 및 역할 변화를 통해
Castles & Miller(2003)가 제시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3가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기 구분은 크게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이 민간단체만이 활동한 시
기를 태동기(1990년대 중반부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외국인노동자의 법
적 보호가 가능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시점을 갈등기(2005년~2007년),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를 장소성으로 활용
하는 조정기(2008년~현재)로 나누었다.
태동기-갈등기-조정기를 지나면서 원곡동 내부적,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 단체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 분화되었고 단체 간의 연합활동은 줄어들었다. 지
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이주민 지원채널 마련은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민간단체의 자원연계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문화지원 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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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할의 변화를 토대로 각 모형에 적용한 결과 차별적 배제/포섭은 종교를 기
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stles & Miller(2003)의 모형적용은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
고 제한적으로 실천되기도 하였다. 차별적 배제/포섭은 종교를 통해 같은 종교 외
국인은 포섭되고 타종교일 경우 배제되었다. 종교를 통한 배제/포섭은 각 시기를
거치며 더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동화주의 모형은 한국인 주민, 단체 실무자 등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제시하는 기준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나타났
다.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원곡동에 살면 지키고 배워야할 것으로 초창기에는 민
간단체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가 홍보되다가 지방정부의 외국인행정이 시
작되는 시점부터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동화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
주의(다원주의)모형은 조정기에 제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외국인주
민지원은 국가별 모임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는 민간단체를 통해 모임공간을 신청
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종교적 배제 없이 지방정부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인 문화예술 모임이 조직되면서 외국인이 활동의 주체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가 정책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지
역적 특성과 맥락이 고려되어야하는 중요성에 따라 일상적 공간인 원곡동의 다문
화지원단체와 한국인주민들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다문화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면서 외국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단의 가동률 감소로
외국인노동자의 전출이나 중국계외국인 비율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원곡동, 지원단체, 다문화주의 모형, 협력
학

번 : 2008-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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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국내 거주 외국인1)은 약 110만 명으로 주민등
록인구대비 전국 외국인은 2.2%이며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52.7%, 결혼이주여성
이 12.9%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가 출신들이다.2)
현재 한국사회는 외국인 인구비중 2%를 초과한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 들어섰다
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구성을 보면 산업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산업
의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1994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자들과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 결혼이주여성이 65%를 차지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일부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저 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결혼 가족의 증가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정착을 돕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2005년 고용허가
제 도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고, 2007년 다문화가
족법이 제정되면서 각 중앙부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
면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부처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지만 각 지방정부의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큰 틀과 동시에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에 대한 정
보 구축과 정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외국인 인
구를 도시계획인구로 일부 수용하고 있다.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이 단일 민
족인 한국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부모와 그 자녀, 외국
인근로자3)로 확대되고 있다.
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을 포함한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현황, http:/.www.mopas.go.kr
3)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정주방지를 원칙으로 한국에서 최대 5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
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2007년 방문취업제도로 재외동포(특히 중국동포 중심)의 유입으로 5년 체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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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외국인행정을 선도하면서 대표적인 다문화지역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으며 정책비전으로서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입국하기 시
작한 초기부터 원곡동에서 활동해온 민간단체는 초기 안산시의 자문역할을 하며
이주민 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안산시가 원곡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주민
행정을 시작한 2005년부터 협력 관계와 갈등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의 유입으로 도시상권이 활성화되고 지방정부 주도의 관광자원화가 일어나는 동시
에 원주민들은 치안의 불안정, 환경미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초기부터 외국인 지원활동을 한
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과정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를 분석하는 것
이다. 특히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다문화라는 장소성을 지역의 특성으로 가
꾸기까지 다문화지원단체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력적 계획이 실천되어온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례지역 으로는 안산시 원곡동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문화지원단체들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역할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시
기별 이슈와 단체 간의 연합과 갈등을 정책적 영역의 ‘다문화’가 아닌 일상공간으
로서 ‘다문화’가 제한적이지만 실천된 과정에 대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안산시는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밀집 지역을 다문화가 숨쉬는 특색있는 지역으
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표4)로 2009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
받아 특화사업으로 교통환승센터 건립, 다문화음식거리 조성, 간판 정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다민족문화관 건립, 다문화축제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 외국
인주민센터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 외국인근로자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다.
4)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http://global.iansan.ne) 소개 자료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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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지원활동 단체 대부분은 종교 기반 단체이며 이후 외국인증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 국가지원 등으로 비종교단체나 정부 산하 기관, 위탁운영,
일부 보조금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1) 연구대상 단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단체들은 원곡동을 생활기반으로 활동하는 외
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아동, 지역주민5)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이주민 지원단체들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도에 신청을 하고 활동하여 단체
의 수를 파악하고 있으나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법인의 자격이 없이 활동하는 단체
의 경우 활동을 철수하고 원곡동을 떠난 단체를 모두 단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체들로 한정하였다.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정부와 이주민행정, 지역현안
에 관한 협조, 공조관계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주민센터에 공시된 이주민지원단체6)는 총 27개이며 그 중 원곡동(단원
구)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상록구에 위치한 단체를 제외하였고 단원구내에서도
안산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 고잔동에 위치한 단체를 제외한 20개 단체7)이다.

5) 이주민지원 단체에 있어 지역주민, 원주민은 치안, 환경미화에 대한 갈등 발생과 협의의 대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6)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7) 설립년도와 단체의 특성, 주요 활동, 사업을 파악하여 민간단체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기 위해 20개
의 단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20개 모든 단체의 실무자를 만나거나 면담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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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주민지원단체

민간단체

지방운영 및 중앙정부 위탁운영

안산선교교회
안산이주민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8)

갈릴래아사목센터, 갈릴래아 어린이집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안산조선족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산교회 선교센터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외국인노동자․중국 동포의 집
온누리 M센터
국경없는 센터
베트남 선교원
귀한동포안산지회
지역아동센터
(물댄동산 다문화, 우리함께 다문화)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글로벌미션센터
동그라미배움터
자료: 연구자 작성

이주민지원단체는 단체의 규모, 활동영역, 설립시기에 따라 4개로 분류하였다.
속한 그룹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지만 협력적 계획에서 주민으로서의 목소리는 내
는 단체는 대부분 ① 그룹에 속하였다.

① 원곡동에 거주하다가 지역주민이 외국인이라서 지원활동을 시작한 단체
② 원곡동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필요를 느끼고 원곡동으로
들어와 단체활동 시작한 소규모 또는 대규모(단체규모, 자체예산, 상주인력 등) 단
체
③ 중앙부처9) 산하 기관으로 위탁 운영되는 단체

8)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 ‘안산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로 전화 상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9)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 운영되거나 부처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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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정부 운영, 지방정부와 기업후원으로 운영(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집중됨)하
는 단체

위의 이주민 지원 단체의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
정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대상으로서 지역주민이 포함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지칭한다. 결혼이주여
성을 법적으로 정의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저긍로 체류하는 자”를 말한
다. 결혼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
득할 수 있으며 결혼 2년 미만의 국적미취득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정아동은 ‘다문화가족자원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귀화허가
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이주노
동자의 자녀로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연구대상 지역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 원곡1동 일대이다. (그림 1참조) 안산
시 원곡동은 반월, 시화공단에 바로 맞이하고 있는 지역으로 반월 공업단지와 함께
건설된 신도시이자 계획도시로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일대는 준주거지역이다. 외국
인비율을 보면 2012년 10월 말 안산시 등록된 외국인은 무국적자를 제외한 67개
국 44,216명이다. 행정안전부 2011년 12월 말 전국평균 외국인 비율이 2.2%이며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전체 인구의 6%가 등록외국인10)이다. 안산역 반월, 시화공
단과 마주한 원곡본동과 원곡1동의 2012년 2월 내외국민 비율을 보면 내국인

10)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을 제외한 수치이며 국적취득여성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안산시는
8.5%의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의 인구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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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산시청
그림 1-1. 안산시 원곡동 위치

42,091명(65%), 외국인 23,008명(35%)를 차지한다. 외국인근로자자들이 주 일터인
반월, 시화공단으로부터 접근성으로 인해 원곡동의 외국인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으며 이주민지원단체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지원요청, 정보을 얻기 위해 방
문하거나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주말마다 방문하는 수, 미등록외국인을 포함
하여 약 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2012년 기준 중국계 30,437명
(68.8%), 우즈베키스탄 3.266명(7.4%), 베트남 2,650명(6.0%), 인도네시아 1.368명
(3.1%) 순이다.
그림 1-1 의 공간은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된 마을이며 음식문화의 거리, 만남
의 광장등 주요한 축제,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지원단체들이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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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그림 1-4. 연구 대상지역인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일대

(3) 시기의 구분
다문화지원단체의 활동 및 역할은 일정 시점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
서 특정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외국인 관련 법 제정과 정부예산의 확충
등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를 3개로 나누었다.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안산시에 외국인행정
을 시작하는 2005년부터 2007년, 안산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와 다문화가족법 제정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이다.

① 1990년대 중반~2004년(태동기):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으로 소규모 민간단체들
만 활동하는 시기이다. 오랫동안 원곡동에서 활동해온 소규모 단체, 대규모(예산,
인력 측면에서)단체들이 들어오는 시기이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두고 단체 간 연대
를 통해 지역 의제를 이슈화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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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5년~2007년(갈등기): 안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생기고 안산시에서 외국
인근로자를 담당예산, 공무원이 배치된 시기이다. 2005년부터 민간단체 문화행사
보조금 지원,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등 지방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되었다.(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며 2006년 이주민 분과가 신설되었
다.) 이주민분과를 통해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신청에 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③ 2008년~현재(조정기): 외국인주민센터 개소로 최신식 공간이 마련되고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면서 다문화를 지역의 특
색으로서 홍보하였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민-관협의체11) 생겼으며
기존의 위탁운영되던 프로그램이 지방정부로 옮겨갔다. 다문화가족법 지정 이후 아
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단체, 프
로그램, 기업후원이 증가한 시기이다.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인터넷 신문기사, 해당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의 연혁과 활동을 파악하였고 중앙부처, 지방정부 통계 및 시
정 백서를 참고하였다. 문헌연구, 인터넷을 통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답사와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외국인밀집지역을 설명하는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와 다문화주
이론, 다문화지역에서 협력적 계획에 대하여 이론을 고찰하였다. 원곡동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이주민지원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관련 통계로 특
정국가 출신, 인구의 변화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다문
화관련 사업과 예산은 시정백서, 지방정부 홈페이지와 신문기사를 통해 당시 이슈
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와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토대로 단체 실무
자와 면담 시 질문을 구성하였다.
11)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 4장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근
거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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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와 인터뷰는 2010년 9월~10월과 2012년 8월~11월 두 시점에 걸쳐 진
행되었다. 2010년은 안산시가 대표적 다문화도시, 특구 홍보로 외국인주민센터(안
산시)에 다수의 연구자, 관련자(타 지자체, 사회복지, 기업체)의 방문이 높았던 시
기였으며 개소 시점부터 센터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남아있었던 시점이었다.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안산시)의 다문화특구, 조례 및 거주 외국인 기반과 총괄을 담당하
는 공무원과 면담과 관련자료 및 타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민간단체의 경우 해당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많아 공식적 방문요청과 인터
뷰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로 방문을 꺼리거
나 각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므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우선 학생 신분증과 간단한 연구 개요와 질문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fax로 각 단체에 발신하였으나 방문과 인터뷰로 이어진 곳은 두 단체였으며 전화
질문이 가능한 곳은 3 단체였다. 일요일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회에 참석 및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교육 봉사활동 등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연구자의 경우
편견을 가지고 아동이나 외국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을 당하였다.
때문에 1차 시기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센터(안산시)와 몇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처음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외국인 지원과
현재 원곡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및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종교 기반 단체의
경우 인터뷰가 종료된 후 연구자에게 전도를 시도하였고, 종교가 있음을 밝힌 후에
도 시도하거나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단체가
다문화를 알리고 한국인과 소통하고 싶으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혹은 드러나게 배
타성을 요인에 대한 연구질문을 추가하게되었다. 2차시기는 2012년 하반기로 원곡
동 내 만남의 광장에서 벌어진 여름 문화행사, 추석 행사 등을 관찰하였다. 1차 시
기에 단체와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공식적인 방문보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안산에 거주하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원곡동
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종교단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자는 민관협의체
구성원이었으며 전 대표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분과 구성원으로 안산시와
민간단체의 갈등, 협력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상근 실무자
역시 다문화가족사례관리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하여 타 단체와 교류와 네트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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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인 대표, 실무자가 외국인과 해당국가 언어로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종교모임이지만 외국인 주체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였다. 주로 토, 일요일에 정기모임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말에 단체를 방문하
여 관계를 맺어갔다.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과 대답을 들었으나 여러 차례
방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었다. 단체 사무
실 내에서 전해 듣는 이야기가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담당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타
단체 담당자와의 면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 실무자와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는 공
무원 등을 소개받아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실무자가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 이전
실무자12)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한국의 외국인 인구구성을 설명하는 아래로부터 초국가
주의, 다문화주의, 협력적 계획에 대한 이론고찰과 선행연구를, 3장은 연구의 질문
과 각 다문화지원단체의 역할 변화가 구체적, 생활공간인 원곡동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반월, 시화공
단의 배후주거지로 개발된 원곡동이 외국인 밀집지역이 되기까지 원곡동의 형성과
정과 원곡동을 생활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주민 지원단체의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다.
5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지원단체 활동을 3개의 시기로 나누
어 지원단체의 내․외부적 정책, 환경, 인식의 변화에 따른 역할과 입장의 변화를
Castles & Miller(2003)의 다문화주의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6장은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12) 국가별 단체, 종교 단체의 경우 담당자가 해외로 나간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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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 시민권 이
론, 협력적 계획 이론이다. 먼저 원곡동의 형성은 고차 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단순 제조업의 부족한 노동력의 유입으
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이를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로서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인
종, 다민족에 대한 이론인 다문화주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문화 지역에서 도
시계획의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도시민들과 지방정부, 지역커뮤니티가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와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
세계화는 크게 거대자본과 고급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초국적주의
(transnationalism from above)와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로 부터의 세계화로 인해 형성된 지역을 대
상을 연구하므로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에 대한
이론고찰을 하고자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그 다양성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늘 존재하였
다. 사회 전체에 존재하던 다양성이 오늘날 다시 중요해진 것은 다양성이 사회 통
합을 위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Martiniello, 2002). 오늘날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
성은 주로 임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결
혼여성과 자녀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한 비엘리트들의 초국가적인 이동이 만
들어내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위로부터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from
above)는 세계 금융경제에 의해 추동된 동질적인 표준화를 강제하지만, 이와 반대
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초국적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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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는 이주민들이 송금,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
방송 시청 등을 통해 여전히 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착국에서의 자신
들의 정체성을 재 정의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Smith(2001)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위와 활동이 지역에 체화되어 결절지를 중심
으로 형성되는 초국가적 도시주의에서 행위자들의 활동과 네트워크가 지역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관계 등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정이 아는 것을 중시하
였다.

2)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다문화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다문화사회가 등장
한 배경과 정책에 따라 다문화주의 모형에 대해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다문화주의 정의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현상이 내포한 갈등과 긴장의 현실을 해
결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하나의 윤리적․정치적 원리로 제안하는 이론
이다. 다문화주의 용어는 각 나라에서 다문화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따라 다문
화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
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수문화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의식과 그런 노력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면 크게 Taylor(1998)와
Kymlicka(1995)가 있다. Taylor는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를 Kymlicka(1995)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aylor(1998)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로 정의하였다. 공동체와 공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Taylor(1998)는 정치를 보편적 존엄성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로 구분하면
서 차이의 정치를 지지한다. 차이의 정치 "개인 혹은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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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도 구분되는 그들의 독특성"을 승인하는 인정의 정치학으로서, "지금까지 무
시되었고 간과되었으며, 지배적 혹은 다수적 정체성으로 동화되었던" 독특성을 긍
정한다.(Taylor, 1998; 57p) Taylor(1998)의 인정의 정치학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것
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문화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동등하게 가치 평가해
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대해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Taylor(1998) 식의 다문화주의적 전제가 갖는 난점
피해가려한다. 다양한 문화들을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으로 간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한 문화집단 내에 귀속된 개인의 권리들이 그 문화에 의
해 침해당하는 상활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자유주의 기본 원리는 모든 인가의 본질
적 관심은 '좋은 삶'을 사는데 있다는 가정으로부터(Kymlicka, 1995)13) 나옴을 주
장하며 자유주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다문화주의를 정당화한다.
Kymlicka(1995)는 한 문화가 그 문화에 속한 개인들이 좋은 삶을 사는데 도움
을 주 수 있다면 그 문화가 아무리 소수적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보존해 주어
야 한다고 보고 자유주의 전통 내에 있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탐색하며 소수 민
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소수문화에 위계를 설정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난민이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한 사람이
나 영토상으로 모여 살면서 강한 관습을 만들어낸 인디언 등은 소수 권리를 인정
해주어야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자발적 이민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다문화주의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인다.
Kymlicka(1995)는 다문화주의가 이민을 받아들인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
남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을 지적한다. 동아시아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국주의 지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서구 제국주의의 분리․지배 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다양한 인종․문화집단들 사이에
심한 위화감이 존재하며 해방 이후 위계질서가 잔존함으로써 문명화된 중심부가
미개한 주변부 집단의 계몽을 위해 마땅히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왜곡된 사고
로 나타나 다문화주의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유민주의 전통의 부재로 보편

13)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Press, p.81-진은영(2008), "다문화주
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95)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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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권의식이 결여로 인종․문화집단들 내부의 인권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국내학자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로 문경희(2006)는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
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할 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의 목표를 지칭하며 정상준(1995)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로 정의한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관심 속에서 채택되면
서 비판이 제기된다. 다양한 민족 문화적 특징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이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
적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외면하고,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오로
지 경영이나 마케팅 전략의 특권적 요소로만 제한되고(문경희, 2006),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제시하는 가치들을 부정하고 그 공동체의 문화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다문화
주의에 대한 비판이 형성되었다.

(2) 다문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은 특정 국가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나 그 형태, 다문화정책
의 시행에 따라 몇 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
(differentialist model)', '동화모형','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분류한다(Castles &
Miller, 1998).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이나 동화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문화주의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
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Martinello, 2002). 다문화주의 모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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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 사회에서의 외국인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국가가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
고, 복지 및 여러 정치,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서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
로 차단한다.
-이주집단에 따라서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고

차별적 포섭
․배제 모형

부인하기도 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손님'으로
여겨질 뿐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반면 엄격

-한국, 일본, 독일 등
단일 민족을 강조해온
국가

한 조견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 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
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민자(외국인)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징을 완
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동화모형

다.

-프랑스

-주류사회가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

-1960년대 까지의 미국

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의 용광로(meltiong

정책이며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pot) 정책

자녀을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과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

다문화주의
모형

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니 공존에 둔다

-영․미 계통 국가

-예) Salad Bowl, Ethnic Mosaic
자료: 김이선 외 2인 2006:129-130; 김은미․김지현, 2009:9;
Castles & Miller, 1998:171-201 을 참고하여 재인용

<표 2-1>에 제시된 모형들은 그 국가의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
라 모형의 적용을 달리한다. 차별적 배제․포섭 모형인 한국, 일본, 독일은 단일 민
족을 강조한 국가들이며 이민이나 외국인 이주가 노동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
적이며 부분적으로 개방된 국가들이다. 기존 다수 혹은 단일 집단에 이주민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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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동화되어가는 정책을 추구한다. 한 국가에 많은 국민이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
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흡수(absorption)모형' 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건국
초기 이민에 의해 국가가 형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일찍
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한 인종적, 계급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한 국가에 많은 국
민, 많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 용광로 정책
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여러 문화를 하나로 용해(melting)하지 않고 각각 정체성
을 유지하는 모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거주지와 핵심적 정치이
념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의 경우 영국계 연방주의자와
프랑스계 분리주의자 간의 갈등이 다문화주의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두 그룹의 갈
등의 해결 방식이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적용이 되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다.

3) 거버넌스와 협력적 계획
(1) 거버넌스
21세기 세계화의 가속화는 기존의 개별 국가의 정부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개입 감소와 지방정부에의 권한위임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이전의 정부
(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을 가져왔고 정부의 역할 수
행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 국가와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통치구조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틀이 필요(Rhodes, R, 1996;
Kooiman, J, 2003)하게 되면서 '거버넌스'의 역할과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Putnam(1995: 65-68)은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시민의 유대와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기능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문제의 복잡성의 증가와 민간부문의 역량증대 등으로 정부의 독점적인 사
회문제 해결 능력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민간기업과 일반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
회구성원들의 사회문제해결 역량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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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공식적인 권한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특성은 행위주체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일방
적인 명령체계가 아닌 조직 간 자발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존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들 사이에 공유된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
하기위해 타협하고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교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위 주체들이 동의한 규칙
에 의해 통제되고 신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거버넌스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통적인 강조점은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과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간의 협력’에 있다. 즉 거버넌스는 ‘자기조직
적, 상호구성적 네트워크’이며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주체들 간의 수평적·협력적 조직’(Jessop,
2000)이다.
급격한 개방화, 시민사회의 발달, 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서순탁,
2008; 박경원, 2001; 차미숙 외, 2003) 참여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중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지역적 수준에서 자신의 이해에 관련되는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 및 과정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세계적 수준, 국
가적 수준, 지역적 수준 등 다양한 규모에서 구성될 수 있다. 참여거버넌스의 특징
은 이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지역공동체에
서 행위자들의 의도가 자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다는 점에 참여 거버넌스의 특징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
다(박세훈 외, 2009).

(2) 협력적 계획
도시정부, 시민,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집단이 급격한 주변 여건의 변화가 도
시계획의 합의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계획을 참여자 간의 상호교류작용과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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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주변환경 속에서 도출된 거버너스로 보는 현상이 등장하였
다(Healey, 1996).
1990년대 이후 협력적 계획은 계획이론 분야의 대안적 이론으로 부각되어 왔
다. Forester(1999), Healey(1996, 2003), Innes(2000)등이 주도한 협력적 계획은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고 대화에 참여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
는 새로운 계획 모델의 요구와 합리적 계획이 갖는 계획적 타당성에 대한 도전에
서 시작되었다.
협력적 계획은 이론적으로 하버마스의 ‘소통적 행위이론’과 기든스의 ‘구조화 이
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Habermas의 '소통적 이론'에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ve action)에 근거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합의와 행동의 기초로서 왜곡
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탐색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은
협력적 계획의 근거가 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 뿌리
를 두면서 대화를 통한 합의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근간하므로 사회학습, 합의도
출, 참여자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방법이며 결과물이 된다. Giddens는 계획가들은
권력관계나 행정맥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고 계획가들이 계
획이슈에 관련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은 정치, 사회 등의 구조적인
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개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집단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집단적 관계를 새로운 구조로 바라본다. 구조화
이론은 구조를 개별적인 참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힘으로 보며 구조적 힘은 네트워
크를 통해 작동하며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구조적인 힘들에 의해 연결된다. 구
조는 계획가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계획가가 구조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구조의 의사결정체계, 자원배분, 권력 등을 변화시키는 '변
화의 힘'이 존재한다(Healey, 1996).
협력(collaboration)은 동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며 동시에 경쟁자, 적과도 함께
일하는 것으로 바로 이 점이 협력적 계획의 강점이자 긴장요소이다. 이익과 자원이
서로 다른 행위자들과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호혜성(recuprocity), 관계성
(relationship), 학습(learning), 창조성(creativity)등의 잠재력을 갖는다(Innes․boo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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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또한 협력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 신뢰와 관계성의 구축을 통한 사
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박경원, 2001) 사회 구
성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공간적 범위로서 외국인 밀집지역와 대상지인 원곡동 선행연
구가 있으며 협력적 계획 및 과정에 관한 연구와 이주민 지원단체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현 연구로 정연주(2001)는 경인지역을 사례로 외국인 산
업연수생 분포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공간적 전개과정의 특징을 밝혔고 조현
미(2006)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일대 상서공단 주변의 약 4만영의 외국인이 거
주하면서 형성된 에스닉 커뮤니티가 새로운 사회공간을 형성하였고, 그들만의 네트
워크 확산과 강한 공감대 형성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연주(2004)는 경인 지역의 인천 남동공단, 안산 반월공단, 부천 삼정동 일대 외국
인 노동자의 공간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였다. 박세훈(2009)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
는 도시정책으로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가리봉동, 이촌동, 서래마을, 안산 원곡
동의 현황과 외국인 비중이 2%, 5%, 10%로 증가는 사회에서의 정책대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원곡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크게 문화인류학, 사회학, 공간적인 접근이 있
다. 문화인류학 접근으로서 서민우(2009)는 원곡동이라는 공간을 두고 이주민지원
단체간의 정치적 갈등과 경합의 장이 형성되었으며 정치적 장이 공적인 장으로 대
체되며 이주민에 대한 담론이 사라짐을 연구하였다. 이선화(2007)는 외국인과 원주
민의 두려움에서 공존의 관계로 적응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권온
(2011)은 다문화특구로 형성된 만남의 광장을 점유하는 외국인들의 갈등전개 방식
을 연구하였다.

- 19 -

공간적 접근으로 오경석(2005)은 원곡동의 다문화주의 실천이 국가적 차원의
행사,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원의 대상이 됨을 비판하였고 박배균․정건화
(2004) 특정지역의 세계화로 기억되는 장소와 상반되는 ‘잊어버림’의 장소로서 원
곡동이 주변화되고 소외되면서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포섭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태정(2005)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배경 속에서 불법체류 및 미등록이주노동
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됨고 있음을, 장영진(2006) 외국인 대상 업체의 특성에 따라
민족네트워크가 구성되며 업체의 위치한 원곡동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을 연구하였
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관한 연구에서 김원(2009)은 한국 이주민(혹은 결혼이민자)
에 대해 지원단체가 내세우는 실천 담론이 이주민과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차이
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송종호(2006)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의 활동의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활동내역, 상담활동, 프로그램을
분류화하여 나타내었다. 이종두(2004)는 이주민과 정부의 매개자로서 외국인 노동
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의 역할을 외국인근로자 도입기부터 연구하였다.
협력적 계획에 관한 선행연구로 박경원(2001)은 변화하는 도시 거버넌스에 협
력적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관계성 구축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세훈 외(2009)은 제도주의적 접근으로서 참여거버넌스를
미시적(구조, 주체), 거시적(과정으로서 참여성, 자율성,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이경환·안건혁(2007)은 협력적 계획의 합의과정에서 사회자본, 지적 자
본, 정치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 국외 연구
이주민집단에서의 다문화현상에 관한 연구로 Laguerre(2003)은 뉴욕의 유대교,
이슬람교도들이 종교적 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방
법을 연구하였고 Baumann(1996)은 런던 Southall 지역에서 이민자 집단들의 정체
성을 연구하였다.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지역을 떠나며 종종 중심 공동체
가 종족, 출신지역, 이주 경험, 종교, 세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잡화되어 구성
되었음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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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늘어가는 외국인의 수용과 포용에 관한 연구로 Amin(2002)은,
2001년 영국 Norther Mill Town 에서 발생한 다문화지역의 폭동 이후 혼합정책
의 실패로 지역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지역에서
다양한 이웃이 지역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문화상호주의의 가능성은 일
상수준의서 지루한 협상과 논의가 바탕이 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구조가 영향
을 미침을 연구하였다. Frisken(2003)은 캐나다 토론토의 다문화지역에서 주거, 보
건, 교육, 치안, 토지이용, 교통과 사회서비스 등 9개 분야의 지역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모순적(적대적임과 동시에 포용적)인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고 중앙정부
의 재정, 법적 지원없이 지방정부가 돕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Chan(2007) 문
화적 정체성이 다른 도시에서 계획으로서 Brimigham 중국 지역을 사례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조물의 설치와 과정을 연구하였다. 다른 문화를 모방
하고 전파하는 자산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협력적 계획에 관한 연구로는 Innes(1999, 2000) 기존의 시민참여의 실패에서
모든 기준과 새로운 협력방법으로 시민참여 패러다임 구축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에 깊게 작동하는 계획의 다른 두 모델의 변화의 정도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국가 제도의 변화만이 아닌 일상적, 공간적 실천 영역에서 지역에 밀
착하여 활동한 이주민지원단체 의 형성과 역할변화를 통해 다문화지역에서의 협력
적 계획의 장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면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체계, 예산집행, 이주민 지원단체의 프로그램, 외부활동으로 상황에 따라 차별
적 혹은 선택적 배제·포섭모형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으로서 동화주의 모형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개
인적, 공간적, 일상적 차원에서 마주하는 것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활동과 관계를 연구하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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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질문과 분석의 틀
국가차원의 정책기조가 외국인과 자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공간에서 발현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Kymlicha, 2003, 박배균, 2009,
오경석, 2009, 서민우 2009). 이전 연구들이 정책적 차원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법
적 신분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실천되는 모형을 분석한 것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외
국인밀집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이 받아들여지는 모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국인주민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알
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형성과 활동내용, 지역주민과 상호작
용,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역할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
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원곡
동은 공단과 근접한 지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면서 외
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이 단체들의 활동이 정책적 차원과 별개로 지
역사회에서 개인적 관계나 종교,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을 받아
들이는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큰 틀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질문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정주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의 수
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4) 지역에서 유동적인 외국인을 도시계획의 대상(또
는 고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가를 시작
으로 연구의 질문이 구성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이주민 지원단체는 어떻게 원곡동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들은 어떤 목적과 비전을 설정하고 원곡동에서 활동하는
1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현황 http://www.mopas.go.kr

- 22 -

가?
- 초기 자원이 부족한 시기 어떻게 의제를 이슈화하고 연대활동을 구성하였는가?
- 시기에 따라 민간지원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곡동에서 활동하면서 기존의 민간단체와의 경쟁이 발
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식, 비공식적 창구를 통한 협력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려움은 무엇인
가?
-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기관의 활동이 일상 공간에서 다문화주의 실천으로까지 확
장되고 있는가?

원곡동이라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문화지원단체들의 형성과정과
역할의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시기별 이슈와 단체 간의 연합과 갈등을 정책적
영역의 ‘다문화’가 아닌 일상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적 차원의 외국인노
동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포섭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주의 실천과 달리 다문
화지원단체를 통한 외국인지원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다문화’가 실천된 과정에 대
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2. 분석의 틀
실제적인 공간 속에서 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과정과 역할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과는 별개로 개인적 관계나 종교,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에서 외국인주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Castles &
Miller(2003)는 국가에 따라 이주민(또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통합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차별적 배제/포섭 모형은 주로 영주화를 막고 내국
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정책을 취하는 국가에서 나타난다. 동화주의 모형은 한
국가의 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소수자가 주류사회에 동화되는 정책을 지원하는
경우이며 다문화주의(또는 다원주의)는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문화
가 보존되는 것을 지원하며 이질화가 허용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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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astles & Miller(2003)의 3가지 다문화모형인 차별적 배제와
포섭,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모형을 일상적인 대면과 적응 관계에 놓인 원곡동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특히 각 모형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방법으로서 원곡동에서 활동한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문화지
원단체가 형성된 과정과 법, 제도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일상적, 구체적인 지역적 맥락을 분석의 배경으로 삼은 것은 다문화적 국가 제
도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일상적인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다문화주의의 확장을 가
져오지는 않으며 다문화적 국가 제도의 건설이 개인 간 관계에서의 다문화주의적
실천의 필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다문화주의의 일상화를 저해하므로 일상적 차원에
서 삶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Kymlicha, 2003, 박배균, 2009). 그러므로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단위에서 접촉하고 적응의 단계를 경험한 공간인 원곡동을 분석
의 배경으로 삼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설정한 분석의 틀은 <그림 3-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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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분석의 틀

시기의 구분의 기준은 정부의 지원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획득되기
이전까지를 태동기(1990년대 중반~2004)로 고용허가제 실시와 지방정부(안산시)
차원의 민간단체를 통한 외국인주민지원과 원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민간단체
와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시기를 갈등기(2005년~2007년)로 외국인주민센터(안산
시)개소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주민지원, 다문화지역으로 장소성이 형성되
고 홍보되는 2008년부터 현재를 조정기로 구분하였다.
다문화주의의 실천이 구체적인 공간의 맥락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지원단체를
통한 의견수렵, 지역에 대한 건의 및 소통의 장이 구성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통
해 원곡동에서 외국인주민을 받아들이는 유형을 Castles & Miller(2003)의 3가지
모형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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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산시 원곡동의 형성과정과 다문화 지원단체 형성
과정

1. 안산시 원곡동의 형성과정
안산 지역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특징은 기업의 7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사양 산업형, 공해 유발형, 저부가가치의 내수
위주 공장으로 기술이나 상품개발을 통해 경쟁하기 보다는 노동력 비용 절감을 통
해 경쟁하므로 1990년 중분 이후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
화시키면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기 주요 외국인지원단체들이
생겨났으며 중앙,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단체,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안산
을 지역기반으로 활동한 소규모 단체들이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인 단체가 고용허가
제등의 의제를 표면화시키고 정책 입안에 조언을 하는 등 원곡동이 외국인근로자
지역이라는 대내외적인 인식을 갖게 된 시기이다.
원곡동의 형성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안산신도시가 개발
되면서 반월, 시화공단의 배후 지역으로서 원곡동이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공
단지역의 내국인 노동자가 거주한 1980년대 1단계, 1990년대 이후 IMF를 겪으면
서 내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슬럼화되고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중반2단계, 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3D업종의
노동자들이 서서히 이주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한 3단계이다. 4단계는 중앙, 지방정
부가 외국인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방정부 단체, 민간단
체가 증가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이주민, 다문화라는 대상을 두
고 입장이 다양화되는 2005년 이후이다.

1) 1단계-공단조성과 안산시가 개발되는 시기(1980년대 후반 ~ 1990년
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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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원곡동은 본래 원상리(양지마을)와 모곡리(땟골)등 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마을이었으니 신도시 개발 후 취락이 폐동되고 원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가 조성되었으며 반월공단과 근접하여 있으며 안산여과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장점으로 내국인 노동자 주거지역으로 성장한 곳이다. 1980년대 초부터 반월공단
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노동자들이 모이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반월 신도시는
도시 계획에 있어 최초로 도시설계를 실시하여 형성되었으며 초기 안산시에서 가
장 번화한 곳으로 직교형 가로망으로 조성된 주거지이다. 안산역 맞대고 주요 상권
이 형성되었으며 1990년대 초까지 안산 중심적 상업지역이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인구 편중과 지역발전불균형문
제를 해결하기위해 분산 정책을 실시였다. 안산시 반월 공단은 1960년대부터 시작
된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결과로 1964년부터 시작한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
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구와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게 되었다. 이에 반월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공해업체 이전 시점에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반월지
구의 조성 목표는 신공업 도시의 기능으로 서울의 공업을 분산 수용하고, 서울의
인구분산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자족 도시를 지향하고, 서해안 개발의 거점 확
보와 신도시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978년 공사를 착공해 1986
년까지 서울에 소재한 1,0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
도권의 노동력을 흡수하여 인구 20만명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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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안산시사

그림 4-1. 반월신공업도시 공간구조계획

자료:안산시사

그림 4-2 군자지구 일대 공간구조

반월신도시 건설계획상 도시계획은 전체 겨획면적중 41%는 주택지와 공업단지
로 개발하고, 나머지 59%는 공원, 녹지 또는 농지로 보존하였다. 1차 계획인구 20
만명에서 수정하여 30만명 도시를 계획하였다. 각 용도지역을 생산기능(공단지구,
농경지구), 주거기능, 업무기능 으로 분리하였다. 특히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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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근거리가 3~8km및 이내가 되도록 고려하여 3개의
생활권(군자, 수암, 반월)이 탄생하였고 소비공간은 업무공간과 근접하여 도시중심
에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지구중심 소비공간은 각 근린 주거공간에서 도보로
2~3km 정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다.
<그림4-1>에서 공업지역에 마주한 주거지역(군자지구)으로 원곡동은 안산역의
근접성으로 지구상업지역과 중심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반월공단 공장입주 후,
원곡동 일대는 서울로부터 이주하거나 새로 생긴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외지인들
이 유입되었으며 공단 노동자와 가족들이 유입되면서 주거인구가 늘어나면서 원곡
동 일대는 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료: 안산시사

그림 4-3. 1988년 원곡동 일대

2) 2단계- 내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슬럼화되고 외국인근로자가 유입
되기 시작하는 시기(1990년대 중반 ~ 1990년대 후반)

반월공단은 서울에 산재한 조립금속기계업 및 공해유발업체들의 이전을 목적
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반월공단을 비롯하여 안산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
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중소규모 업체들이었다. 산업구조 개편되고 3D 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반월공단을 떠나면서 노동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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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안산시, 원곡본동 한국인 인구수
단위:(명)
년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원곡본동인구수

16,563

24,961

35,866

19,844

20,270

26,434

15,330

252,157

507,952

575,574

693,239

753,862

안산시

127,231

전체인구

15)

자료: 안산시 통계연보
1990년 이전 자료는 반월출장소 군자지소자료임

족 현상이 나타났다.
<표4-1>에서 보듯이 공단 노동자들이 집중 거주한 원곡본동의 거주 인구수는
3만명이 넘는 대단위 노동자 주거지역에서 1995년 19,844명으로 약 40%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IMF 직전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한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점차 슬럼화되면서 오토바이 티켓다방등이 극성을 부렸다. IMF 이후, 그나마 남아
있던 한국인들도 실직을 함으로서 원곡동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
어났다. 원곡동에 외국인근로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 시기이다.16) 원곡본
동의 인구수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 1994년 38,210명에서 2004년 29,703명으로 계
속 감소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다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5년과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산에 본격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전후였
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던 이주노동자의 국내 진출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
리해고와 파견의 합법화, 공장이전,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급증하
였다. 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편 과정을 통해 더욱 영세화된 반월공단 중소업체
는 인력부족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주노동력과 비정규직 노동력
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
한 노동조건에서도 지정업종인 피혁, 염색, 인쇄, 화학, 기계, 도금 등 중소제조업체
15) 1985년 안산시 인구는 안산시 인구통계가 1986년부터 구축되어있으므로 1986년 인구를 사용하였다.
16)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소장, 다문화 칼럼, 불법체류의 원인과 외국인노동자 인권, 그리고 대안 만들기(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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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원곡본동 한국인과 등록외국인수
단위:(명)
2010

년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계

38,250

35,060

36,086

34,660

32,394

35,627

42,266

49,194

62,992

한국인

38,210

34,665

35,479

33,768

31,202

29,703

32,627

32,980

42,309

외국인

40

395

607

892

1,192

5,924

9,639

16,214

20,683

자료: 안산시 통계연보

그림 4-4. 원곡본동 내외국인 인구변화

로 대거 유입되었다.

3) 3단계-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시기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외국인이 유입된 제도의 변화를 보면 1991년 10월 2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 발급 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으로 공식적인 외국인근로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1년 11월 1일부터 산업기술연수생제
도를 실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시작되었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합작 투자하는 기업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체 등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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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내거주등록외국인수
단위:(명)
년도

1994

합계 95,778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167,664

182,788

244,172

287,923

469,183

632,490

854,007

918,917

남

54,917

99,813

107,980

143,177

159,356

278,377

370,728

480,136

514,956

여

40,861

67,851

74,808

100,995

128,567

190,806

261,762

373,871

403,961

자료: 법무부

현지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기능향상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기술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은 것이다. 이 제도는 대상 기업을 한정하였고 연수생
의 연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였다. 대상기업 제한과 연
수기간이 짧았으므로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연수생은 많지
않았고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사업장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으며 편법적으로 사
용되었다. 본래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1년이상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은 내국인으로는 충원 불가능한 전문 기술직으로 한정하여 발급함으로써 단순
생산직 종사자의 유입을 봉쇄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로 들
어온 연수생들도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면서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였다. 정부
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992년 8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
입하여 10개 업종(염색, 도금, 열처리, 주조, 기계, 신발, 유리, 피혁, 전자, 전기)의
사업체들에 대해 1만명 이내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1993년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1993년 4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
과 1993년 11월 24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재개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수생
들의 도입기준이 완화되고 체류기간도 2년으로, 인원도 매년 2만명, 적용대상도 중
소기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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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내거주 등록외국인수

<표4-3>에서 1994년 9만 5778명에서 1996년 16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약 28만명에서 2004년 46만명으로 고용허가제 실시이후인 2006년은 약 63만명으
로 증가하였고 방문취업제도가 실시된 2007년 이후 85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1992년부터 반월, 시화공단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
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곡동에 거주하기 시작한다. 공동화되고 슬럼화된 원곡동 지역에 외국
인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및 상권이 형성되었고 이 시
기를 통해 원곡동의 지역성이 만들어졌다. 반월, 시화공단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상
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초창기 외국인들이 원곡동에 거주하게 되었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원곡동에 밀집하면서 그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
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밀집하게 되었다.(박배균․정건화, 2004)
외국인근로자들은 다가구주택을 비롯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원룸, 고시
원 등의 임대용 건물에서 주로 거주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시원 등으로 건
물을 개․보수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상인과 임대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소비층이 형성되면서 원곡동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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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중앙, 지방정부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 시작으로 외국인행정이
본격화되는 시기(2005년 이후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에서 이주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정책, 연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안산시는 2005년 5월 17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
터’를 사업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전국 외국인 1%, 안산시 5% 법무부 자료, 미
등록 추계인구) 2006년 외국인복지지원과(14명 근무)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기존의
공단지역, 외국인 대상 범죄로 인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
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다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이미지 제고의 방안으
로서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로서 안산시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05
년도 이후는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외국인행정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간단체와 의
견충돌이 발생한다. 2007년 ‘원곡동 외국인 마을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문화 특구’ 지정을 둘러싸고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민간단체와 특구지정으로 시를 홍보하고 이미지 개선, 지역주민의 경우 임대료 및
상권 활성화라는 이권에 따라 특구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등이 표출
되었다. 2008년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원곡동에 개소하
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킹된 이주민대상 사업들이 외국인주민센터를 중심
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이주민분과(2006년 구성됨), 민관협의체
(2008년 구성) 등 공적인 영역에서 의견수렴의 장이 형성되었다.
안산시 외국인수는 2002년 미등록노동자 자신신고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
하였다. 2002년 8,799명에서 2004년 20,089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외동포의 방문취
업제도가 도입되 2007년 이후인 2008년부터는 3만 2816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안산시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전체인구 77만 3,890명의 4.2%를 차지한다. 원곡본
동의 경우 등록외국인의 54%인 2만68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외국인밀집
거주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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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안산시, 원곡본동 등록 외국인 수
단위(명, %)
2008
2010

년도

1998

2000

2002

2004

2006

안산시 외국인

7,493

8,662

8,799

20,089

24,256

32,816

38,971

안산시 외국인비율
원곡본동 외국인

(4.1)
607

(3.5)
892

(3.1)
1,192

(4.3)
5,924

(3.8)
9,639

(3.8)
16,214

(4.2)
20,683

원곡동 외국인비율

(8.1)

(10.3)

(13.5)

(29.5)

(39.7)

(54.1)
(49.4)
자료: 안산시통계

안산시 등록외국인의 증가와 특정국가 출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표
4-5> 보는 것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의 이주목적을 보면, 단순취업이
71.9%(28,031명)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 목적으로 한 이주
는 10.5%(4,110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54.8%(21,377명)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계를 뺀 중곡이 13.9%(5,422명), 베
트남 6.4%(2,493명), 우즈베키스탄 4.8%(1,871명), 필리핀 3.9%(1,509명), 인도네
시아 3.7%(1,46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방문취업제도로 재외동포의 서비스
업종에서의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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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안산시 국적별, 체류목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2010년 12월말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국적별

근로

결혼이민

유학

전문취업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계 러시아
러시아(연방)
스리랑카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미국
캄보디아
일본
기타국적
무국적

17,742
606
1.864
1,795
1,338
1,432
609
6
580
483
355
387
200
239
0
152
0
241
2
28,031
(71.92)

1,298
1,748
560
40
91
15
8
32
3
29
63
14
24
11
14
34
55
71
0
4,110
(10.54)

136
1,491
9
6
0
1
0
3
0
1
44
9
41
1
3
0
1
43
0
1,789
(4.59)

1
87
0
2
39
0
0
3
0
0
1
2
1
4
166
0
11
118
0
435
(1.1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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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방문 등

계

6
2,194
21,377
36
1,454
5,422
2
58
2,493
4
24
1,871
3
38
1,509
1
12
1,461
0
24
641
0
57
101
1
10
594
6
28
547
7
53
523
17
20
449
20
40
326
20
27
302
0
46
229
0
1
187
9
102
178
59
229
761
0
3
5
191
4,420
38,976
(0.49)
(11.34)
(100)
자료: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2. 다문화 지원 단체의 형성과정
본 논문에서 다문화 지원 단체는 원곡동을 생활기반17)으로 하는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및 내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
을 하는 단체를 칭한다. 지방정부 직영단체, 중앙정부 위탁운영 단체, 종교기반단체
로는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슬람단체가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우 지방, 중앙정부
의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 후원으로 운영되는 아동센터, 도서관등의
시설 등이 있다.
원곡동의 다문화 지원 단체는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외국인근
로자들의 인권, 상해, 근로조건에 관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형
성되었다. 90년대 중반에 원곡동에 설립된 단체들이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2000년
대에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지원단체가 생
겨났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부터는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지원이
본격화되었고 기존의 종교단체와 구별되는 규모가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큰 개신교
단체가 들어왔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생성되었다. 2007년 이후
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들이 생겨났으며 원곡동의 외국
인지원단체는 크게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나뉜다. 아래 표는 원곡동내에 위치한 외국
인지원 단체들의 설립년도를 나타낸 것이다.18)

17)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장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 주말마다 안산에 정보를 얻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이는 외국인근로자(주말만 지낼 숙소를 원곡동에 마련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경
우), 원곡동 주변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포함한 이들이 원곡동을 생활기반으로 한다.
18) 안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개제된 외국인지원단체 현황 토대로 구성하였다.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 단체들이 비교적 안산시와 타단체들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조관계
에 놓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 갈릴래아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다가 정식으로 단체를 설립한 것은 199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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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생성년도 별 안산시 외국인 지원단체
( )안 숫자는 설립년도

년도

1995

2000

2005

2010

(90)안산선교교회
(94)안산이주민센터
(95)안디옥국제선교회
(97)갈릴래아사목센터 19)
(00)동산교회선교센터
(01)안산 조선족 교회

민
지
원
단

(02)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집
(05)국경없는센터

간

(05)베트남선교원

운

(05)온누리M센터
(06)귀한동포안산지회

영

(07)갈릴래아어린이집

체

(08)샤론어린이집

명

(08)지역아동센터
(08)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09)우리함께다문화
(10)동그라미
배움센터
(06)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정

(08)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부

(08)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10)위스타트

영

글로벌아동센터

연구자 작성

1) 지원단체의 규모, 구성에 따른 구분
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1994년을 시작으로 2005
년 고용허가제와 2009년 방문취업제등 제도의 변화와 2007년 다문화가족법 제정으
로 사회적 관심과 예산의 증가로 활동하는 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중심에서 결혼이
주여성으로 다문화가족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랜 시간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해온 단
체에서 위탁사업만 운영하는 단체 등 그 구성이 다양하다. 선행연구20)와 원곡동의
20) 송종호(2006)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를 활동성과 연대의 틀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① 외국
인노동자대책협의회(1995년 설립되어 외국인노동자 지원활동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대 틀 구성한 단체)에 참
가하는 단체로서 종교나 지역 구별 없이 연대하고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단체 ②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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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단체 현황에 따라 지원 단체를 크게 3개로 분류하였다.
첫째 일부 종교단체로 원곡동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안산역 일대 지역주민이 외
국인이라서 선교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지원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안산선교교회
(1990년 설립), 안산이주민센터(1994년 설립), 안디옥 국제선교회(1995년 설립), 동
산교회선교센터(2000년 설립), 갈릴래아 천주교 사목센터21)(1997년 설립) 등이 해
당된다. 이 단체의 경우 단체의 규모는 영세하나 지역 친화적으로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 활동하였다.22)
둘째는 2000년 이후 원곡동에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므로
서비스 필요를 느끼고 원곡동으로 들어와 활동하는 단체이다. 소규모 단체로는 안
산 조선족 교회(2001년 설립),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 집(2002년 설립), 귀한동포
안산지회(2006년 설립)등이 있으며 예산, 시설이 대규모인 온누리M센터(2005년 설
립),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2008년 설립), 안산제일교회(제일 재단) 등이 있으며
대규모 단체의 경우 소규모 단체로부터 ‘외국인을 빼간다’ 등의 부정적인 입장에
놓이기도 하며 자체예산의 규모가 크므로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이나 행사에 참여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방정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2008년 개소)로 2005년 원
곡동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2008년 서비스를 확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다. 중앙정부 위탁으로 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8년 보건복지부 위탁운
영에서 2009년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재 위탁되어 운영됨), 고용노동부 위탁 운영되
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2006년 설립, 2010년 폐쇄23))등이 있다. 그 밖에 지방정
부가 장소를 제공하고 기업후원으로 운영되는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2010년
설립) 등이 있다. 세 번째 그룹의 경우 지방,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운영되며 기업
의 후원의 경우도 민관컨소시엄 형태로 기업의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앞의 두
참가하지 않지만 활동성이 높은 단체로 카톨릭 및 일부 개신교 단체로 한국 내 다른 외국인 지원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에는 소극적이나 종교단체 연대에는 참여하는 단체 ③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선
교에 관심이 높은 단체로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협의회나 선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신교교단 소속인 경우인
단체로 구분한다.
21) 갈릴래아는 천주교 사목단체로서 필리핀커뮤니티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22) 인터뷰를 통해 위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타 단체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000
은 많이 변했어요. 민심을 많이 잃었죠’ 라는 이야기를 단체 실무자를 통해 여러 번 들었다.
23) 폐쇄 조치 이후 현재는 전화 상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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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규모, 운영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2007년 다문화가족법 제정 이후 지역
아동센터나 기존 단체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생겼으며 아동
대상의 기업 및 복지재단 후원(삼성전자, ST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도 증가하였
다. 그 밖에 이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국가별(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
핀 등) 모임이 있으며 국가별 모임도 한 국가에서도 종교, 민족이 다른 경우 복수
의 국가별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2) 민간단체의 형성과정
민간단체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원곡동에 자리한 종교단체가 홍보 및 선교활동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긴급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원곡동으
로 이주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에 관계없이 지역전도활동의 차원
으로서 시작되어 초기 소수의 외국인근로자들 내의 네트워크의 긴밀성으로 타 지
역의 외국인근로자까지를 포함한 종교활동 및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로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2년 연수 후 1년의 취업비자를 주는 ‘연수취업제’가 실시
되는 2000년까지는 90년대 초중반에 생성된 소수의 종교단체를 위주로 운영되었
다. 제도의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유입이 증가하는 2000년과 고용허가
제가 실시된 2004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지원단체의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특정국
가의 외국인 증가로 서비스 대상이 분화되고, 규모가 큰 종교단체의 서비스센터가
개원하여 내국인 봉사자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접촉 빈도도 증가하게 되면서 외국
인근로자 및 다문화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
가정의 자녀, 또는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성장하여 보육 서비스 및 한국어·한글 교
육의 필요로 2000년대 후반에는 아동 대상 단체가 증가한다.
이주민센터, 안디옥국제선교회, 갈릴래아, 외국인노동자·중국 동포의집은 민간단
체 중 선발주자로서 지역에 기반하여 설립되었다. 이주민센터, 안디옥국제선교회,
갈릴래아는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오던 단체였으며 외국인노동자·중국 동포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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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단체가 안산지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후발주자인 삼
육재단, 제일다문화센터, 온누리M, 지역아동센터, 글로벌미션센터 등은 외국인밀집
지역이라는 원곡동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 후 복지, 선교를 목적으로 원곡동에서
활동을 시작한 단체들이다.
민간단체 중 가장 초기에 형성된 단체들은 종교단체로서 모임에 나오는 외국인
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서의 생활, 공장에서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변
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종교활동 이외에 주로 노동에 관련된
상담이 주요 업무가 되었고 봉사자를 통한 의료활동,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기위
해 한글,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편 외국인의 어려움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
하는 대정부활동을 이끌어냈면서 원곡동을 외국인 마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단체이다.
민간단체는 1990년대 지역에 위치한 개신교 단체로 거리에 외국인이 한 두명씩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전도를 시작으로 관계를 맺다가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타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회공간을 주중에는 쉼터로 이용하면서 외국인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원곡동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을 활용하게 쉼터 기능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단체에 따라 상담(노동, 인권
관련),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생겨났다.

우리가 90년도 7월1일에 처음 설립예배를 드렸죠. 원래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박목사님(현 이주민센터 위치)네 있는 쪽에 있었어요. 원래 과천에서 사역자
로 3년을 있다가 파송 받아서 (안산에)왔죠. 뭐 연고지도 없이 왔죠. 외국인사역할
거라고는 처음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외국인 사역은 92년부터 시작했
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원곡공원에서 파키스탄 사람을 한명 만났
어요. 직장도 없고 잘 곳도 없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직장도 잡아주고 했
는데 이 형제가 고마웠던지 그 다음 주에 파키스탄친구 열명정도를 데리고 온거에
요. 10명이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중략) 처음엔 외국인 사역을 할 생각도 없었
는데. T-mission(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이 단체가 속해있는 선교단체이다.) 브라
이언 선교사님 부부가 매주 안산으로 오셔서 영어예배를 시작하게됬어요. 92년도
에. 초창기에는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할 사람도 많고 본국으
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죠.
안산선교교회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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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에 원곡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안산역에 주말에
외국인들이 모여 있으니 전도를 해보자고 해서 전도를 했죠. 처음에는 영어권 예배
를 드리다가 비영어권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모임을)나눴죠.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란으로 영어예배를 드렸어요. (중략) 저는 전도사님 일 정리 도우면서 그 분이
봉사하시던 게 인도네시아 파트였거든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랑 거기서 살다온 사
람들, 네팔, 이란, 인도네시아가 모여서 000센터를 시작하게 된거죠.
안산시 거주, 센터 실무자 인터뷰
안산에 연고지를 두고 활동하던 개신교 교회가 당시 반월, 시화공단에 근무하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말에 안산역에서 같은 국가출신끼리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선교를 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배 이후 모임을
통해 공장에서의 생활과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모
색하게 된 것이다.
안산은 공업도시로 공단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흐름이 1986년부터
있었으므로 원곡동에 있는 종교단체의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운동을
지원하였으므로 외국인의 공장생활에서의 사업주와의 어려움이라는 주제가 전혀 새
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노동운동이 한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그 대상이 외국인으로 바뀐 것이었다. 1987년 반월공단이 완공되면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안산지역의 종교단체인 원곡성당,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가 있었고 이 단체들은 노동상담소 형태로 등장하였다. 1986년 4월 안산노동교회
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가운데 안산지역 노동단체의 형태를 최초로 갖춘 곳은
원곡성당의 반월노동사목이었다. 원곡성당에 카톨릭 노동청년회(JOC)가 구성되어
노동운동 활동가 들이 1985년부터 소모임을 갖다가 합법공간인 반월노동사목을 개
소하였다. (안산시사 6: 128)
1994년 원곡성당 지하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고 천주교 단체인
‘갈릴래아’는 사목담당 유진신부는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 미사 후 이야기를 들으
면서 외국인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인 노동운동상담소 공간으로 사용된
원곡성당과 연관된 상담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도움 받아 해결하였다. 공
식적인 센터의 설립은 1997년이지만 외국인근로자 상담을 가장 먼저 시작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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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주민센터는 안산제일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로 시작
하여 1994년 설립되었다. 본격적으로 원곡동에서 ‘국경없는 마을24)’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지금의 원곡동을 이루는데 초기부터 주도적인 단체로 활동
해왔다. 안산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연대활동의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에서는 예수교장로회에서 설립한 사단법인기관으로 이주민 인권, 노
동상담(노동, 법률, 출입국, 행정, 민형사, 보험 등) 및 결혼이주여성의 피해 상담소
'블링크'(2005년)와 코시안자녀를 위한 보육사업 및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코시
안의 집'(2000년)과 이주여성의 자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한다.
안산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에게 법과 제도뿐 아니라 일상적 차원에서 ‘정다운
이웃’으로서 이들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안산이주민센터의 주장을 표로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24) 안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국적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프로젝트로 1999년 시작되었다. 이주민을
법과 제도 영역에서 넘어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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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안산 이주민 센터의 주요 주장 및 관점

종교

‘다문화 목회’, 상이한 가치관 인정
국경없는 노동 「노동의 축제」

노동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하며, 이주노동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생존권
리로서 자유로운 이동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국경없는 평화 「신 인간운동」

지역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하며, 이주노동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생존권
리로서 자유로운 이동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국경없는 공동체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인류의 공존와 상생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구조와 저항 혹은 협력을

공동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국경없는 인
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공동체 형성을 지향합니다.”

아카데미

영구적 신학가치의 추구, 실천차원에서 각종 이론의 수렴 및 현실적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
국경없는 인권 「국경없는 시민권」

인권

“국경과 인종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법률적 제
도적 권리보장 활동을 위한 국경없는 시민권 활동을 전개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국제UN규약에 따른 이주민들의 “주민권”과 “시민권” 요구, 다문화 지역거버
넌스 형성 주장

관계
국제적인 연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 시민권 주장
여성과 아이

국제결혼자녀들의 차별 반대, 다문화교육주장

자료: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275)

이주민센터가 타 단체의 선교활동, 노동 및 한국생활상담, 쉼터운영과 달리 노
동, 인권, 연대를 주장한 것은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 봄과 동시에 대표인 박천
응 목사가 이전에 개척한 ‘형제교회’를 중심으로 빈민, 노동에 관계된 운동을 지속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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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처음 만난 것은 92년 봄 어느 날이었다. 안산의 원곡본동 동사
무소 옆 공중전화 박스에서전화를 하던 한 외국인노동자가 도움을 청하여 부르고
있었다. “hello, pleas help me. where am I?" 수화기를 불쑥 내게로 내밀어 한국
말로 ‘여보세요’하자 통화중인 한국인이 이 외국인 노동자와 자신이 만나려고 하는
데 자신이 있는 곳과 찾아가려는 곳을 어떻게 가야하는지 몰라 도움을 청한 것이
라고 설명해주었다. 이것이 나와 외국인노동자의 첫 만남이었다. 그 당시 나는 안
산에서 노동자와 빈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와 노동운
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이야기하며 이들과 함께 해야함을
권하였다. (중략) 그 후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선교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선교를 목회의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다.
2002년 9월 6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선교와 교회의 역할’ 중에서 발췌
자료: 안산이주민센터(www.migrant.or.kr) 박천응 목사 칼럼
원곡동 외국인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로 안산조선족교
회가 2001년 세워졌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2002년에 설립되었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타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산지부의 형식으로
세워졌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이 이전에 세워진 종교단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주민지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을 바탕으로 구성된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이주민센터(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갈릴래아사목센터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단
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에 밀착하여 외국인관련 상담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주민을 지원하였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민지원 활동 의제를 설정하였고 단체
간 연대를 통해 대정부활동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다.
2000년대 설립된 후발주자인 단체의 형성 배경은 1990년대 지역 노동운동과 종
교를 바탕으로 외국인관련 상담 및 지원활동이 다른 지역에 알려지면서 타 지역의
단체가 지부의 성격으로 들왔으며 이전의 카톨릭, 기독교 중심에서 지역에서 활동
하던 불교단체가 불교권 국가 외국인공동체와 교류하며 종교 기반 단체가 다양화
된다. 불교 단체은 보문선원 역시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방글라데시,
태국 등의 불교도를 중심으로 종교, 이주민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안산제일교회,
동산교회는 본래 안산에 위치한 대형교회로 한국인 공단근로자들이 교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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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공단, 지역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안산제일교회는 ‘제일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원곡동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이주민센터의 전신은 ‘안산외국인노동자
센터’ 설립을 지원하였다. 동산교회 선교센터는 2000년에 설립하여 2003년, 2005
년, 2007년 장소를 늘려나갔다. 타 단체가 일요일도 예배당 겸 사물실로 이용되는
것과 달리 본래 동산교회의 장소인 동산고등학교에서 해당국가 출신의 전도사를
두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교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온누리M센터 역시
2005년에 원곡동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형 개신교 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다
국적의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전략적인 선교지로 두고 4층의 건물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동산교회 선교센터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국가별 예배가 진행된다. 개신
교의 경우 4개~5개의 국가별 종교모임이 매주 30명~40명 정도 인원으로 모이고
있다. 이 모임의 외국인 중간 책임자의 경우 해당 교회, 교단에 속한 학교에서 신
학을 공부하여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본국에서 계속 선교활동을 할 인력으로 양성
하고 있다. 반대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한 한국인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
아와 익숙한 언어, 음식,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과 큰 거부감 없이 지낼 수 있으며
해당국가로 선교를 가려는 예비선교사 역시 국가별 종교모임을 통해 미리 문화, 언
어를 익힐 수 있는 중간지대로서 원곡동을 선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
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집행되면서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가 생겨났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존에 원곡
동에서 활동한 단체가 사업에 공모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2005년에 설립된 ‘국경없
는 센터’도 종교활동을 바탕으로 상담, 쉼터로 운영되다가 다문화아동 방과 후 교
실과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물댄동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형성은 초창기 종교활동, 쉼터운영, 노동상담을 주요 업무로 시작하
였으며 2003년 이주민센터가 방송에 소개되고 고용허가제 시행과 제정을 두고 단
체활동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곡동이 자주 소개되었다. 고
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선교활동을 위한 대형교회의
지부 성격으로 외국인지원활동 단체가 설립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등 다문
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설립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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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단체가 원곡동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단체
가 형성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운동의 흐름이 지역에 존재해왔으며 종교
단체인 원곡성당,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등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종교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존재했었던 배경이다.
둘째,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선교활동을 펼치는 단체의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의 만남을 선교의 연장으로 생각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셋째, 위의 두 요인이 외국인관련 단체들을 원곡동으로 끌어들이는 촉매작용을
하여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지부의 성격, 복지단체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서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개신교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 수의 증가는 원곡동이 선교의 전략적
거점이자 중간지대이기 때문이다.

3)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안산시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 안산'이라 안산시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가꾸려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산업연수제도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정부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이 없었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다.
안산시는 2005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산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를
승인받아 운영해 오다 2007년 ‘외국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사업을
담당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지방자체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록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외국인
주민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있도록 지역사회와 기업,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함을 골자로 현행 국내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안산시가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 47 -

그림 4-6.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것은 민간지원단체의 압력과 이주민행정을 선도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다(서민
우 2012).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이주민행정을 시작한 배경으로는 공단도시, 외국인밀집지역
으로 범죄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이전 시장인 박주원시장
은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외국인행정을 추진하였고 안산시 공무원 중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선별하여 센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일반적인 공무원 발령주기인 2
년이 지난 후에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이 1년 더 연장 근무를 하였고 초기 외국인
주민센터 공무원이 순환하면서 업무의 적극성 및 지원단체와의 관계의 밀도가 낮
아졌음을 담당공무원, 단체 실무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008년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개관하였고(지하 1층, 지상3층) 센
터 내 안산다문화작은 도서관, 송금센터, 보건소 원곡지소, 통역지원센터 등의 시설
을 갖추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도비(30%)와 시비(70%)로 건립하여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총 5개 담당으로 외국인
정책담당, 다문화교류담당, 다문화 교육담당, 외국인 인권담당, 다문화 아동담당이
있다. 특히 깨끗한 건물의 최신식 시설은 외국인들의 이용을 이끌어냈다. 기존의
이주민지원단체는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곳에 입주하여 운영되었고 시설
이 좋은 단체는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타종교를 갖은 외국인들에게 진
입장벽이 존재하였다. 3층 문화의 집은 다목적 공간으로 국가별 모임이 진행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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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거나 대규모 강의,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센터 조직과 업무 내용은 <표 4-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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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조직과 주요 업무

구분

인원

소장

1

주요업무
외국인주민센터 업무 총괄, 거주 외국인 지원 시책 개발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개발,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총괄, 대사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및 개발 총괄, 외국인밀집지역 관리, 시의회 업무,

외국인정책담당

5

대외 홍보 및 다문화 소개, 다문화마을특구 업무, 외국인상권 조사 분석,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조례규칙 제·개정 등 제도정비, 거주외국인지원 민관협의체 운
영 ,외국인주민센터 시설물 관리,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
중앙정부 및 대사관, 외부기업 지원사업추진, 지구촌 문화사업 시책개발, 다문화
공동체 형성, 다문화 축제 추진, 외국인 공동체모임 활성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다문화교류담당

4

페스티벌 등 지원, 거주외국인 문화사업 추진, 거주외국인 생활체육사업 추진,
지구촌어린이합창단 운영,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 운
영, 외국인 지원단체 문화·체육활동 보조금지원
다문화교육 시책사업 기획, 내·외국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대상 발굴·
시상, 내국인 다문화 이해 교육 추진, 다문화 홍보학습관 조성 및 운영, 거주외
국인 다문화소개강사 양성, 공동체 소식지 [안산 하모니] 발행, 생활가이드 북

다문화교육담당

4

발행,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획·운영, 한국어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
거주외국인 사회적응 교육개발 추진, 다문화교육 강사·학사·예산업무 총괄, 외
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각종 언론보도 자료 스크랩, 내·외국인 뉴스레터
관리·운영, 외국인주민센터 대외브리핑자료 작성
외국인인권 및 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거주외국인
인권 복지 시책 개발, 지역사회 다문화 자원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운영,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외국인주민 응급지
원 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네트워크 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이주민부문),결

외국인인권담당

4

혼이민자 상담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
영,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외국인서비스연계 사업(후원·결연·정부양
곡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도비),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새내기결혼이민자 정보제공
서비스, 외국인 인권·법률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운영
다문화아동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오케스트
라 운영지원,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 중도입국 청소년 예비적응 프로그램 운

다문화아동담당

3

영, 다문화아동 후원사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아동 언어발달·이중언어
운영, 외국인근로자 보육시설 지정관리, 다문화아동 학습지 지원, 지역공동체 일
자리사업 추진
자료: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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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는 크게 교육(직영 및 위탁), 국가별 외국인모임 지원, 대내외 홍보 및
교류활동으로 구분된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중심이 되며 13개 단체(민간단
체, 주변 복지관 등)에 위탁 및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며 총 3단계로 수준을 나누어
진행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비(귀화대상자의 경우 시험의 성적이 필요)
하는 교육은 직접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적 취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
로그램의 거점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외국인주민센터가 개소하기 이전 위탁으로 운영되다가 센터의 시설, 강사 확
보, 예산의 투명 운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이는 교
육프로그램 위탁으로 지원받은 예산으로 센터 운영을 하는 단체들에게 비난을 받
기도 하였으나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중심은 외국인주민센터가 잡게 되었다.
외국인주민센터 설립 이후 활성화 된 것이 국가별 모임이다. 이전의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갖지 않고 한국인과의 접촉점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가별 모임은 비공
식적인 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가별 모임(축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면서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외국인주민센터의 공간을 이용하
여 모임을 진행한다.
외국인 응급지원은 질병, 상해, 사고로 급히 귀국하거나 배우자의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병원, 대사관 등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단체 활
동영역을 벗어나는 업무이다. 다문화사례관리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상황이 접수되면
외국인주민센터가 기관을 연결하고 민간단체가 대리인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부처와의 연결, 예산, 이용시설의 편리성으로 민간단체, 외국인 외국인주민
센터를 이용이 증가하였고 이전의 특정 단체가 중심이 되어 원곡동의 이주민관련
상담, 의제를 만든것에서 행정과 서비스의 중심이 외국인주민센터로 옮겨가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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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기별 다문화지원단체의 역할 변화
본 장에서는 앞에서 형성된 지원단체의 시기별 주요 이슈에 따른 역할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민간단체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라
는 시간을 3개 시기로 나누었다. 각 시기를 나눈 기준은 단체의 역할이 이전과 크
게 변화하고 안산시가 외국인행정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나누었다. 또한 시기별
로 단체 간의 협력활동을 통해 협력적 계획의 장의 구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역
할 변화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Castles & Miller(2003)의 차별적 배제와 포섭,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모형을 적용하여 일상 공간으로서 원곡동을 분석하였다.
시기의 구분은 3개로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4년을 태동기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안산시가 외국인행정을 시작하는 2005
년부터 2007년을 갈등기로, 안산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와 다
문화가족법 제정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조정기로 구분
하였다.

1. 태동기
태동기는 1990년대 중반에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4년이다. 오랫
동안 원곡동에서 활동해온 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외국인을 이웃으로 보려는 시도에서 한국인 주민과 연결
점을 모색하였으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두고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지역 의제를 이
슈화하는 시기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고 주요 민간단체가 주
축이 되었으며 활동의 내용도 외국인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회운동
적인 측면이 있다. 태동기와 발전기의 형성 단체와 주요 이슈를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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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태동기 지원단체 활동과 이슈
( )안 숫자는 설립년도

년도

1995

2000

2004

(90)안산선교교회
(94)안산이주민센터(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
운영

(95)안디옥국제선교회
(97)갈릴래아사목센터
(00)동산교회선교센터

단체

(01)안산 조선족 교회
(02)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집

주요

국제결혼가정 자녀출생

한일월드컵

우법지역이라는 보도와 인식

이슈
단체 간
연대

쓰레기배출문제
설, 추석축제 개최

미등록노동자 자진신고, 단속강화
‘국경없는 마을’운동
국경없는 마을배 안산월드컵

외국인노동자친선올림픽
이주노동자의 날

주민,

외국인노동자 집회 및 농성
마을 공동청소

강제단속 반대성명

경기도 협력 이주민지원시책 건의

정부협력

이 시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단체가 활동하고 원곡동이 외국인밀집지역
으로 알려지면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지부의 성격으로 원곡동에서 활동
을 시작하였다.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단체 간 협
력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외국인 모임과 연결하여 축제 및 체육활동을 개최
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된 미등록자 자진신고와 단속의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 농성이 벌어졌다. 이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상적 차별을 줄이
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외국인과 민간단체는 미등록노동자 자진신고와 고용허가
제 도입이라는 이슈로 연대하였고 지원단체들은 ‘국경없는 마을’ 운동에서 협력하
였다.

1) 지역주민과 마을단위의 협력
1999년부터 안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국
내 최초로 조성되는 다국적 공동체 사회’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국경없는 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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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운동은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 대표가 기획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일상의 차원에서 실천하려는 시도였다. 현장 활동가의 독자적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지만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폭이 넓어지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
어져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과제를 만들어냈다. 그 배경에는 1995년 무렵 원곡동
에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출생하였고 1997년 호적법 개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
가 주어졌지만 인종적, 문화적 차별은 줄어들지 않았다. 일상적 차별과 법규범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일상차원에서 지속되는 차별과 편견을 줄이자는 시도에서 시작
된 것이다.(오경석․정건화, 2006;73,75)
집회나 축제로 단체 간 연합활동을 하고 노동상담의 자원을 얻기 위한 협력에
서 ‘지역을 만들어나간다’는 공동의 상위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이전의 노동, 인
권이라는 복지차원, 추상적인 영역에서 실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삶의 문제로 발전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마을 청소
를 월 1회 내외국민 주민이 거리 청소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외국
인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이 쓰레기 배출 문제이다. 지정된 봉투를 돈을 주고 산다
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분류하여 지정된 요일에
버리는 것은 한국 사람이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때문
에 원곡동 각 주택가나 길거리에 일반 비닐봉지에 음식물, 재활용 구분 없이 쓰레
기를 버리고 쌓아놓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는 지역주민의 불만을 샀다. 이런 배경
에서 각국의 언어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를 하고 청소활동을 전개한 것이
다. 그러나 주 6일, 12시간의 노동 강도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중 아침
마을 청소 참여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
동, 안산역 일대로 단속을 자주 실시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상업활동
을 하는 한국인 주민들에게 출입국 단속은 외국인들이 단속의 위험을 피해 외출을
삼가는 매출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거리에서 자주 무리한 단속광경을 목격하면서
주민들이 단속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출입국관리 집중단속이 이루어진 2003
년 12월에는 국경없는 마을을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상점에 진
입하는 등 무리한 단속에 반발해 국경없는 마을 주민 174명은 강제추방 반대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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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2) 단체 간 협력과 연대 활동
단체 간의 협력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후원을 비롯한 지원을
촉발시켰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었다. 단체간 협력 활동은 크게 축제 및 체육활
동과 집회로 나누어진다. 각 민간단체와 국가별 모임의 연결망 구축은 외국인 동원
및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출신국가, 종교, 민족별로 모임이 형성되었으며 친
목, 정보 교환의 모임이었다. 국가별 모임25)에서 한 명이 A라는 단체를 통해 상담
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국가모임에서 ‘A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
문이 퍼지면서 안산 밖의 지역의 사람들까지 A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면
서 자연스럽게 단체 간 활동 대상 국가가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주민센터의 경우
방글라데시, 안디옥선교회는 인도네시아, 갈릴래아는 필리핀, 외국인노동자센터는
파키스탄인이 중심이 되었다. 각 단체는 상담 업무 이외에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국가별 모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반대로 민간단체에서 집회, 축제, 체육활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로 연락하는 국가별 모임의 구성원에게 연락을 하면 국가별
모임 구성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민간단체와 국가별 모임 연락망을 통
해 1990년대 노동자의 날 거리행진, 체육대회, 축제 등의 참여를 높였고 2002년
미등록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의 집회와 2003년 농성이 가능하였다.
당시 활동한 단체의 담당자를 인터뷰에서도 당시의 단체 간 긴밀한 연결은 자
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종교활동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단체도 상담 및 쉼터업무를
맡게 되었다.
초기에는 상담이나 노동까지 손 뻗치지 못하였고 필요가 있으면 부수적으로 상
담을 했어요. 외국인관련선교교회들이 업무를 먼저 했죠. 근데 들어가보니까 문제
가 많은거에요. (중략) 사회단체보다는 종교계가 많았어요. 98년에서 2000년까지는
두 개에 다 주력했어요. 이주민센터는 인권, 상담쪽 먼저 시작하면서 알려지면서
큰교회가 됐죠.
안디옥선교회 당시 담당자
25) 당시는 산업연수제도는 14개 송출국(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고, 카자흐스탄)이 정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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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님네랑 오목사님네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회장도 하고, 한 1년 했어요. 그 때는 (활동하는 단체)별로
없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랬죠.
안산선교교회 담당자

(1) 축제 및 체육활동
1990년대 중반 각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개최되었다. 안산지역 국내노동
자와 이주노동자가 노동절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외국인노동자 문화마당’이
개최되었고 민간단체와 국가별 모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당시 활동단체인 안산이
주민센터, 갈릴래아사목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
하였고 노래자랑, 전통의상, 음식부스 등의 오늘날의 다문화축제를 진행하였다.
축제 이외에 체육활동이 이루어졌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달랐으나 공통적으
로 크리켓 게임을 좋아해서 설, 추석 명절에는 국가별 대항전이 이루어졌다. 1997
년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서 11개국 약 1,000여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외국인노
동자 친선올림픽’이 개최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국경 없는 마을배
안산월드컵’이 기획되었다. 월드컵의 축제분위기를 ‘국경없는 마을’에 접목시키려는
안산이주민센터의 기획으로 시도되었으며 2012년 현재 ‘안산월드컵’이라는 명칭으
로 11회째 진행되고 있다.

(2) 집회
제도의 개편과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집회활동을 하였으며 안산역과 원곡동어
린이 공원에서 이주민 권익과 인권을 위한 집회가 자주 열렸다. 1999년 12월 안산
역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문화행사 200여명 참가하여 거리행진을 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갈릴래아사목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
센터 공동주관으로 안산역 광장에서 열린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수립 촉구를 위
한 1차 토요집회’와 사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의 인권,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거리행진, 문화행사가 단체행동의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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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전의 집회보다 규모, 관심, 지속성이 높은 연합 집회와 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2002년을 기점으로 한다.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중간과정에서 집단행동
고용허가제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
리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청 및 위탁 받은 업체에서 인력을 국내기업에 배정
하는 구조였다. 기업도 5인 이상 300인 이하 22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배정되었
으며 한정된 기업에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었다.
이 때문에 지정기업에서 저임금의 연수생 신분을 벗어나 높은 임금과 활동의 자유
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원하는 중소영세사업장으로 이탈하여 외국인은 2002년 자
진신고 기간을 앞둔 당시 약 26만 명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둔 3월 25일
부터 5월 25일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1년간(2003년 3월 31일)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기간 내 강제추방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외국
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활동을 이끌어냈다. 2002년 11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2년 연수 후 1년 취업에서 1년 연수 후 2년 취업으로 바뀌었
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도입되지 않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개편되어 계속 시행되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도 지속되었다. 원곡동에서 이
루어진 장기 농성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18일간) 안산외국인노동자센
터 3층에서 ‘연수제도 철폐, 강제추방 반대, 고용허가 입법촉구를 위한 농성’이 진
행되었다.
이러한 집회, 단체행동은 외국인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현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였으며 국가별 모임과 지원 단체의 연계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으
며 외국인의 실제적 필요와 대변하는 활동이었다.

3) 지방정부와 협력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이주민센
터와 안산시가 협력 활동을 하였다. 2003년 경기도와 협력하여 원곡동 일대에 문
화마을 조성 계획을 건의하였고 안산시는 원곡본동을 ‘외국인마을’로 특화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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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겠다는 안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 건립과 전담 요원 배치를 포함한
‘국경 없는 마을’ 이주민 지원시책을 대통력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외부적으로 언론 소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후원금을 단체 활동 자금으로 사
용하였다. 2000년대 초반 신문, 인터넷매체, TV 등에서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결
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소개되었다)의 한국에서의 삶,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
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주민센터의 경우 2003년 ‘MBC 러브하우스’를
통해 센터의 물리적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원곡동의 대표적인 단체로 알려지게 되
었다.
민간단체의 역할은 노동상담과 쉼터를 축으로 결혼이주여성 출산, 양육지원, 한
글교육 등 역할의 범위가 다양하였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기관이나 개인을 통한
후원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역할이 분화되지 못하였다.
그 때 까지만 해도 의료활동도 하고 다양했죠. 취업알선, 미용, 의료, 구제... 1
층에서 하고 2층에는 쉼터하고. 그 때는 마땅히 잘 때도 없고 교회에서 잤죠. 긴
의자 하나 놓으면 싱글, 두 개 붙이면 더블. 방 작은 건 파키스탄 가족들이 썼고.
안산선교교회 담당자
전화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다 핸드폰이 있지만 국제전환데 공중전화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 전에 전화서비스를 실시했어요. 와
서 사용하고 얼마(내고) 후불제를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초기 가장 필요
한 거니까 전화 서비스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도 또 사진. 동남아 지역이 많으니까
칼라사진이 별로 발달하지 않잖아요. 사진을 늘 찍어가지고 찍어 준거 보여주고.
당시 교회활동 담당자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원곡동에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이 알려
지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여러 종교단체들이 생겨났고 주말에 공격적인 포교활
동이 벌여지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다양한 국가와 종교의 배경인 외국인 밀집지역
이 포교활동에 효과적 장소라 여긴 종교단체들은 상담 전문성 부족으로 상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사건해결의 대가로 개종을 강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종교단체가 속한 상위 교단 등의 경제적인 후원이 증가하면서 포교
활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요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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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태동기와 발전기 민간단체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를 바탕으로 한 단체가 노동 상담 및 쉼터 운영, 교육활동을 중심으
로 활동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출생하면서 기존의 단체 내 출산, 양육을
지원하였다.
둘째, 1999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외국인의 처우개선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의 의제를 만들고 마을청소 활동 등 한국
인 주민과 연결점을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단체와 국가별 모임의 연결망을 통해 축제, 체육대회, 집회 등 연합활
동을 조직하였다.
이 시기 민간단체가 연대활동 등 단체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체의 규모가 작고 정부의 후원이 없는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서만 의제를 표면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활동의 내용은 외국인의 생활, 환경개선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외국인이 단체 활동에 중심에 있었고 새로운 흐름
으로 국경을 넘어 일상적 차별을 극복하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4) 태동기 다문화주의의 모형 적용
당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으므로 사회
적으로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외국인은 이미 국가별 모임이 형성되어 있었고 사업
장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지만 국가별 연결망은 계속 유지되며 국가별 모
임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어느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
다.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불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므로 민간단체에서 합법, 불법 여부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활동
한 단체가 카톨릭, 개신교 단체였으므로 1990년대 중반에는 종교가 다른 것이 크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담을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 외
국인 인권과 공동연대를 중점에 두는 단체,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상담을 부차
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단체의 활동이 분화된다. 이것은 2000년 이후 원곡동에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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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활동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 이후 원곡동의 민간단체와 외국
인의 관계가 종교적으로 같은 종교를 가진 외국인과 타종교를 가졌지만 선교의 대
상인 포섭의 대상으로 설정되기 시작하였고 상위에 속한 교단을 통한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곤고화되기 시작하였다.
‘국경없는 마을’운동은 외국인과 한국인주민의 연결점을 마련하는 시도를 지속
하였다. 다문화(다원주의)의 실천하기 위해 문화적 존중 및 공존을 위한 다양한 축
제를 개최하였다. 설날, 추석 잔치, 안산월드컵, 외국인문화한마당 등의 축제가 기
획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국가별 모임내 종목별 스포츠 팀 등 각 모임을 구성하는
발단이 되었다. 국가별 모임의 활성화는 민간단체와 별개로 운영되며 친목, 정보교
환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을 공식화하였다. 스리랑카의 경우 1997년 ‘스리랑
카독립협회’를 구성하였고 원곡동에서 매년 스리랑카 설날 축제 개최와 모금활동으
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별 모임이 소수
집단의 문화 정체성, 특수성, 다양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보다는 다른 국가의
별개의 모임으로 적당한 거리두기 또는 무관심의 태도를 보인다.

2. 갈등기(2005년~2007년)
갈등기는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안산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예산과 인
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나오면서 지원대상이 외국인
노동자 중심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안산시는 활동
중인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으며 시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장차
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
안산시는 상담 및 외국인지원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2005년 원곡동에 외국
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후원으로 들어온 물품을 단체에 배분하며 각 민
간단체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나갔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
을 토대로 교육사업을 구성하여 각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시차원의 대규
모 외국인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안산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 및 부정적
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6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이주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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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갈등기 지원단체 활동과 주요이슈
( )안 숫자는 설립년도

년도
민간
단체
정부

2005

이슈

2007

(06)귀한동포안산지회

(07)갈릴래아 어린이집

(05)국경없는 센터
(05)온누리 M
(05)베트남선교원
(05)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6)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노동부 위탁)

(외국인복지과-안산시 운영)

단체
주요

2006

안산시 문화행사비 민간단체지원

교육사업위탁운영

우범지역이미지 개선

원곡동 물리환경 개선
결혼이민자가정지원(국가차원)

쓰레기배출문제

안산외국인마을 특구 지정 과정

단체 간
민간단체 중심 특구반대활동

연대
주민,
정부협력

마을공동청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분과활동

단속강화반대성명

거주외국인지원조례제정

과가 신설되면서 민간단체 실무자와 의사소통 장이 마련되었다. 이주민분과를 통해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신청에 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장의 차이
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설립된 단체와 주요이슈 및 연대활동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안산시가 2005년 민간단체에 축제, 체육활동을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교
육위탁사업을 시행하였고 2006년 중앙정부 차원의 결혼이주여성지원 방안이 마련
되면서 2007년 결혼이주여성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외국인근로자 대상에
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기업의 후원으로 이어져 민간단체의 경우 시 발주 사업과
기업의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을 공모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민간단체 활동이 외
국인 중심에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위탁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단체
는 기존의 상담업무와 종교활동 중심으로 단체의 활동 영역이 재편되었다. 고용허
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 간 연대활동은 줄어들게 되
었다. 기존의 안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경없는 마을’ 활동은 안산시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기존의 의견이 맞물렸다. 안산이주민센터는 외부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2003년 MBC 러브하우스를 통해 센터를 개보수하면서 외부 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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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원곡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이 단체는 안산시가 외국인지원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반대 입장으로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산시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거부하였다.(서민우, 2012;151)

1) 특구지정을 둘러싼 입장대립

(1) 안산시 특구 추진배경
안산이주민센터가 시작한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로서 지역 가꾸기가 시작되었
고 2003년 안산시는 경기도에 원곡본동을 ‘외국인마을’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안을
안산이주민센터와 건의하였었다. 2005년 5월 17일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
로자지원센터가 원곡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안산시 차원에서 원곡동을 외국인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단 지역의 낙후되고 슬럼화된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국인밀집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
용하여 관광명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안
산이주민센터에서 제시한 ‘국경없는 마을’은 국경없는 시민권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의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목표점이
상반되었다. 당시 민간단체들은 안산시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고 개별 단체의
업무처리로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특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특구 추진 과정
을 정리하여 나타내면<표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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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원곡동 다문화특구 추진과정

날짜
2005년 8월 16일

특구지정 진행과정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

2005년 9월 21일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
2006년 5월 10일

기본컨셉 토론회를 개최

2007년 2월 28일 ‘안산 외국인마을 특구’ 지정계획 발표
2007년 3월, 4월
2007년 6월 20일

5차례 주민 공청회, 용역 계획서 보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이주민 분과에
서 특구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 수렴
조사용역 보고서 및 공청회 개최. 개최 1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민간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반대성명 발표

2007년 6월 20일 반대 성명발표로 특구 신청을 미루었음.
2008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상가 간판 정비, 안산역 환승센터 건립,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물리적으로 정비됨.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면서 특구 지정을 준비
함.

2009년 3월 20일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신청
지식경제부로부터 ‘다문화마을 특구’지정 2007년~2013년 총 186억 투

2009년 5월 1일

입하여 특구 지역 내에 다문화인프라구축, 다문화의식함양사업, 다문화브랜드

2009년 5월 7일

특화 사업 실시.
특구 지역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
자료: 연구자 재작성

안산이주민센터가 제안한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를 2003년 안산시와 함께 경기
도 이주민 지원시책으로 건의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5년 안산시
내에서 ‘국경없는 마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복지
지원과)가 2005년 5월 17일 원곡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2005년 8월 16일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것이다.
안산시는 2006년 2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실무분과로서 이주민분과를 신설
하여 민간단체실무자, 안산시(외국인지원복지과), 지역문화활동대표 등의 구성원과
월1회 실무자회의로 원곡동 외국인 지원 방안과 마을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
지만 민간단체가 특구소식을 먼저 접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였다. 특구의 내용이 지
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외국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특구추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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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입장을 나타냈고 안산시에서는 지역개발에 초점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2) 민간단체 입장
특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이 아닌 물리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 외국인이 원곡동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민분과에서 이러한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안산시에서는 원곡공원 뒤 기
숙사단지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주거가 제공됨을 들
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주민분과를 통해 민간단체는 특구에 반대하는 의
견을 보였지만 특구가 우려하는 상황을 가져오지 않음을 토대로 안산시는 2007월
7월 특구 신청을 앞두고 특구 조사 용역 보고 및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때 민
간단체 대표, 이주민분과 구성원인 학자, 정당 사회단체 등이 특구 시작 직전 공청
회 장소 바로 앞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을 벌였다. 성명서 발표는 안산
시의 직접적인 외국인지원활동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안산이주민대표가 맡았고 성
명서 작성과 준비는 이주민분과 구성원이 준비하였다. 공청회를 취재하기 위한 시
민단체, 기자들은 공청회 시작 직전 벌어진 반대 성명서를 기사화하였고 안산시는
특구신청을 유예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반대의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로 계
획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둘
째로 사업 목표가 관광특구 개발로 설정되어 이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
유에서였다. 현장에서 안산시 공무원은 ‘나가라’며 항의했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측에선 ‘여긴 공청회 장소(회의실)도 아니고 그 앞(로비)인데 어딜 나가냐’는 말이
오고갔다. 반대 성명서 발표는 민간단체와 안산시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이었다.
이주민분과에서 회의할 때 건의했죠. 근데 000(안산시)이 분위기랑 화제를 전환
해서 다음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저번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중략) 그 전(반대 성명서 발표)까지는 공무원들이랑 사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날
현수막들고 서있으니까 저를 쳐다보는데 아...
이주민분과 구성원, 반대 성명서 발표 참석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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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주민 공청회 당시) 외국인들이 몇 오긴 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못 오고, 말도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기도 어려웠죠.
담당 공무원 면담
안산시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반대 성명서 발표로 다문화특구에 대한 화제는 더 이상 이주민분과에서 다루어지
지 않았다. 2007년 특구 추진 사업 중에 포함된 안산역 환승센터건립, 전선 지주화
사업, 간판 정비, 걷고 싶은 거리 등의 사업이 2007년과 2008년 실시되었다. 도로
와 간판, 전신주가 정비되면서 국경없는 마을 거리가 정비되었다. 2008년 3월 외국
인주민센터가 개소하면서 원곡동의 풍경이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원곡
동 주민의 경우 특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쓰레기 배출 등 거리가 지저분한데 거
리가 깨끗해지는 것에 큰 반대 의견이 없었다.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한국주민의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수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찬성하면서 2009년 특구 신청과 지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 비해 2009년
‘안산다문화마을특구’는 공간의 대상과 사업기간,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고 2007년
특구 장기사업 내용인 기숙사단지내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이 빠지면서 ‘누구
를 위한 특구’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2007년과 2009년 안산시가 추진한 특구의 내
용은 <표5-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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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07년과 2009년 다문화특구 비교

년도

2007년

2009년

명칭

안산 외국인특구마을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일원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일원

584,000 

367,541  



공간
범위

바깥의 큰 면적이 2007년 추진한 특구 대상지역,
안쪽 작은 면적은 2009년 특구 대상지역.
§

목적

§

외국인근로자 증가, 대내외적 관심 다문
화공동체 형성 필요

다문화공동체 기반조성을 거주외국인의

§

다문화도시로 원곡동 위상변화에 따른 지
역커뮤니티 의식 함양

화합 및 지역사회 통합 추진
§

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로 지

§

다문화 공동체 시범지역화

§

역 사회 및 경제발전도모
원곡공원 평탄화

§
§

다문화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개선사업: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건립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걷고 싶은 거

추진
사업

§

전방향 마련

배경
및

다양한 외국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장기발

리, 만남의 광장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다문화 의식함양: 다문화원 건립, 만남의

§

전선지중화

§

안산역환승센터(상징탑설치)

§

외국인근로자 특화 임대주택 조성 및 외

계전통 민속 축제, 외국계 관광 식당 지

국인학교 건립

정

광장 활성화, 국제 다문화 심포지움 개최
§

다문화 특화 브랜드: 특화거리 조성, 세

사업기간

2007년-2016년(10년)

2007년-2013년(7년)

사업비

1,000억

186억
자료:오경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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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특구 내 다문화거리 표지판 및 다문화 상징 조형물

그림 5-2. 특구 음식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 만남의 광장

이주민분과 내 민간단체, 학자, 시민사회가 안산시가 특구 지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정작 외국인은 특구 지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구 지정 여부가
근무환경, 법적인 보호 등 실제적인 한국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
이었다.
근데 특구가 외국인은 정작 아무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에요. 지금 사는
집(주변)이 조금 허름하고 덜 허름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주민분과 구성원, 반대 성명서 발표 참석자 면담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복지지원과) 사무실이 원곡동에 들어오
면서 안산시는 외국인밀집지역인 원곡동에 큰 관심을 갖았으며 마을 환경과 기존
의 위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특구사업을 시도하였다. 의견수렴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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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지만 행정상의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받았고 지역 주민, 외국인, 민간단체
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였다. 외국인밀집지역의 에스닉 풍경과 상권
이 도시의 관광자원이나 도시이미지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가 주
도적으로 지역마케팅으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었
다.(박세훈, 2009)

2) 민간단체 간의 협력과 연대활동
축제 나 체육대회 개최,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등 단체 간의
연대활동이 자주 일어났던 것과 달이 갈등기에는 목표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협
력과 연대는 약화되었다. 중앙정부의 결혼이주여성가정지원에 대한 예산 증가와 기
업 후원이 증가하면서 단체의 운영과 홍보를 위해 사업을 위주로 공모하거나 대외
적인 홍보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축제 및 체육대회는 단체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던 것에서 안산시가 주최하는 큰
규모의 행사가 열리면서 단체 연합의 행사는 줄어들었다. 2005년 10월 23일 안산
시에서 1회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마당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안산시가 처음으
로 개최한 대규모 외국인행사였다. 민간단체, 국가별 모임에서 주최한 행사에 비해
예산, 자원의 규모가 컸고 프로그램으로 무료검진, 고충처리 상담, 사은품 증정 등
으로 외국인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언론취재와 기업후원(외환은행, CJ, KOIS) 후
원으로 향후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한 기업후원의 연결점이 마련되었다.
이 기간 민간단체의 대표적인 연대활동은 특구 반대 성명서와 거리행진이다.
‘차별철폐 대행진 및 원곡동 외국인마을 특구지정 반대’집회와 거리행진이 진행되
었다. 오경석(2009)은 원곡동에서 집회다운 마지막 집회였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맥락은 달라도 으쌰으쌰하던 분위기는 없어졌어요. 산업연수제 때는 많았는데.
민간단체 당시 실무자 면담
자기 일이 바쁘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단체 간 교류) 없어요. 얼마 전에
카메룬 친구가 왔는데 쉼터 자리도 다 차고 잠 잘 때가 없었는데 마침 000에 자리
가 있어서 데리고 갔죠.
민간단체 실무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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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협력이 줄어든 이유로는 첫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법
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갖게 되면서 외국인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위차원
의 의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각 단체의 지원대상이 기존 외국인노동자에서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정아동으로 확대, 특화되었다. 그 결과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교류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졌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위탁사업이 공모를 통한 경쟁이었기 때문이다.

3) 지방정부와의 협력
지역사회복지 협의체26)내 실무협의체인 이주민 분과 내에서 민간단체, 지역기관
대표, 안산시가 이주민지원과 원곡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고 실무자를 통해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를
개발, 현장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 간 연계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안산시
는 2005년 7월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지역성을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이주민분과
가 2006년 2월 2일에 신설되었고 월 1회 분과회의가 열린다. 구성원은 학계 자문
위원, 민간단체 실무자, 외국인주민센터(안산시), 복지관 및 관련단체 실무자들이다.
2006년 이주민분과 신설 후 약 1년간 방향 설정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7년 안
산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사업계획으로 토론회
개최, 특구와 관련된 사항이 활발하게 논의 되었다.
이주민분과 시작 시점인 2006년에는 분과의 역할 및 향후 추진 방향 설정, 필
요 구성원 유입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과구성원인 안산시 담당자와 모임
을 준비하는 상근간사는 늘 참석하지만 민간단체 실무자의 경우 업무처리로 고정
적인 회의참석이 쉽지 않았다. 참여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외국인지원
을 반대하는 단체는 이 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규모 단체(종교단체에서 설립하여
자체사업과 선교활동에 중점을 두는 단체) 역시 분과원으로 속하지 않았다. 분과
초기 구성원들은 상담, 쉼터,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강력
단속이 개선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안산시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방향설정의
26)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루어져있다. 실무협의체 내 9개 분과의 하나로 이주민분과가
속해있고 각 분과의 분과장이 대표협의체 성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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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 4월 26일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을 앞
두고 분과회의에서 수정사항이 논의되었다. 지원대상인 외국인 중 미등록외국인과
외국인커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거주외국인(관내 90일 이상)으로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외국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2007년 4월 분과회의에서
국경없는 마을(안) 특구 명칭 논의되면서 원곡동 개발 계획이 분과원에게 소개되었
다. 민간단체에서는 반대의견으로 수렴되어 안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중심
으로 특구 반대 성명서가 작성되었다.
이주민분과 회의에서는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행정, 사업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의견이 ‘안산시 거주외국인지원조
례’에서와 같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고 특구에서와 같이 의견이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주민분과는 민간단체 및 해당업무 실무자를 통한 지방
정부의 의견청취의 통로인 동시에 그 동안 교류가 적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장으
로 작용하였다.
민간단체가 한국인주민과 마을공동청소, 외국인 집중단속 반대 성명 등을 이끌
어 냈던 것처럼 지방정부는 지역복지관, 동사무소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공동참
여를 높였다. 2006년-2007년 원곡본동의 주요업무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생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인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신청의 결과이다.
동사무소차원에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로 월 6회 유관단체 및 외국인, 한국인 주민
의 청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
에 대한 교육을 실시와 안내가 이루어졌다.
외국인대상 임대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집중단속에 대해 적극
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 미등록외국인 단속은 외국인의 외출자체로 가게 매
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
곡동까지 타 지역 출입국관리소에서 원정 단속을 나왔다. 단속의 위험을 피해 시
흥, 부천 등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임대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005년
1월 출입국 관리 단속으로 지역상권 파탄지경이라는 내용으로 ‘국경없는 마을 원곡
동 발전 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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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갈등기(2005년-2007년)의 다문화 지원 단체 활동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및 외국인관련 지원 활동이 계속되었다. 민간단체의 주요 업무였으
며 갈등기에 활동을 시작한 단체 또한 쉼터로 운영되는 공간을 통해 외국인과 접
점을 만들었다.
둘째, 지원대상이 외국인노동자 중심에서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아동보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났고 활동의 영역이 분화되었다. (결혼이
주여성가족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편성
된 2006년부터였으며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 갈릴래아어린이집 2곳에서만
이루어졌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 분과 참여로 타 단체,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장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과 의견제시와 단체 간 네트
워크로 활용되었다.

4) 갈등기 다문화주의의 모형 적용
동화주의 강화
지방정부의 외국인행정은 크게 특구추진(원곡동의 물리적 환경 정비)과 교육 및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아동 지원이다.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서 교육 위탁사업이
진행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초창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제기되던 문제였다. 원곡본동의 마
을 청소와 쓰레기분리 배출 안내는 표면적으로는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는 환경미
화 활동이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한국에 살면 한국생활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동화주의의 실행이기도 하다.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안되요. 집집마다 아예 집주인이 관리비를 받아서
청소랑 계단 청소 맡겨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랑 한국사람도 하면 번거
롭잖아요. 음식물은 내놔도 고양이가 파먹고, 주민센터에서 환경문제로 모임이 있
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통에 넣어두라고 잠깐 몇 개월 동안 집집마다 통 줬어요.
통도 누가 씻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분실되고. 아파트가 아니니까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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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 없고. 그나마 종이는 폐지니까 금방 가져가는데.
민간단체 실무 담당자
일해서 돈 벌고 돌아가지만 여긴 외국이고 남의 나라를 빌려 쓰는 건데 주민의
식을 가져야죠. 자기 나라 이미지 깎이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면 한국인은 ‘재들
아직 멀었어’라고 하죠. 하모니(정기간행물)에도 쓰레기문제는 계속 알려요. (우리)
나라의 좋은 시스템은 배워서 돈 벌고 돌아가서 (그 나라) 생활면에서 기여하고 사
회이익이 되야죠. (중략) 자기의무에 대해서 우린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반응이 없어요.
전 민간단체 담당자, 하모니 편집위원

3. 조정기(2008년~현재)
조정기는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가 개소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에 IBK 송금센터, 원곡보건지소, 통역지원센
터시설이 들어서면서 원곡동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종교, 국가에 관계없이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한글, 컴퓨터, 사회통합 교육, 태권도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강의는 송금, 보건소, 통역지원센터를 방문한 외국인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업후원으로 사업을 공모에 성공
한 단체는 규모와 시설이 개선되는 반면 사업공모에 실패하거나 공모하지 않고 상
담 및 쉼터로만 운영하는 단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단체 간 양극화현상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관의 표면적 갈등보다는 사례관리네트워크, 긴급지
원 등의 채널을 통해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의 자원연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앙부
처간 외국인지원 중복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표5-5>는 조정기 시기에 형성된 단
체와 주요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단체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기
관의 명칭에 사용하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아
동대상 보육으로 나뉘어진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
로 단체가 설립되었다. 아동 대상 단체가 증가한 것은 ‘다문화’가 트랜드화 되면서
'NGO계 블루칩’(면담자 용어 인용함)이 되었고 기업홍보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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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조정기 지원단체 활동과 주요이슈
( )안 숫자는 설립년도

년도
민간
단체
정부

2008

2009

2010

(08)샤론어린이집

(09)우리함께다문화 지역아동센터

(10)동그라미배움터

(08)물댄동산지역아동센터

(09)다문화가족사례관리 네트워크

(08)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10)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08)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8)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체
주요

우범지역이미지 개선/쓰레기배출문제

단속강화로 지역경제 영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슈
단체 간

방문취업제로 중국동포 유입증가

다문화특구, 안산외국인행정 언론보도로 관심증가

행사 알림, 동원요청

연대
주민,
정부협력

원곡특별순찰대 /마을공동청소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활동
민-민,민-관 자원연계

뿐 아니라 노동상담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정부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증가
정부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복지 및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한국생활 적응, 취업교육, 가정폭력피
해자를 지원하면서부터다. 2006년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이
마련되면서 큰 틀에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었고 2008년 9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은 원곡동의 새로운 기관,
센터, 기존 단체의 사업으로 연결되었다. 이주민지원 총량자체가 증가하면서 동일
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5-6>는 각 부처
별 이주민 지원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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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부처별 이주민 지원정책

부처별

분야별

주요정책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개발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가정 자녀학교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및 학생 멘토링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우수사례발표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지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정책 총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이민자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
영주권 및 국적취득, 난민처우 관련업무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생활정착지원

개발․보급
영농교육
외국인주민 취업,
직업훈련

세계인의 날 행사 등 다문화 이해 증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마련 및 생활정착 지원교육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다문화사회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다문화 콘텐츠 개발
결혼이민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위원회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보건복지부

외국인복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외국인무료진료사업
자료:조석주․박지영(2012:57)

<표 5-6)에 나타난 각 부처별 사업은 안산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를 중
심으로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 채널이 형성되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센터 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방문과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센터를 방문, 이용하는 외국인 증가한 이유는 기존 민간
단체의 90%가 종교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타종교를 가진 외국인의 방문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주민센터는 종교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1층에 마련된 기업은행 송금센터와 원곡보건지소,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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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용으로 센터 방문이 잦아지면서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행사, 생활정보를 얻
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단체 형성으
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에서는 시설의 편리함과 종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외국인주민센터 이용이 증가하자 ‘외국인을 빼간다’
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민간단체의 경우 교육사업 위탁으로 단체를 운
영 하였는데 교육사업 위탁이 줄고 직영운영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더해졌다. 외국
인주민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27)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교육은 외국인주민센
터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직업능력개발교육, 컴퓨터, 다문화 이해 등 교육은 직영운
영과 위탁운영 공동으로 운영되며 이는 시간, 요일, 단계를 다양화하여 외국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외국인주민센터의 국가별 생활체육 교실, 국가별 모임 보조금 지급, 3층 문화의
집 장소대여 등은 국가별 모임을 활성화시켰다. 축구장과 같은 장소를 사용하려면
민간단체를 통해 장소대여를 신청해야 했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시설을 이용이 가능해졌다.

2) 민간단체의 양극화
조정기에는 민간단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다. 2000년대 초중반 지부성격
으로 설립된 단체는 시설과 예산이 풍부하여 타 단체와 대비되었고 상대적으로 규
모가 작은 단체에서 불편함을 표시하였다. 소속된 상위 단체에 의해 규모가 정해진
것과 달리 조정기에는 사업공모를 통해 소규모 단체가 규모를 키워나갔다. ‘다문화’
가 사회적 트랜드가 되고 원곡동이 다문화 1번지, 다문화 중심도시로 소개되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증가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
원기업, 민간단체가 한 팀이 되어 외국인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프로젝트의 예산
과 규모가 커졌다. 기업이나 국가시행사업을 받은 단체는 시설과 규모가 개선되었
고 단체가 홍보되면서 또 다른 사업을 배정받으며 단체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이전
27)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및 면접 심사 면제, 가점부여,
비자변경시 한국어능력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역별로 지정된 거점교육시설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2009년 거점시역으로 선정되어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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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단체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는 외국인주민센터(안산시)의 교육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로 교육사업 예산의 한정으로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단체가 지속되었다.
지방정부, 중앙부처, 기업의 사업을 공모하지 않고 상담 및 쉼터로 운영되는 단체
는 공간의 규모를 줄이고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종교활동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위탁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고 단체의 연혁과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공모사
업이 평가되면서 사업 공모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단체 간 규모의 양극화로 시설과
재정지원이 풍부한 단체로 외국인 쏠림현상이 나타났고 작은 규모 단체는 ‘외국인
을 빼간다’며 비판하였다.

처음에 000이 들어올 때 이 동네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도 ---은
원래 안산에 계속 있었고 우리단체 매월 정기후원도 해주거든요. 선교팀와서 한 번
씩 둘러도 보고 가고. 진짜 고맙죠.
(사업운영하지 않는)민간단체 실무자
근데 위탁사업의 경우도 실적위주로 평가가 되는 건 아쉽죠. 단체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서 돈으로 밀어붙이죠. 외국인도 자기네끼리 어디가면 지원이 더 많
다는 걸 아니까 그쪽으로 몰리죠. 뭐 얻을게 없을까 기웃거리고. 그러면 정작 필요
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죠. 그런 (대규모)단체가 들어오는 건 제로섬 게임 밖에 안
되요. 물론 거기 재단도 돈 썼는데 누구한테 얼마만큼 복지했다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공모사업에 떨어진)민간단체 실무자
정부의 외국인지원 확대, 기업 후원 증가는 단체의 규모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원곡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결과
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곡동이 가지는 전국 ‘최초’, ‘다문화’라는 상징성은 더 많은
단체의 유입과 기업후원으로 이어졌다.

3) 지방정부․단체 간 협력
외국인지원 채널이 외국인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민간단체와 지방정
부의 협력현상은 자원연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안산시에서 외국인행정과 관련하

- 76 -

표 5-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분과와 민관협의체 구성원 비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분과 구성원

민관협의체 구성원

§

외국인주민센터(안산시)

§

외국인주민센터(안산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

§

원곡본동 주민센터 동장, 통장, 주민자치위

§

원곡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초지/본오 종합

원, 통장협의회

사회복지관

§

결혼이민자

§

용신평생교육원

§

안산시의회, 안산경실련, 안산의제21

§

글로벌아동센터, 안디옥국제선교회, 갈릴래아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장, 법무부 인천출입국

사목센터

안산출장소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

안디옥국제선교회,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자료: 안산시청, 외국인주민센터

여 민간단체와 협력은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분
과, 민관협의체가 있다. 이주민분과(월 1회 회의)는 2006년 2월에 시작되어 실무자
와 기관관계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하는 장이다. 2007년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 사업인 ‘이주민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토
론회’, 특구사안 논의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2008년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기초
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주민분과는 ‘한국문화 오해와 이해 사이’ 책자 등
문화, 복지적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민간단체, 한국인주민대표, 관
련부처 담당자가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하지만 2달에 한 번 열
리는 회의로 구체적인 안건이 발의되거나 합의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표
5-7>는 각 모임의 구성원을 비교한 것이다.
이주민분과 회의는 안산시청 내 협의체 사무실, 민간단체 사무실에서 번갈아 가
며 개최되며 민관협의체는 외국인지원센터 내에서 회의가 개최된다. 민관협의체는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라는 지적도 있다.(박세훈 2011, 서민우
2012) 회의의 진행은 주로 앞으로 2달 간 진행되는 사업(행사)의 진행 방향을 설
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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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가이드라인이랑 전체적인 논의랑 평가해요. 실무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니
까요. 전문가 조언을 듣는 거에요. 참석률은 2, 3명 빠지고 거의 참석하는 편이에
요. (구성원의 회의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맨날 나오는 거
는 쓰레기랑 범죄이미지에요. 여기 사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예민하시죠.
외국인주민센터 민관협의체 담당 공무원
조례에 나와 있어서 만든거에요. 개별현황보고하고. 거의 가면 갈수록... 외국인
주민도 한 두명 들어가고. 2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요 뭐.
외국인주민센터 공무원
행사 참여에 필요한 부분 협조합니다. 기존행사 중심으로 보완, 수정사항 있으
면 말하라고 하고요. 전시용 행사로 늘 해오던 거에요. 진짜 외국인 주민 피부에
와닿는가는... 관공서 연례행사에요. 위원 중에 실제 (원곡동)거주하는 분들은 상인,
주민입장에서 이권을 보고 공공기관대표(비거주자)는 외국인 전체 시각에서 보니까
의견이 달라요. 결과물 변화를 확인하기도 어렵죠.
민관협의체 민간단체 구성원
이주민분과와 민관협의체는 안산시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 통합사
례관리는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월 1회 모여 개별 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 모임을 통해 민간단체 간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
고 있다. 정부, 안산시 공모 사업이 아닌 작은 단위 행사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000에서 전화가 와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우리한테 보
내세요.’ (전화가 걸려옴) “네, 센터장님. 네? 강철대오랑 늑대소년이요? 네. 중국어
랑 영어죠?” 롯데시네마에서 한국영화홍보하고 다문화가정문화지원으로 자막 넣어
서 상영회 하거든요. 이런거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와요. 시간되는 친구들도 같이
가고 그래요.
통합사례관리 참여 민간단체 대표
사례관리가면 다른 경우도 들으니까 도움이 되죠. 역으로 안 좋게 이용하는 외
국인도 있어서 그런 거 들으면 안 좋죠.
통합사례관리 참여 민간단체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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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규모단체는 지방정부와 협력의 장에 들어오지 않으며 타 민간단체와는
제한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대형교회에서는 선교활동이 주가 되므로 정부의 공동사
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체육대회같은데 참여하라고 공문이 오면 우리는 주로 참여하는 편
이에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행사 진행한 단체들 신청하라고 하는데 안산에 외국
인이 6만명인데 시 예산을 1/6만 해봐요. 오히려 우리 예산이 더 많고 무슨 들러
리 서는 것도 아니고... 000 말고는 다른데 하고 교류하는 건 없어요. 기관을 위한
기관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기독교기관이니까 아무래
도 목적도 다르고요. 포럼이라던지 이주민 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모임
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갑니다.
00 교회 실무자
기본적으로 대규모단체들은 연합을 안 해요.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연합이 필
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협의체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동사업으론 예산도 적
으니까. 근데 자원연계를 받기는 해요. 선교적 차원에서만요. 아쉬운 소리를 할 필
요가 없으니 연합을 안하죠.
민간단체 대표
홍보하려고 (연락을)하죠. 얼마 전에도 외국인들 사용하는 센터랑 교회 소방안
전모임 교육이 있었어요. 참여해주십시오 하고 지도자들 초청하죠. 요즘엔 뭐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진 못하죠. 꼭 필요하다 싶으면 가요.
민간단체 실무자
긴급지원의 경우 민간단체와 외국인주민센터의 업무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진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숙소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오면 이 사람이 태국사람이다 하
면 태국인 공동체에 연락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 너희 쉼터에서 며칠 묵게 해달라
고 하죠. 재워서 보내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티켓은 외국인주민센터가 대사관하고
연락해서 하고, 하루 이틀 묵어야 되면 민간단체에서 재우죠.
민간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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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지방정부에 대한 입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및 긴급지원 업
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위탁사업이 줄어들거나 행사위주로 운영되
는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민간단체는 특구추진으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업무지원 요청 등 가
까이 공무원을 대하면서 입장이 변하기도 한다.

관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민이 하는 일을 끌어다가 하죠. 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위탁해도 되는데 직접하죠. 행사도 관주도로 하면서 실적을 내야 되니까.
교육은 좀 다른 성격이라 제한적으로 위탁은 해요. 근데 왠만한건 다 하려고해요.
구제사업도 민에 위탁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다하려고 해요.
민간단체 대표
이 만큼 하는데(외국인주민센터)도 없어요. (2008년도)처음엔 (외국인주민센터)
별로 신뢰를 안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깨진 게 초기 공무원 선생님은 NGO 단체
가 부끄러울 만큼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실무자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건 좀
아쉽죠.
민간단체 실무자
원곡동이 ‘다문화’라는 키워드로 알려지면서 시작된 관심은 2010년 이후 소강상
태로 접어들고 있다. 공무원이 2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서 기존에 외국
인, 관계자와 밀접하게 맺었던 관계를 새로운 담당자와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
었다. 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후 실무에 적용하면서 ‘전국 최초’, ‘전국유일’이라
는 상징성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원단체의 포화로 원곡동에서 활동을 접고 다
른 지역으로 옮기는 단체도 생겨났다. 사업, 프로그램 위주(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
정 아동 대상)로 운영되는 단체가 살아남게 되면서 소규모 단체의 자생이 어려워졌
다. 실제 원곡동의 거주 외국인 구성은 외국인노동자가 71%(2010년 기준)이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조정기 다문화 지원단체의 역할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정부의 외국인지원 총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위주로 단체가 운영되면서 단
체 간 규모가 양극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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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행정으로 국가별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종교를
기반으로 한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주민행정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채널이 형성되면서 민간단체와 지방정
부, 민간-민간단체 간 자원연계가 가능해졌다.

4) 조정기 다문화주의의 모형 적용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지원은 국가별 모임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중
후반 민간지원단체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적 보호 미비로 종교에 크게 관계없이 지원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수의 민간단체가 들어오고 종교계의 후원으로 설립되면서 종교가 보이지 않
는 진입장벽으로 존재해왔었다. 외국인지원센터 내 문화의 집에서 국가별 모임, 결
혼식이 진행되기도 하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안산시 시
설물 이용도 용이해졌다. 국가별 모임 활성화는 원곡동의 다문화주의 모형 실천으
로 나타났다. 한국인 주민참여는 적었지만 각국의 축제, 모임이 다양하게 개최되었
고 안산시는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 민간단체나 한국인주민, 타 국적 외국
인들은 거리두기로 국가별 모임에 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예술활동 모임은
리트머스(미술), 지구인의 정류장(영상제작)과 같은 단체 활동이 있다. 리트머스는
한국인 작가와 외국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아시아작가 초청 레지던스 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스튜디오 작업 등 지역적 맥락을 활용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인의 정류장 은 이주노동자센터 내 미디어교육을 시작으로 구성
되어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공장) 현장, 삶의 현장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
하는 문화모임이다. 국가별 모임이 공개적인 장소(외국인주민센터, 만남의 광장, 시
내 체육시설)에서 진행되고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모임의 등장
은 원곡동의 다문화주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
원곡동의 끊이지 않는 이슈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다. 2011년 시정 핵심과제 35
개 중 하나가 ‘넛지 행정을 통한 원곡동 일원 환경 개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것이다. 원곡본동의 주요업무 역시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깨끗한 마을 마들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지역주민(원곡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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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내용 역시 쓰
레기 문제로 원곡동에 살고 있다면 쓰레기 분리 배출은 지켜야 한다는 동화의 기
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각 시기별 다문화지원단체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았다. 태동기와 발
전기는 민간단체 간 연대를 통해 협력이 일어났으며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를 시
작한 2000년대부터 원곡동이라는 공간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협력을
모색하면서 협력적 계획이 시행되었다. 갈등기 이후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외국인
에 대한 지원증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민 분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력적
계획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었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민간단
체와 지방정부가 거주외국인 지원이라는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의사를 민간단체가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정부를 협력
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동시에 경쟁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Innes(1997)의 주
장처럼 협력은 이익과 자원이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공동노력으로 경쟁자, 적도 함
께 일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문화가 트랜드화 되면서 사업과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운영을 위한 기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표
적인 외국인밀집지역으로서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계획
을 위한 노력은 민관협의체라는 공식적인 장은 현재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개인적 친분, 자원연계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동하여 의사결정체계, 자원배분, 권력 등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힘’(Healey,1996)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원곡동에서 협력적 계획을 위한 과제일 것
이다. 또한 협력적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단체,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태동기, 갈등기, 조정기 시기별로 다문화지원단체의 역할과 단체
간의 관계, 협력 활동을 통해 원곡동을 Castles & Miller(2003)의 다문화주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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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시기 동안 단체 간 연합은 점차 줄어들었고 지원대
상은 외국인노동자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역할과
활동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태동기(1990년대 중반~2004년)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단체가 노동 상담 및 쉼터 운영,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99년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외국인의 처우개선에
서 벗어나 지역 공동의 의제를 만들고 마을청소 활동 등 한국인 주민과 연결점을
마련하였으며 민간단체와 국가별 모임의 연결망을 통해 축제, 체육대회, 집회 등
연합활동을 조직하였다. 이 시기 민간단체가 연대활동 등 단체 간 협력이 잘 이루
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체의 규모가 작고 정부의 후원이 없는 상황에서 협력을 통
해서만 의제를 표면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기(2005년-2007년)에는 상담 및 외국인관련 지원 활동은 계속되었고 지원
대상이 외국인노동자 중심에서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아동보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났고 활동의 영역이 분화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주민 분과 참여로 타 단체,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장에 참여하였다. 이 장은 정부의
사업추진 내용 파악과 의견제시, 단체 간 네트워크로 활용되었다.
조정기(2008년~현재)에는 정부의 외국인지원 총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위주로 단
체가 운영되면서 단체 간 규모가 양극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행정으
로 국가별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종교를 기반으로 한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협조
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주민행정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채널이 형성되면
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민간-민간단체 간 자원연계가 가능해졌다.
3개의 시기를 통해 일상적 접촉과 적응의 공간인 원곡동에서 각각의 다문화주
의 모형이 실천되었다. 차별적 배제와 포섭 모형은 종교에 근거하여 나타났다. 미
등록노동자 비율이 더 높았던 1990년대 중반 민간단체에게 외국인의 등록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같은 종교의 외국인은 포섭되었고 타종교 외국인도 포
교활동을 위해 포섭되었다가 배제되는 반복을 거쳤다. 동화주의 모형의 실천은 쓰
레기 분리배출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시차원, 동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민
원이며 잠시 살다가더라도 원곡동에 살면 지켜야할 기준으로 강력하게 제시된다.
다문화주의(다원주의)모형은 민간지원단체를 통해 나타나기 보다는 국가별 모임과
외국인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문화예술 모임을 통해 나타났으며 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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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인 주민은 문화적 다양성, 특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일정한 거리두기,
무관심의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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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한국은 현재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다민
족·다인종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으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을 대
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 2.2%의 등록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지
역별 특성에 따라 5%의 외국인이 거주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와 지원체계가 형성되
었고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문화적 국가제도가 개인 간 관계에서 다문화주의 실천과 일치하지 않
으므로 일상적 차원에서의 삶의 고려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상적, 구체
적, 지역적 차원에서 외국인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의 다문화지원단체들을 통해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원단체의 형성과 역
할(활동) 변화를 통해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서 다문화라는 장소성을 지역
의 특성으로 가꾸기까지 다문화지원단체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력의 장이 실천되
어온 과정을 연구하였다. Castles & Miller(2003)가 제시한 국가가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3가지 모형인 차별적 배제와 포섭,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다원주의) 모형
을 원곡동이라는 공간의 각 시기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의 시기를 발전기 및
태동기(1990년대 중반~2004년), 갈등기(2005년~2007년), 조정기(2008년~현재)로
나누었다. 시기의 구분은 법적, 제도적 지원을 기준으로 발전기 및 태동기, 갈등기
를 나누었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이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갈등기와 조정기를 구분하였다. 각 시기에 나타난 모형 적용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별적 배제/포섭 모형이 정주를 막는 외국인노동자의 합법·불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달리 약 80% 다문화지원단체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원곡동에서
는 ‘종교’가 차별적 또는 선택적인 배제/포섭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태동기와 발
전기는 고용허가제 실시이전 시점으로 반월, 시화공단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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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외국인 역시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초기 몇 개의 단체만이 활동한 1990년대 중반은 종교 차이가 외국인지
원의 배제되고 포섭되는 기준이 아니었다. 발전기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반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교기반 민간단체의 증가는 외국인지원을 넘어 선교의 대
상으로 포섭되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은 포섭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발전기인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종교를 통한 차별적
배제/포섭 현상은 고착화되었다.
동화주의 모형은 국가와 구성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외국인이 맞추어 한 사회의
성원으로 동화될 것을 주장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낯설고 이
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었다. 원곡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증
가하자 민간단체 차원의 캠페인과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였다. 안산시가 외국인지
원행정을 펼친 2005년은 민간단체 차원을 넘어 동사무소 차원, 시차원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이는 아무리 잠깐 살다가는 외국
인이라도 한국에 왔으면 지켜야할 규칙 또는 배워야할 한국의 선진문화로 강력하
게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다원주의)모형은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기에 제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민간단체와 별개로 외국인들 자체적인 국가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대규모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민간단체의 한
국인 실무자를 통해 사무실 장소를 대여하거나 시설물 신청을 대신해야했다. 하지
만 비종교, 타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모임에서 민간단체를 통하데는 진입장벽
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하면 종교의 제약없이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장소사용 신청이 용이해졌다. 이것은 국가별 모임이 활성화되
면서 자국의 명절, 축제, 체육대회와 같은 모임으로 이어졌다. 타국가나 한국인주미
들은 일정한 거리두기와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의 다문화주의는 민간단체 주도(태동기)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갈
등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주도(조정기)로 진화해왔다. 지역적 차원에서
는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 실천으로 옮겨져 오면서 기존 민간단체와의 균형과 협
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놓여있다. 이익과 자원이 다른 이들의
공동 노력으로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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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헌, 인터넷자료, 통계치 등으로 파악한 원곡동과 답
사를 통해 알게 된 원곡동 사이의 온도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1번지,
다문화 중심도시, 전국 최초로 알려진 만큼 외국인밀집지역으로서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이 지방정부, 대규모단체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화인류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원곡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
구자의 방문으로 민간단체 실무자는 업무가 바쁜 와중에 비슷한 질문을 한다고 귀
찮은 태도를 보이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연구자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
기거나 기회를 주지 않기도 했다. 또한 면담이 끝난 후 종교를 물으며 연구자를 대
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하는 단체에게 관심을 보
이는 한국인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원곡동은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으로서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지원, 민간단체
와의 협력적 계획을 위한 노력은 민관협의체라는 공식적인 장은 현재 다소 형식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적 친분, 자원연계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
되고 있는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동하여 의사결정체계, 자원배분, 권력 등을 변화시
키는 ‘변화의 힘’(Healey,1996)으로 이끔과 동시에 협력적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단체,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곡동의 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과 역할변화를 통해 일상적 접촉, 적
응의 공간인 원곡동에 다문화주의 실천을 Castles & Miller(2003)가 제시한 3가지
모형에 적용하여보았다. 하지만 모든 민간단체 실무자를 만나지 못했으며 정작 지
원의 대상인 외국인은 특정 국가, 종교에 한해 제한적으로 만났으므로 다양한 의견
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반월, 시화공단 공
동화로 외국인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산업환
경의 변화가 원곡동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국가 외국인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
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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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nging the role for
multi-cultural supports community
- Case of Wongok-dong, Ansan city-

Shin, Yu Ky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re is increasing foreigners in Korea. Most foreigners consist
of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They located cheap
in town that changing demographics of urban area. Some area show
ethnic cultures other intense crime-ridden district image. Local
government overcome negative source promote multi-culture sense of
place. National level prepare social integration of offer diverse service to
immigrant. It is important that consider national level and everyday life
in multi-culture area.
Wongok-dong, ansan is typical densely populated area for foreigners
in metropolitan. The local community begin with Wongok-do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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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s known for good governance with local community, city
government, foreigners, local residents.
This study focus on everyday level not institutional multi-culture
place wongok-dong the formation process local community and
changing their inner roles. Period division is 3 period before
institutional, legal support embryonic & growth, conflict, adjustment.
The changing community's role play every period application Castles &
Miller(2003)'s policy strategy model. Castel & Miller proposed three
models which are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ist
model, and multi-cultural(or pluralist) model as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for the multi-culture society.
This study application 3 model as wongok-dong, multi-culture
support community.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practice religion.
Almost community based religion situationally adopt or exclude
foreigners as mission. Embryonic period only few religion based
community there don't considerate religion but growth period many
community work on positive lines as mission. It caused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followed religion. Assimilationist model practice
separate garbage collection. It is consistently filed a civil complaint
Koreans. The growth period local government a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 Every korean regard do's and don'ts separate
garbage collection regardless religion or nation. Multi-cultural(or
pluralist) model restrictively practice in wongok-dong. Local government
serviced country community rent facility for activity as marriage,
festival,

athletic meet. Before local government' service they ask a

private organization for help though different religion.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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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 or not. Is caused revitalize county community separate private
organization show their own culture. Also spontaneous culture and art
community formation by migrant workers.
This study consider local level and everyday life in multi-culture area.
But focus private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service, sufficiently
consider foreigners. It will be attempts made follow study.

Keywords

: Wongok-dong, multi-cultural support community,
multi-cultural mode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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