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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 증가의 가시적 

효과는 없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 1.23%에서 2013년에 

1.19%로 떨어졌다. 이민정책이 출산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을 허용하는 

후발이민국가로 진입했고, 2015년 12월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

는 200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외국인은 국내 적응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는 상이한 신념체

계를 지닌 정책옹호연합들이 형성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도입되어 그 중의 일부 교육과정

이 표준화 또는 의무화되어 가는 정책변동 과정과 그 원인을 노무

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된 결과는 외

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설정하고 상이한 신념체

계를 지닌 정책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가 무엇인지를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성을 가진다.

연구 방법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정책의제형성과 정책변동 과정

에서 나타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흐름모형과 정책

옹호연합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이다. ‘재설

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한 외부환경 변화

와 초점사건의 영향을 받은 정책기업가의 역할로 이루어진 정책흐

름을 살펴보았다.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및 그 신

념체계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고 각 정책옹호연합들의 갈등 등 역학

관계와 정책지향학습 과정이 다시 정책기업가에게 영향을 주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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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 또는 의무화되는데 원인

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 및 의무화 여부이다. 사
회통합교육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3~5일간의 속성으로 국제

결혼하려는 국내 입국하기 전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어 교육, 국내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민정책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 외국인력 고용․활용, 외국인 사회통합)를  이론적으로 정립

하는 것을 새로이 시도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과 정

책이념을 살펴보았고, 이를 다문화정책과 비교 분석했다. 이민정책

(외국인 사회통합)과 인종적 다문화정책은 둘 다 외국인을 대상으

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사한 정책이지만 , 정책적 관점과 신

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각각 작동원리와 도구적 정책신념이 상이함

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이민정책옹호연합은 국가이익과 사회질

서 유지라는 신념체계를 보유했고,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가족복지

와 양성평등이라는 신념체계를 보유했음을 비교 분석했고, 갈등관계

에 있는 두 정책옹호연합이 교환적 정책신념과 외부환경의 변화, 초
점사건 등을 통해 정책지향학습과 도구적 정책신념의 변화가 있었

음을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

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성가족부와 이주

여성 인권단체 등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반대 및 이민정책옹호연합

의 세력 미비로 그 시행이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기에서

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

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반대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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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행이 실패하였다. 두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라는 정책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에 있는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외부주도형)은 표준화가 집행단계에

서 좌절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주도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  임박, 부적

응과 강력범죄 증가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이민정책옹

호연합은 구성원을 확대하고 그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민정책옹호연

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모두가 정책지향학습을 거쳐 도구적 신념

체계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 법무부장관은 정

책기업가로서 역할을 발휘하여 정책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렸

고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중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와 의무화되었다. 
표준화와 의무화는 대통령, 장관 등 행정관료들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되거나(동원형), 사회통합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부

집단에 의해 정부의제로 되기도 하였다(내부접근형).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향후 외국인의 급증에 대비하여 사회통합교

육이 표준화되거나 의무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초점사건 이외에,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정책지

향학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두 연합의 신념

체계가 변화되어야만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활성화되어 정책

의 창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주요어 : 이민정책, (인종적) 다문화정책,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정책변동, 이민정책옹호연합, 
다문화정책옹호연합, 정책기업가

학  번 : 2005 – 2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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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물결이 매우 거세다. 2010년에 합계 

출산율은 1.23%, 2013년에 합계 출산율은 1.19%로서 저출산이 심각하

다. 출산율의 변화는 약 20년이 흐른 뒤에야 국내 노동시장과 노동인력 

공급에 반영된다. 2013년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9%이었다. 우리나

라의 인구는 2012년 6월에 5,000여만 명을 넘었으나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3,704만  명 (총 인구의 72.9%)의 정점에 도달한 이

후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0년의 80.2% 수준인 2,887만 

명까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황수경, 2015: 3 ; 한국거래소, 2014: 
17).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11%에서 2017년에 

1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또한 중위연령은 2010년에 37.9세에서 2014년에 

40세를 넘어 2034년에는 50세를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황수경, 2015: 4). 
국내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성장동력과 내수시장이 축

소될 위기감이 있다. 반면에 세계적인 추세는 이민자를 통해 창의적인 사

회개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각 국가는 이민정책을 활용하

여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는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차용호, 2008).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당시 1단계로 5년간 42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1년부터 시작된 제2단계에서는 3년간 56조 5,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에 1.23%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앙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재를 적극 유치해야 된다는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정책과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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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대체적 관계로 파악하여 ‘이민정책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경우

도 있다(한국거래소, 2014: 18). 그러나 그간 우리국민의 출산에 대한 인

식을 바꾸는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

에서, 이민정책은 출산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성장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재를 유치하여 국

가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한 이민정책이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차용호, 2015).  우리나라는 독립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8
년에 100만  명에 도달하여 그 소요기간이 60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7년만인 2015년 말에 200만  명을 넘어 전

체 국민 수의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속도로 이민국가로 진

입하려는 초기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제연합(UN)은 우리나라를 독

일과 같이 후발이민국가로 지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 추세

는 국제교류의 활성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으로 인해 가속화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

계, 학계 등에서는 이민정책의 긍정적 활용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민

정책의 어두운 면으로서, 국민과 외국인 간 언어, 문화, 역사, 가치관, 제
도적 차이로 이해 갈등과 충돌이 초래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중 9~10년에 걸쳐 논의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그림1, 체류외국인 증가 및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추정)>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201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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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변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최근 외국인의 유입을 확

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이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연구

의 중요성과 시사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정

책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저

출산․고령화,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과

정에서 이민정책을 활용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력 등 정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이민자들이 가족결합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

의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5월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

국인 수는 185명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2015년 말에는 외국인 200여만 

명  시대(총 인구의 3.95%), 2020년에는 250만  명  시대(총 인구의 

4.86%), 2025년에는 290만  명  시대(총 인구의 5.57%), 2030년에는 

320만  명  시대(총 인구의 6.12%)의 도래가 임박하여 그간의 외국인 사

회통합교육 정책결정과 그 변동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이민정책을 국가의 새

로운 발전동력으로 활용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다
만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민정책을 활용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변동

요인을 분석한 학계 자료가 빈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폭넓은 정책분석

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초점사건들을 활용

하면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각 각 형성된 옹호연합과 정책

신념들을 분석하고 갈등 등 역학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민정책’을 중심

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왜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제도적으로 도

입 시행되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은 왜 어떻

게 정책의제로조차 선정되지도 못하였는지를 , 정책의제로 선정되어 결정

되었다가 왜 어떻게 집행에 실패를 하였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결정과 변동과정에 대하여 정책변

동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시대적 구분에 따른 ‘외국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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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교육’이 변동하게 한 요인과 그 정책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

인 사회통합교육에 관한 정책문제의 흐름 , 정치의 흐름 , 정책대안의 흐름 

등 외부환경적 요인이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주된 정책신념으로 각각 

채택한 정책옹호연합들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초점사건에 의하여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한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게 되었는지를 중

심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결정되

고 변동되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법무부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외국인에게 제공하

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은 외국인이 한국어 등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제

공하는 것에 그치는 지원정책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긍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국민으로 되는 인적구성 등 

인구의 규모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민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간 외국

인 사회통합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사회통합교

육의 의무화라는 규제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국가는 인도주의

적 관점에서만 무턱대고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영주

권과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처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

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이민정책을 활용하되, 
이민정책의 수단으로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 외국

인과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하고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필터링적 기능을 

맡고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관점은 국가이익·사회질서 강조 관점의 ‘이민정

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및 가족복지·양성평등 강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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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으로 한정한다. 
두 관점이 가지는 대립되는 상이한 신념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으

로 하여금 직접적 간접적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하나

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매우 다르게 이해한다. 국가이익·사회질서를 

강조하는 관점의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교육 및 가족복지·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관점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

통합교육은 각각 다른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2개의 정책옹호연합을 행정

부 내부에서 형성한다.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서 각각 다른 2개의 정책옹

호연합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도입과 의무화에 대하여 상이한 정책신

념을 공유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2개의 상

이한 정책옹호연합들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도입과 의무화에 대한 외

부환경 변화, 정치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 , 초점사건에 영향을 받아 정책

지향학습을 하게 되고, 정책기업가들의 활동에 따라 기존의 정책신념들이 

확장, 쇠퇴, 변경되어 정책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표1,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신념체계의 분류>

    연구의 내용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

육의 도입과 의무화 논쟁에 관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정치의 흐름 , 정책대

안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외부환경과 흐름들이 상이한 정책신

념을 가진 두 옹호연합(이민정책 중심의 옹호연합, 다문화정책 중심의 옹

호연합)의 행위와 갈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지향학습을 통하여 두 옹호연합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정

부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처음으로 도

입되기로 한 의제선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 집행과 확대되는 과정 및 외

국인이 사회통합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화 논쟁과 의무화 실

분류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신념체계 국가이익 · 사회질서 가족복지 ·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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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의 정책과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법률로 입

법화되기 위한 입법부에서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기보다는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에 관한 행정부 내․외에서의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인적 범위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자이다. 다수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에 한정하고 있지만 , 본 연구는 외국인의 유

형을 결혼이민자에게만 한정하지 않으며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
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영주자격자, 무국적자 등 한국 사회에서 적응 

지원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외국인을 본 연구의 인적 범위로 삼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국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한 결혼이민 비자를 우리

나라의 재외공관에 신청 중인 결혼이민자와 국내에서 체류 중인 모든 외

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 불법체류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사회

통합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인적 범위에서는 제

외하기로 한다. 또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문제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에, 외국인교수, 외국인연구원 등 전문외국인력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적응능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이들이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 사회통합교

육 의무화의 직접적 당사자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법률 용

어와는 약간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학술 용어로서 이민자라는 것이 활용되

고 있으나,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과거에 외국

인이었던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므로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외국인라는 법률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 이명박 대통령의 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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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부터 시작되었던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2005년부터 사회통합정책

이 시작되었으므로 2015년 초의 박근혜 정부시기까지 10년을 넘어 진행

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한 정책변동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정책

이 미진하나마 시작된 출발점은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체로 ‘외국인의 유

입 통제․관리기’에 해당하고, 1991년부터 2004년까지는 ‘외국인력 고용정

책 도입기’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

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상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정부 내의 논

의와 정책결정, 상이한 정책신념을 기반으로 한 옹호연합들의 형성과 쇠태․
발전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2003년경부터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에 관한 정책문제, 정치와 정책대안의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상이한 신념체계를 갖춘 옹호연합들이 형성되어 그 행위와 

갈등상황이 활발하여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표2, 연구의 시간적 범위>

    3. 연구의 방법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어떤 외부환경에서 도입되었고 어떻게 의무화 

과정을 거쳤는지의 정책변동에 관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의 분석, 정부문건과 자료 분석 등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사

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정책변동 과정은 숫자나 통계로 정리될 수 

있는 양적 연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자료의 수집은 정부문건과 

자료 중 외국인 사회통합교육과 관련된 이민정책적 자료를 1차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보고문건, 각종 위원

시기 제1기 제2기 제3기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년 도
2005년 ~ 

2008년 2월

2008년 2월 ~ 

2013년 2월

2013년 2월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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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초기자료 포함한다) 발표자료, 법무부장관 보고문서, 보건복

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서의 내부문서 및 분석자료, 정책연구용

역 보고서, 내부 검토자료 등이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자료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도 2차 자료로서 활용하

였다. 예를 들어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에서의 자료, 언론보도문, 시민사

회단체의 성명서, 정책제안서, 행정학․정책학 등 학회지에 실린 논문 등이

었다. 또한 주요 시대적 구분에 따라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언론보

도의 태도, 법무부 등에서 실시한 서베이 조사 등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조사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이민정책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 논문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물들이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의미와 내용을 세밀히 따져 보아

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정책 용어를 사용하는 연

구들은 대부분 이민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정책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그 대상자, 내용 등에 따라 이민정책 또는 외

국인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

다. 다문화정책 용어로 시작되는 연구 논문들의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 의

도, 연구의 대상자 및 범위, 이민정책과 가족정책 간의 비중 여부 등에 

따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물 내지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하

는 연구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내용적 분석이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 논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

한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 중심의 선행연구, 
이민정책의 정책변동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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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유길상․이규용․설동훈․박성재(2005)는 이민정책의 개념, 범주 등을 분

석하고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민정책이 갖는 사회학적 함의를 제시했다.  
    전광희(2006)는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을 ⅰ)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

누는 기준, ⅱ)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기준, ⅲ) 입국한 외국인을 내

국인과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따라 3가지 영역의 정책으로 구분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은 초보적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고, 인구성

장과 인구이동, 경제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은 투입재원, 인원, 목표달성에 소

요되는 기간 등 제약이 있으므로 국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성립되어야 한

다고 분석했다. 
    이혜경(2008)은 이민정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며 각 국가는 정책경

쟁과 모방으로 이민정책은 더욱 수렴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경제학과 신제

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화를 초기 단계(1987
년~1994년), 고용허가제로의 노력 단계(1995년~2003년), 제도화 단계

(2004년 이후)의 3시기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제도간 각축과 부처간 각축

을 통해 어떻게 특정 정책이 선택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손기호(2010)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4대 정

책목표 중 하나인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목표에 대하여 ‘목표달성 평가모

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목표달성 평가는 ‘성취된 결과가 프로그램의 목

표와 일치하는가?’라는 목표달성 측정 및 ‘바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가?’라는 영향사정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교육, 지원, 서비스 활동,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반

영 등을 모니터링해서 정책목표 달성의 정도를 검증했다. 과제별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정책수혜자의 만족도를 고

려한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분야별 성과반영이 필요하고, 성과지표를 단기․
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계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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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주(2010)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포함된 세부 정책프로그램

들을 정책수단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특징을 도출했다. 
Salamon(2002)이 제안하는 정책수단의 분류차원을 이용하여 전영한

(2007)이 제안하고 있는 ‘강제성’ 차원과 ‘직접성’ 차원에 따른 4개 정책

수단의 유형을 설정하고, 직접성과 강제성의 판단기준으로 세부기준을 재

설정했다. 다문화정책의 특성은 처벌․강제적 유형의 정책수단 보다는 유

도․유인정책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다. 
    정명주(2012)는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를 정책의 내용, 수단, 과정으

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가 마련된 것을 설명하면서 

정책내용은 그 기능(분야)과 정책대상 집단으로 정책유형을 분류했고, 정
책수단은 정책네트워크로서 정책참여 행위자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거버넌스를 분석했고, 정책과정은 계획, 예산, 평가과정 간의 연계 및 그 

순환과정을 분석했다.     
    임형백(2013)은 외국인 사회통합과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하기 위

해 법무부의 이민정책과 외교부의 공공외교정책을 연계하는 것을 탐색했다. 
이민정책의 개념 및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관계를 분석했고, 공공외교

정책의 개념을 분석했다. 각 정책의 정책대상, 정책수단을 분석했고, 법무

부와 외교부의 협의․조정을 제시했다. 
    남성일․정용훈(2014)은 2017년부터 만 15세 ~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잠재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고, 고령인구의 증

가는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의 악화와 재정 건전성이 훼

손되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이

민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대로 지속될 경우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규모로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

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외국인의 순환형 이민은 경제성장률을 향상시

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외국인의 정주

형 이민을 연간 10만 명 ,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연간 20만  명 , 2025년
에서 2030년까지 연간 30만  명씩 이민을 받아드려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2%대 경제성장률과 소비, 투자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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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제시했다. 

    2.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이성순(2008)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부재를 지적

하면서 2009년에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의 문제점을 검토

했고, 이수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성순(2010)은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해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

을 분석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조항록(2012)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육을 분

석했고, 한국어 교육의 확대를 개념 정의하여 교육기관․참가자의 확대, 프
로그램 교육과정의 확대로 구분했다. 교육과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요

인을 분석하여 참가자 집단의 다변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교육과

정 개발 등을 확대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택환(2012)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둘러싼 법무

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을 정책갈등 이론을 통하여 분석했다. 사회통합정

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여성가

족부 간에 정부갈등의 원인과 전개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본 후, 정책조정

을 통한 정부갈등의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3. 다문화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김미숙(2008)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에 해당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평가하고 가족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혼이

민자, 다문화가족 자녀를 공식적으로 지목하여 정책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원래 의도하지 않은 낙인찍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거나 결

혼이민자 여성이 타자화 되고 분리된다고 분석했다. 
    김준식․안광현(2012)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수립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분석했다. 분석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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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추진주

체,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대상, 추진방법, 추진시기 등 평가기준을 활

용했다. 
    이승미․송혜림 ․라휘문․박정윤(2012)은 가족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을 위해 가족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방안을 분석했다. 두 전달체계가 통합될 경우에 가

족정책 방향의 측면에서 강점을 분석하고, 통합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이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강복정(2012)은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전달체계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했다.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중도입국 자녀 등 다른  외국인으

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김혜순(2014)은 다문화가족의 이혼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출발점

으로 하여 이혼의 증감은 이주과정의 일환이며 이민관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석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은 가족정책이 아니라 역량강

화와 인권보호 중심의 여성정책에 해당하며 , 다문화정책이 여성-가족-결혼

에 국한된 접근으로서 이민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몰이민성이라고 분석했다.  

    4. 이민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김병준(2006)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이 결정되는 정책과정 

분석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김영상 정부시기, 
김대중 정부시기, 노무현 정부시기에서 문제의 흐름 , 정책대안의 흐름 , 정
치의 흐름이 각자 흐르다가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고용허가제도

가 도입된 정책과정을 분석했다. 
    전영평․한승주(2006)는 단기간 유입된 단순기능직 노동자로서의 외국

인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정책지지연합이론을 적용해 분석했

다. 기존의 중소기업 이익을 옹호하는 ‘기업이익’ 지지연합 및 외국인노동

자의 인권보장을 지지하는 ‘노동인권’ 지지연합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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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논리를  살펴보았다. 기존에 지배적 위치에 있던 기업이익이라는 

정책신념은 비지배적 위치에 있던 인권보장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따라 

그 주도적 위치가 축소되었고, 인권보장 규범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분석했다. 
    김영종(2009)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동태적 정책형성과정을 정책

옹호연합모형과 정책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하여 분석했다. 시기적 구

분은 입법의도가 처음으로 표명된 1995년부터 법률 제정이 무산된 2001
년까지를 1단계로 하였고, 정책의제가 부활된 2002년부터 2003년에 고용

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를 2단계로 하였다. 고용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옹호연합 및 이를 반

대하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이 상당

한 기간 동안 대립과 갈등을 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 및 민주당 정책위

원회 의장의 중개활동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타협적 방안이 정책으로 산출되었다고 분석했다. 
    송용진(2010)은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해 2003년에 고

용허가제도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시기를 외국인력정책 도입기(1987
년~1994년), 김영삼 정부 시기(1995년~1997년), 김대중 정부 시기

(1999년~2001년), 노무현 정부 시기(2002년~2003)로 나누었다. 고용허

가제도의 실시가 결정된 원인 및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기로 결정된 원

인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정책옹호연합을 외국인근로

자 ‘권리성’ 강조 정책옹호연합 및 외국인근로자 ‘경제성’ 강조 정책옹호

연합으로 구분하고, 외국인근로자 ‘권리성’ 강조 정책옹호연합의 결속력과 

일관성이 고용허가제도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5.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위에서 언급된 선행연구 외에도 학술지를 검색해 보면  이민정책에 관

한 논문들은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이민정책을 비교 

분석하거나 소개하는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

리나라의 실정을 분석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관한 논문에 대하여는,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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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논문도 간혹 있지만 , 주로 외국인정책 또

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정책 

또는 다문화정책은 정책용어로서의 연구범위와 대상 등 그 내용을 분석할 

때 이민정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민정책의 개념과 다문화정책의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이 둘의 관계

를 고찰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루는 이민정책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외국인력제도 또는 제도의 변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루고 있

다. 외국인력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던 

정책변경 등 과정을 분석하거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이민정책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들

이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 재원조달 등 정책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이론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 

    다만 ,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이민정책에 관한 

이론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으로 보인다. 이민정책 또는 외국인정책이라

는 표제를 가진 연구 논문들이 정책학적인 이론화 작업이 없이 사회현상

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현상과 실태를 설명  기술한 것도 있다. 
    둘째,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등 여러 용어가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구 논문의 내용과 

범위를 분석한 후에만 이민정책에 관한 것인지, 가족복지 또는 양성평등

을 중시하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분석의 불편함이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다문화정책을 상이하게 개념 정의하고 있어 연구 

논문의 연구취지, 대상자,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인지 또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정책

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지

원시책을 여성․인권적 관점 또는 가족복지적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분석하거나, 여성․인권적 관점 또는 가족복지적 시각을 통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상반된 특징을 보인다. 
    셋째, 이민정책의 하위 요소는 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국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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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 고용․활용,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구성된다. 그
러나 이민정책의 변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허가제도 도입 과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신념과 갈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정책변

동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교육의 

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민정책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

자 유형은 일반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로 나뉘고, 이
민정책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이외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유학생, 전문외국인력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

육의 정책변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하여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

을 기초로 2005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 진행되었던 점을 확인하였

고, 이때부터를 이민정책의 형성기로 보아 본 연구의 시작점으로 하고자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건대, 이민정책의 변동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정책 또는 정부갈등 등 부분적인 정책하위체계만을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범위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시기, 이명박 정부시기, 박근혜 정부시기로 분

석시기를 3가지로 구분함과 동시에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

합교육을 연구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중 외국

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입국 전(前)에 실시되는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

건인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 능력평가 및 입국 후(後)에 실시되는 초

기적응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 등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사회통합교

육’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조사의 범위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여성인권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사회통

합교육기관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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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실시와 그 논의에 관한 외부환경의 변화

와 정책대안의 흐름 , 정치의 흐름 및 각각의 정책흐름이 만나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정책변동을 

분석하고, 상반된 신념체계를 가진 정책옹호연합들의 입장 및 그 신념체

계의 변화, 중요 초점사건과 사고, 국민여론의 변화, 새로운 시책과 제도

의 도입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변동시기를 형성기, 충돌

기, 절충기로 나누고자 한다. 또한 정책흐름모형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여, 정부시기의 3가지 구분에 따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지지그룹과 반대그룹의 상호관계를 통해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개 정부시기에 따른 대통

령, 청와대 참모진, 법무부장관이 정책기업가로서 역할과 지위를 맡았는

지 및 정책기업가로서의 활동이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시행이라

는 정책의 창을 열게 하는데 기여를 하였는지를 내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화 교육으로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외부환경의 변화 및 정책기업가의 활동이 

중요하게 작동하였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 17 -

제2장 연구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이민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의의

      종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정책이라고 말할 때에는 국민이 외국

으로 이주하여 나가는 ‘밖으로의 이민(emigration)’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민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했다. 1988년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이기도 하다. 
외국으로 이주하여 나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는 1986년에 39,257명 , 
1987년도에 42,668명까지 올랐다가 1988년도에 39,093명으로 줄기 시

작해서, 1989년도에 33,066명 , 1990년도에 27,163명으로 계속 줄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 반면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의 수는 1987년도에 

1,648,535명에서 1987년도에 1,749,919명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외

국인의 유입은 증가하였고, 국내에서 체류 하는 외국인의 수는 1987년도

에 802,654명에서 1988년도에 901,285명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외

국인의 체류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8년을 기점으로 ‘이민송

출국’에서 ‘이민유입국’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민정책

    (1) 이민

     1) 이민의 개념

     이민정책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이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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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민정책의 주된 분석 대상은 이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정책학적인 관점

에서는 이민은 자연인이 기존에 체류하는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체류

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 공동체에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되어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이에 수반된 정치, 경제, 근로, 사회, 문화적 

과정을 말한다(차용호, 2015: 9).
 

     2) 이민의 발생 사유 : 분석수준에 따른 구분

     이민이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수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은 거시적 수준에서 정치적 내지 경제적 문제, 인구 과잉의 문

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중위적 수준에서 노동시장 또는 가족부양 문제

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미시적 수준 또는 개인적 수준에서 해외노동이나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의 사유에는 지진이나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민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포함된 것 이

외의 사유로 다른  국가에 체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본국을 떠나는 것

이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

해를 이유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본국을 떠나는 것은 이민

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민을 하는 자는 변화 또는 모험을 구하고 

또는 가정적 혹은 개인적 성격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주할 수 있다. 전
적으로 경제적 이유로만 이민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이민이지 난민의 이동

은 아니다(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제62항 참고).

    (2) 이민정책의 개념

    한국행정학회의 행정학전자사전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민정책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민정책이란 국가가 국민과 외국인의 이민(밖으로의 이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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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민을 총칭한다)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있다(정기선, 2011: 21). 또는 이민정책이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송출국가 또는 유입국가가 바람직한 공동

체를 위해 선택하는 행정 과정의 수단과 전략이라는 견해가 있다(김태환, 
2015: 60). 그리고 이민정책이란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와 체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시민의 경계 및 그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치, 사회 일반 및 인구, 경제, 노동, 고용, 교육, 문화, 노동, 복지, 건강, 
기후,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다(정연경, 2011: 35). 또한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 이민정책이란 

노동에 종사할 목적을 가진 이민에 대하여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취

하는 처우 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된 정책 용어

는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외국인력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결
혼이민자정책 등이 상황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1차 외국인정

책 기본계획(2008년~2012년)에서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

로 사용하면서, 외국인정책이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

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는 이민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

자발급․입국·체류·귀화 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국인정책은 용어가 

가지는 본질로 인하여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만을 그 주된 정책대상으로 

삼는다. 그 후 더 나아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서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외국인정책이란 “대
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

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통용

되고 있는 국경(border)과 이주민(migrant)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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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개념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고, 이민정책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부연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설명하는 이민정책은 외국인

력 고용정책적 관점을 가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이 다

른 나라로 이민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에는 경제적 욕구가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외국인력도 그 사회에서 영구적 구성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민정책은 외국인력 고용과는 불과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민정책의 개념은 이민정책이라는 용어가 ‘이민’과 ‘정책’의 복합어

라는 것에서 비롯된다(차용호, 2015: 961). 이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

서 살펴보았고, 정책이란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

으로 사회에 비교적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시간 T1과 시간 T2 사
이의 차이를 의미한다(임도빈, 2014: 173). 이를 종합하면 , 이민정책이란 

‘정부가 어떠한 국가목표를 위해 외부인을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서, 정부가 외국인, 외국인력, 이민자 등 외부인 또는 이민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치․외교․안보․경제․근로․사회․문화․종교 

등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회에 비교적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정부행동의 기본

방침 내지 주요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이민정책의 학문적 범주

      

    (1) 이민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이민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는 주로 사회학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학자들은 이민의 발생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주로 

이민의 과정을 다룬다(정연경, 2011: 35). 예를 들어 한국에서 외국인의 

적응노력과 한계 등 실태,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연구한다. 이민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는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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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 지리학 등에서 행하여진다.  

    이민은 자국인을 밖으로 보내는 국가 및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국가 

모두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개인적 또는 집

단적 행동이다. 이민은 개인적 의사결정의 결과이지만 , 이민의 선택지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생성 제공된 것이다. 인구이동의 방향, 규모 , 
지속기간 등 형태는 각 국가 안에서의 시장, 사회, 국가의 지속적 상호작

용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즉 이민은 시장, 사회, 국가 3자간의 

관계로 보는데, 노동인력의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 ‘시장상황’, 외국

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이동과 정주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사회의식’, 자연인의 이동과 정주를 촉진, 방관, 규제, 금지하는 

형태를 가지는 ‘국가정책’이 자연인의 인구이동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이

해한다(유길상 외, 2005: 26). 그리고 이민 현상에 대한 사회학 등 인문

학적 이해에서는 자연인의 국가 간 인구 이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머무르려 하거나 떠나려 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경쟁의 장

(場’)이면서, 동시에 그 개인들이 살고 있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고자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場)’으로 이

해한다(유길상 외, 2005: 28). 

    이민 현상에 대한 사회학 등 인문학적 이해의 논의는 다문화연구 또

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
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실태, 근로환경,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은 주제 및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이주동기와 이주 후 현황, 사회적응, 한국어 교육, 인
권침해 사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실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등이 대부분이었다(장임숙 외, 2011: 
359-373 ; 김태환, 2015: 81-82). 따라서 인문학적 이해에서는 이민정

책은 이민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파악되지만 , 국가 간에 이

민정책의 차이와 이민정책 결정요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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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민 현상에 대한 행정학․정책학적 이해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민정책 이론에서는 사회학 등 인문학적 접근

이 강조되었으나, 아직 행정학․정책학에서는 이민정책 분야의 연구가 본격

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이나 정책학 분야에서도 이

민정책의 기본 개념이나 정책목표의 정당성 등과 같은 접근보다는 다문화 

담론과 관련한 인문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김태환, 
2015: 81). 

    이민정책은 고유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기존 학문 분야와 결합하여 

파생되는 주제의 분야이므로 기본적으로 학제성이 강하다(정연경, 2011: 
47). 행정학․정책학적 이해는 정책과정 분석을 통하여 이민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변동되는가를 연구한다. 정책과정 분석은 다른 학문 분과의 

이민 현상 연구에서 ‘정치적 선택’이라고 단순히 간주되는 것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 분석이라는데 의의가 있다(이현주, 2000: 6). 이민에 관한 

정치적 이념에 관한 용어로는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소수자정책, 민족주

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의 주제가 해당된다(장임숙 외, 2011: 371). 
최근에 정책문제 선정과 의제선정과정, 정책대안, 정책결정, 정책수단, 정
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학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민 현상에 대

한 연구물이 1980년대 말부터 처음 들어서기 시작하여 서서히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행정논총 등 행정․정책 관련 학회지에서는 

5~6년 전부터 이민 현상이 행정학적 내지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민정책이 이민 연구 중에서 어떤 구조와 항목으로 존재하는 영역인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한 문헌분류표로서 듀이십진분

류표(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DDC) 23판을 활용하여 이민 연구 

분야의 구조와 전개 항목 , 특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공공행정학적 관점

을 보기로 한다. 듀이십진분류표(DDC)에서는 공공행정학적 측면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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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 아래 353.484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에 이민 

및 귀화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분류하였다. 듀이십진분류표(DDC)는 행정

학 분야를 대폭 개정함으로써 관할 지역이나 행정기구와 상관없이 행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정연경, 2011: 40-41).

<표3, DDC 23판에 나타난 이민의 학문적 범주>
장 수준

(중분류)

목 수준

(소분류)

세목 수준

(상세분류)

사회일반

/문화

(300)

303
사회

과정
303.482 문화들 간의 접촉 - 다문화주의 관련

304
사회

행동

304.8 사람의 이동, 이주

304.82 국제이동(이입, 이출)

304.83-89 이주

305
사회

집단

305.8 다문화주의

305.906-91

2
이민자

306
문화,  

제도

306.446
이중언어주의, 다중언어주의 - 다문화

주의 관련

306.845 이종 문화간의 결혼(국제결혼)

정치

(320)

320

정치학

(정치, 

정부)

320.56
군상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 다문화

주의 관련

320.561 다문화주의

320.569
인종집단과 국민집단의 이데올로기 - 

다문화주의 관련

323

시민, 

정치적 

권리

323.32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323.623 귀화

325

국제

이주와 

정착

325 국제이주와 정착(colonization)

325.1 들어오는 이민

325.2 나가는 이민

325.4-9
현대사회의 특정 대륙, 국가, 지역에

서 국제이주와 정착

경제

(330)
331

노동

경제

331.544 이주노동자

331.62 이민자

331.621-6

29
출생지에 의한 이민자

법 342 헌법, 342.8 인적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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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연경, 2011)에서 인용

   4.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이민정책은 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국경관리 , 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 고용․활용,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 정책은 국가의 인구 규모와 질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력 고용․활
용은 경제적 관점에서 외국인의 활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 사회통합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것이다. 

     (1) 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 (국경관리 , 출입국관리정책)

(340)
행정법 342.82 국가영역의 입출국

345 형법 345.237 밀입국(smuggling)

행정

(350)
353

공공

행정의 

특수

분야

353.484 이민과 귀화(이민과 공공행정)

사회문제

/복지

(360)

362

군상의 

사회

문제

362.10869

1
병 질환 있는 이민자

362.77912 젊은 이민자와 사회복지

362.83981

2
여성이민자와 사회복지

362.85 근로자 계급

362.89912 이민자와 사회복지

364 범죄학

364.137 불법이민

364.256
사회갈등의 영향(범죄에 대한 이민의 

영향)

교육

(370)

370 교육 370.117
다문화교육, 이중언어교육 - 다문화주

의 관련

374
성인

교육
374.017

(성인)다문화교육, 이중언어교육 - 다

문화주의 관련

379

교육의 

공공

정책

379.129 국제적 지원 - 다문화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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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관념적으로 국가안전 또는 국가보전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유입은 국가이익에 도움되는 어떠한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또한 외국인의 도입 양(규
모 )와 질 등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것과도 관계된다. 국경관리 또는 출입

국관리정책은 국가의 이익에 바람직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는 장려하고, 
해로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억제하고 국가 밖으로 배출하는 정책이

다. 또한 국가가 어떤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어떠 외국인에게는 

단기체류의 비자와 장기체류의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인구유

입의 규모와 질 관리로서의 국경관리 또는 출입국관리정책은 규제정책 또

는 유인정책에 해당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이들의 정착

과 통합을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력이 일단 국내로 입국한 후

에 발생하는 후속 과제이므로 국경관리 또는 출입국관리정책은 이민정책

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력 고용정책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

합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경관리 또는 출입국

관리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 연계되지 않은 외국인력 고용정책 및 외국

인 사회통합정책은 그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민정책

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는 국가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국경관리 또는 출입

국관리정책은 이민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위구성요소이다. 특히 이민

정책을 주된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이민국가에서는 

인구의 구성과 질과 관련하여 유입하는 외국인의 수적 규모와 질적 규모

를  외국인 활용정책과 사회통합정책과 연관하여 결정한다. 

     (2) 외국인력 고용․활용

     외국인이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데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동

기 또는 보다 좋은 근무환경에서의 근로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 외국인력

의 이주는 국내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민정책은 국내 고용시장의 실업률 변동 폭, 외국인 고용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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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부족률 등 국내 노동인력 내지 경제정책 외에도, 외국인력의 정주 

가능성 등 사회통합정책과 연계되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 채택된 단순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유형은 고용허가제도가 있다. 이민

정책은 외국인력의 규모와 질, 도입업종 및 외국인력의 사회통합 등을 포

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외국인력 고용은 외국인력 고용정책

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사증정책․출입국관리정책․사회통합정책과도 관련

을 가지며 종국적으로는 이민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국인력은 고용정책 또는 생산요소로서 인력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이민정책이 이주․정착의 전 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결

정은 장․단기적으로 숙련수준별 검토를 통하여 인구 규모의 조정 및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및 사회통합, 외국인

력 가족의 연쇄 이민에 대한 선별적 고려, 외국인력의 영주자격 또는 귀

화 등 영구적 사회구성원 지위로의 변경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차
용호, 2015). 외국인력 고용정책은 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

포 등 다른  유형의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과 같이 외국인으로서의 특성, 
이민자로서의 특성, 사회통합의 요구 등을 공유하므로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력 고용정책은 이민정책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이민정책의 틀에서 외국국적동포정책, 
결혼이민자정책 등과 같이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정책을 

주된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이민국가에서는 외국인력정

책은 이민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3) 외국인 사회통합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사회통합정책의 목적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목적은 외국인의 

이민으로 인해 국민과의 갈등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며 , 외국인

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불안, 사회위험 등을 예방하여 사회안정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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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 능력을 개발하려는 자발적으

로 의지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정착하여 발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통합되려는 자발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자립 유

도형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와 개발

(migration & development)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은 유입국

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응을 위한 ‘인간 개발’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

한 ‘사회 개발’에 해당한다. 아래 표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응교육은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해당한다. 

<그림 2,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정책수단과 목표>
정책수단(하위목표)

외국인의

 자발적

통합의지

상위목표     

갈등해소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 개인과 국가의 공동발전

차별방지

적응교육

능력개발

문화다양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란 외국인과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문

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며 , 외국인이 스스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으로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는 국가정책

이다.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은 ① 경제생활 및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한 차별 제거, ② 언어습득 및 정보취득 등 외국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능력습득의 성과로 나타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1조(목
적)에 따른 ,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

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국가에서 습득한 

문화․가치와 우리나라의 문화․가치를 접목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차용호, 2015: 598).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은 



- 28 -

이민정책과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

통합정책은 가족정책 내지 복지정책, 여성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결
혼이민자 지원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민정책에 해당한다(이혜경, 2007).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은 혼인의 진정성 확인을 통한 사증발급 및 출입국심

사, 체류․영주․귀화 등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의 부여 및 가족초청, 이민 

2세의 출산 등 이주의 주기,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인력활용, 그 출신

국가와의 외교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민정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영

역이다. 특히 이민정책은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 , 외국인의 사회적

응과 고용․취업 지원, 불법체류 및 외국인 성매매 방지, 외국인의 자녀에 대

한 국가 정체성 정립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차용호, 2015: 632).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분류는 외국인에 대한 소극적 차별방지, 적
극적 차별방지(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극적 차별방지란 외국인에 대한 제도 또는 차별행위(직접적 

차별)을 예방 시정하고, 발생된 피해를 구조하는 것이다. 적극적 차별방

지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 발전의 기회로부터 배제(구조적 차별)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은 적극

적 차별방지에 해당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이란 외국인의 유

입으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며 , 국민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인식과 편견(간접적 차별을 포함한다)을 해소함으로써 이

민사회에 적합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행동양식․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3b).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은 후술할 

인종적 다문화정책에서 문화 다양성의 원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위에서 설명된 이민정책과 그 하위 구성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고, 외국인 유형에 따른 이민정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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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그림 4, 외국인 유형 및 이민정책 유형>

  제2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변동

    (1) 의의

    정책변동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

요가 있다. 학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책 개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

념 정의에 합의를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정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T1과 T2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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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2014: 173). 하나의 정책을 보면 , 시간적으로 볼 때 정책형성에

서 집행까지 일관적으로 진행된 후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살아 있

는 생물과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를 정책변동(policy 
change)이라고 한다. 정책변동을 좀 더 좁은 의미로 보고, 정책형성이 된 

후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에 비하여 변화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임도빈, 2014: 194). 

   정책변동은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또는 정책형성(policy 
formation)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정책과정의 설명을 위한 

간접적 부가적 도구로써 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

심영역이 다양한 정치적·행정적 과정, 기존 산출물과의 차별적 지향성, 목
표·수단 등 정책구조의 구성요소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책과정의 구성상 

독립적인 개념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재무, 2015: 206). 

    (2) 유형

    정책과 정책변동의 개념이 정하여진 후에는 정책이 얼마나 변동된 것

까지를 정책변동으로 보아야 하는 정책변동의 범위와 정도의 문제가 발생

한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폐기 등으로 나뉜다. 

   2. 정책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주도집단이 정부 내부의 세력에 있는가 아니면 

정부 외부의 세력에 있는가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을 위한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변동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과정에 걸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임도빈, 2014: 183). 사회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의제가 

정부의제로 되는 과정은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외부

주도형,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동원형, 정책결정

자를 접촉하는 집단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내부접근형이라고 한다. 이하에

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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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이다. 정부의 외부집단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여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

환시켜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 이 모형은 이익집

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의 반응성이 높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이다. 정치인, 행정관료에 

의해서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홍보를 

통하여 공중의제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새로운 정책의제를 설정하

여 일반국민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를 말한다. 셋
째,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이다.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며 ,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하위정부모형, 철의 삼각동맹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부접근형은 

동원형과 같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지

만 , 일반국민들과는 관계 없이 특수 외부집단이 정부관료제 내부에서 움

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임도빈, 2014: 183).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을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적용할 때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은 도입, 강화, 폐지, 변화의 시간 순서를 따르게 된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개의 정부시기에 따라 뒤 제4장에서 분석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3.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결합모형

    (1) 결합모형의 유용성

    정책변동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양하다. 특히 Kingdon의 정

책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각각 보유한 설명력의 유용성으로 인해 정책변동의 분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변화의 시발점으로써의 초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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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events)을 참작하고 있으며 중개기능 이외의 상호작용에 대하

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반면에 정책옹호연합모

형은 외적변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상호 배타적 이질적으로 집단화되어 있

는 정책주창자들의 실체와 신념체계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과정 상 협의

를 주도하는 중개 기능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렇지만 

두 모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

나의 모형으로 특정한 정책변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
책흐름모형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어 환경의 영향력이 지대한 

정책변동 사례의 설명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미국

식 다원주의의 실증적 산출에 근거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등

의 제반 국가들 정책환경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최근의 정책변동에 관한 설명은 대부분 두 모형을 다양하

게 결합하거나 응용하여 상충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한 뒤 행해지고 

있다(이재무, 2015: 206~207).

    본 연구에서는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결합모형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통하여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의 실효성을 강

화하고자 한다. 각각의 모형이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초점사건 및 외부환

경과 정책활동가들의 실체와 신념체계를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표4, 기존 모형의 장단점 및 결합모형의 장점>

자료: (양승일, 2006)을 활용하여 재구성

모형 구분
설명변수 정책흐름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외부환경 미비 충실 충실

초점 사건 충실 미비 충실

정책활동가의 
구성체계 및 정체성

미비 충실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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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흐름모형

     1) 의의 

      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Framework : 
PSF)은 원래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형 중의 하나이었

다. 즉 사회적 이슈가 어떤 계기에 어떠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측면에 논의의 초점이 있고, 이것은 정책의

제 형성과정에서 역동성과 복잡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정책흐름

모형은 그 구성요소로 정책문제의 흐름 , 정치의 흐름 , 정책대안의 흐름 , 
정책의 창의 변동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제 형성과정 

외에도, 단기간에 발생하는 정책변동의 설명에도 적용되고 있다(정정길 

외, 2011: 719 ; 박소영 외, 2012: 153). 

     2) 쓰레기통 모형과의 관계

      쓰레기통 모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기초가 된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에

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 모형으로서, M. Cohen, J.G. 
March, J. Olsen이 주장한 정책결정이론이다. 이와 같은 혼란한 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라고 한다. 조직화된 혼란상태

에서는 불합리하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된다. 쓰레기통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처럼 상․하위 계층제적 관계를 지니지 않은 참여

자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 적합하다(김병준, 2006: 30).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M. Cohen 등이 주장한 쓰레기통 모형

이 갖는 관점을 취한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 내의 문제와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결책들은 어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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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경적 맥락에서 결합하느냐에 따라 정책의제의 내용과 형태가 다르게 

결정된다(박소영 외, 2012: 154).

     3) 3가지의 흐름

     Kingdon은 정책결정에는 각각의 규칙성과 움직임을 가진 다음의 3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정책문제의 흐름 (policy 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 (policy 
alternative stream)이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결정적 계기를 통해 우연히 만나는 결정적 순간이 되

면 , 중요한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때서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이다. 3가지 흐름이 결합되는 순간은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

리는 순간이며 , 어떻게 정책의 창이 열리는가에 주목한다. 사실상 이것은 

세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론이다(임
도빈, 2014:189 ; 박소영 외, 2012: 154). 

     4) 정책기업가와 정책의 창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라는 개념을 주장하는데,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을 서로 결합시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임도빈, 2014:189 ; 박소영 외, 2012: 154). 각각 전문

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흐름을 유지하던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3
가지 흐름이 특정 계기에 기인하여 짝짓기와 결합을 시도하려는 정책기업

가에 의해 순간적으로 합쳐지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권위적 선택과 실

행에 따라 정책변동이 성사된다(이재무, 2015: 208). 정책흐름모형의 구

조에서 설명변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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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책흐름모형의 구조 및 설명변수>

자료 : (Kingdon, 1984)에서 활용

    (3) 정책옹호연합모형

     1) 의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은 신념체

계를 공유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의 행위와 갈등을 적용하여 중범위 수준에

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이론적 분석틀로서, 
Sabatier와 Jenkins-Smith 등이 제시한 모형이다(정정길 외, 2011). 정
책옹호연합모형은 공공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책하위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외적변수들 간의 복잡한 맥락적 인과관계 및 환경적 외적

변수들의 정책하위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한다. 또한 각기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는 정책행위자들로 형성된 정책옹호연합들 및 이러한 정책옹

호연합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이 정책 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주는 정책변동에 관한 설명모형이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핵심은 

다양한 외적변수들 간 복잡한 관계에 따른 정책하위체계에서 정책옹호연

합들의 갈등, 충돌, 조정 및 정책지향학습 과정에 따른 정책변동이다(정
지원, 박치성, 2015: 79~80).

     2) 기본전제 및 설명변수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전제를 가진다. 첫째, 
정책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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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를 둔다. 셋째, 정책하위체

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넷
째, 정책하위체제에는 특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옹호연합이 있다. 
정책옹호연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성된다. 정책옹호연합들이 그

들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

동이 발생한다(정정길 외, 201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핵심적 설명변수는 정책하위체계, 옹호연합, 신
념체계 등이며 , 이들 세 요인들과 연계되어 기능적으로 정책변화를 유도

하고 촉진하는 정책중개자(policy broker), 정책지향학습(policy oriented 
learning)이 독창적이고 중요한 분석요소가 된다(이재무, 2015: 208). 

<그림 6,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 및 설명변수(연구할 내용 적용)>
안정적인 외적 변수 역동적인 외적 변수

․ 문제의 속성 - 국제교류 활성화

․ 자원의 분포 - 시민사회단체 참여

․ 사회적 가치 - 국민 정체성 강조

․ 법률적 구조 - 법률의 존재

․ 정치상황 – 사회통합교육 관심 고조

․ 사회상황 -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변화

․ 인구상황 –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 국민여론 - 국민의 역차별 우려

정책하위체제 행위자(제약, 재원)

이민정책옹호연합
- 정부부문: 법무부

- 시민사회단체

- 신념체계

- 재원

         

      정책하위체제

               

       정책중개자

다문화정책옹호연합
- 정부부문: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념체계

- 재원

         전략                                         전략

                               정책결정

                               정책산출

                               정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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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 결합모형

     1) 의의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은 상기와 같이 정책흐름모형의 장점과 정책

옹호연합모형의 장점, 두 모형의 설명변수를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설명변수

를 결합하여 타당성 있는 제3의 새로운 정책변동 모형을 착안할 수 있다. 

<그림 7,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자료 : (이재무, 2015: 210)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재구성

     2) 외부환경

     외부환경은 특정 정책하위체계나 정책결정 과정의 밖에서 이들을 둘

러싸고 있으면서 부단한 상호작용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요소들을 의미한

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여러 원인에 기인하여 환경 내 요소들 또는 상호

작용의 속성이나 관계 양상의 특성적 현상이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

한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부문, 특정 정책하위체

계, 정책, 사회 전반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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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창출되기 이전에 영향을 미쳐 이상적 목표와 성과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중재적 위치에 놓여, 특정 정책의 목표 전화이나 전략 모색 등과 

상호 긴밀하고 불가분한 영향 관계를 갖는다(이재무, 2015: 212). 재설계

된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외부환경은 국내에서의 환경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의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 최근에는 SNS 등 정

보 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정책결정과 그 변경에 

영향을 미칠 정보, 통계, 가치관, 생활양식 등 각종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 

이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외부환경이 가지는 영향력과 정책 반영력이 

높아 정책활동가 또는 정책기업가들은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특

성을 가진다.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서 외부환경의 구성요소에는 

Kingdon이 말한 정책문제의 흐름이 포함되어 분석될 수 있다. 정책문제

의 흐름과 외부환경의 변화․충격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 그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

양하고, 각 구성요소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폭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면

서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는 외부환경의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5, 외부환경의 구성요소 및 내용>   

     2) 정책흐름

     정책흐름은 정책대안의 흐름 , 정치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문제의 흐름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포함되어 

구성되므로 정책흐름에서는 제외된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기존 정책을 대

구성요소 내용

정치적 

환경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언론보도의 태도, 법률 제정 

및 법률 개정, 외국인 범죄와 反외국인정서, 우익단체의 정치적 견해

사회문화적 

환경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의 부적응 

사례, 외국인 범죄와 법질서 위반

외교적 

환경

국제사회에서 외국인 증가와 갈등관리 사례, 외국인 사건․사고와 

국제관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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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의미하며 , 주로 전문가 집단이나 행정

관료,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책결정 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된다. 전문가들

은 대학, 연구소, 행정부, 의회 또는 이익집단과 연계되어 활동하면서 정

책공동체 또는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진상현, 박진희, 
2012: 269).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소 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정책대안과 관련된 정책신념을 공유

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특히 행정부 내부에서의 정책대안 마련은 정책실

무자 스스로 학습에 의한 정책제안, 대학과의 연구를 통한 정책제안, 행
정부가 주관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과 절

차를 거쳐 형성된다. 

     정치의 흐름은 정책대안의 흐름과는 별개로 별도의 운동법칙에 따라 

진행되면서 독립적으로 정치적 활동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합리

적 설득보다는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며 정책참여자들의 활동

과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진상현, 박진희, 2012: 269). 정
치의 흐름의 예는 대통령과 행정부 수장의 교체, 시민사회단체 또는 이익

단체의 이해관계 표명 및 지지와 반대 등이다. 정책흐름모형은 기본적으

로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고 있으므로 정치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 정책과

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외부환경

의 상황과 변화에 맞는 최적의 정책대안이 있을지라도 그 채택이 정치의 

흐름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며 , 비록 효과적이지 못하고 다른  한쪽의 정

책옹호연합만의 신념체계와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책대안이 채택될 수 가

능성도 있다. 

     3) 정책하위체계 및 신념체계

     정책하위체계에서는 몇 개의 정책옹호연합이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

은 기본적인 가치, 정책에 대한 인과 가정, 정책수단에 대한 동의와 같은 

주요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행위자들의 협력체를 의미한다. 외국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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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에 관해서는 크게 이민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으로 나뉠 수 있다. 두 정책옹호연합이 가지는 신념

체계는 규범적 핵심과 도구적 핵심으로 구성된다. 규범적 핵심은 신념체

계 중 가장 최상위의 수준으로 자유, 평등, 발전, 보존 등의 존재론적인 

공리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에 비해 도구적 핵심은 가장 범위가 좁

은 것으로 행정상 또는 입법상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수단, 예산의 

배분, 성과에 대한 평가, 법령 개정 등이다. 도구적 핵심에 속하는 신념체

계는 특정한 세부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가장 구체적이며 변화 가

능성이 높다(양승일, 2006: 84). 또한 교환적 핵심이라는 개념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것은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서 핵심적 요소는 아니지만 

상이한 정책신념을 가진 정책옹호연합들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가치, 
인과 과정 등을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교환적 핵심이 있음으로

써 도구적 핵심에 영향을 미쳐 도구적 핵심이 변화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한다. 

     4) 정책지향학습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다른 정책분석 모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 ‘환
경적 요인과 정책변화 과정’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한 장점은 다양한 외적 변수와 정책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정책지향학습 과정으로 표출된다. 
정책지향학습이란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놓여 있는 정책행위자들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모든 현상을 칭한다(정지원, 박치성, 2015: 82). 정
책지향학습은 정책옹호연합이 상이한 경험을 겪게 되어 장기적이고 점증

적인 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수정을 가지고 와 그 생각이나 행태에 변화가 발생한다(송용

진, 2010). 다양한 외적 변수들이 정책하위체계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

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정책행위자들

의 신념체계가 강화, 약화 등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옹호연합의 형성, 강
화, 재편성 등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책지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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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정책변화가 산출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정지원, 박
치성, 2015: 79). 

     정책지향학습의 과정은 정책하위체계 내/외부 사건, 토론회 또는 포

럼, 조건 변화 등 새로운 상황 정보가 주입될 때 주로 일어난다. 정책행

위자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안정적 요인과 외부적 사건, 장기적 연합

구조)의 변화와 영향에 의해 자신들이 가지는 자원과 제약의 변화를 받으

며 , 이러한 자원과 제약은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책하위

체계 내에서 행위자들의 자원, 신념체계, 전략 등을 변화시켜 옹호연합의 

형성에 영향이 있는 동시에 옹호연합이 가지는 전략에 영향요인으로 작용

하여 정책변동을 유발한다(정지원, 박치성, 2015: 79-81).

     5) 초점사건

     초점사건이란 의도하지 않게 돌발적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

을 집중시키는 사건 일체를 의미한다. 초점사건 자체가 정책을 변화시키

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자극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

념이다(이재무, 2015: 213).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사안에 따른 초점사

건은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한 관심을 끄는 

사건, 외교적 문제와 국제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건, 외국인의 부

적응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점사건은 정책

하위체계에 있는 정책옹호연합들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하위체계 또는 정책기업가에 의하여 일정한 사건 또는 사고가 인위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사고로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6) 정책기업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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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업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 행위를 한다(김창

오 외, 2011: 15).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 따르면 ,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 일치하게 될 때에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두 개의 흐름이 상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연히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와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짧게 열리게 되는 정책의 

창을 통과해서 새로운 정책 또는 정책변동이라는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다. 정책기업가는 두 개의 흐름이 만나 하나의 흐름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기업가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 또는 

정책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투자 발휘하

여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대안을 관

철시키는 사람을 지칭한다(진상현, 박진희, 2012: 270). 

     정책기업가는 둘 이상의 인물이 될 수 있고, 정부 내와 정부 밖에서 

있을 수도 있다(김창오 외, 2011: 16). 대표적인 정책기업가는 대통령, 
행정부의 장관,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관료, 연구자, 시민사회조직, NGO 
등이다. 수많은 정책대안들이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기업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대안을 채택하고 전파시

킴으로써 정책대안이 생존, 발전, 진화, 확대,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영

향력 또는 능력이 있는 정책기업가가 존재하느냐, 정책기업가가 정책의 

창이 열리는 짧은 기회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창

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진상현, 박진희, 2012: 270).

     7) 정책의 창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 따르면 , 정책의 창은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에 의하여 열리게 된다.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 산출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변동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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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외

부환경의 변화와 신념체계가 상이한 정책옹호연합들 속에서 외국인 사회

통합교육에 관한 정책대안의 흐름 , 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만나 정책의 창

이 열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중 일부 과정이 표준화되고 자율참여에서 

의무참여로 변경되었는가를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 및 박근혜 정부시기 비교>  

1.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에 각각 도입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

화를 시행하기 위한 외부환경과 정책대안이 받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중 일부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의무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2. 이명박 정부시기와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초점사건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정책의 창을 

열리게 하여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되고 의무화되기 

시작했는가? 이명박 정부시기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 어떤 원인들이 차이점

으로 작용하여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 등 정책기업가에게 영향을 끼쳐 외국

인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라는 정책변동을 가지고 온 것인가?

3.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옹호연합 및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하

는 정책옹호연합 간에 신념체계의 변화와 정책지향학습, 재편성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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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라는 정책변동에 기여했는가? 외국인 사

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를 반대하던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그 신념체계가 변화되고 재편성되었는가?

  제4절 연구의 분석틀

   기본적으로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분석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장점을 혼용하여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노무현 정부시기, 
이명박 정부시기, 박근혜 정부시기에 적용하고, 각 분석 기간에서 연구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3개 정부시기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과 관련

된 정책변동의 과정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여 정

책의 창이 열리고 또는 닫히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책대안의 흐름 , 정치의 흐름으로 구성된 정책흐름이 각자의 

운동방향에 따라 흘러가면서, 이러한 정책흐름이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

문화정책옹호연합 간에 신념체계의 차이와 초점사건을 통하여 지지와 반

대를 경험하여 학습하고,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책

기업가의 관심과 역할․주도 여하에 따라 정책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

리기도 하고 정책흐름이 만나지 못하여 정책의 창이 닫히기도 한다는 것

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외부환경은 외국인의 증가와 부적응에 관한 국민의 여론, 언론 보도의 

내용, 통계,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문제, 정책문제의 흐름 등으로 이루어

진다. 정책흐름은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으로 구성되고, 정책대

안의 흐름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도입과 의무화 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 장관 등 주요 정책행위자의 활동과 

지지로 이루어진다. 정책하위체계에는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

호연합이 존재하고, 각 옹호연합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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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이한 신념체계를 가진다. 정책기업가는 정책기업가가 존재하는지와 

그 역할로 구성된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

무화라는 정책산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6, 연구의 분석틀>
분석시기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의 

구성요소
분석내용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외부환경의 변화

-주요 통계

-사회현상

-이민으로 인한 국제관계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공청회, 

정부내부검토 등 논의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 및 의무화 논의

정치의

흐름

-대통령, 장관 등 주요 행위자의 활동과 지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지지

-국민의 여론, 언론 보도의 내용

-국회의원의 활동과 지지 여부

정책하위

체계

이민정책

옹호연합
국가이익·사회질서 중시의 정책신념

다문화정책

옹호연합
가족복지·양성평등 중시의 정책신념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정책지향학습 정책옹호연합들 간의 정책신념의 변화

초점사건 사건, 사고

정책기업가

-정책기업가의 존재 유무 

-대통령, 장관 등의 정책기업가 여부

-정치발언, 지시, 관여 등 역할

정책의 창

닫힘
-정책기업가의 무관심

-정책하위체계의 반대

열림

-정책기업가의 정책흐름을 연결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 및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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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제1절 이민정책

   1. 의의

   정부부처의 각종 보고서, 기본계획 및 학계,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정

책용어로서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등이 혼란

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하나의 주제 하에 논

의하는 토론회, 회의자료 등에서조차도 중앙부처별로, 학자별로 각자의 

선호에 따라 다른  정책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정책대상자를 설명하

면서도 이에 대해 다른 정책용어를 선택하여, 중앙부처 간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론적 발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연구 성과물 

중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이민정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이해 적용되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 , 다문화정책이 이민정책과는 개념적으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에만 좁게 한정된 논문도 보인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설명 

분석하는 논문에서 조차도 다문화정책의 개념 정의 없이 논리를 전개하여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이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하에서는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

을 중심으로 정책옹호연합의 생성과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민정책의 개념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정부문서를 통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학계 특히 행정학회와 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다문화정책과 비교하기로 한다. 

   국가마다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 역사, 문화의 수준이 상

이하므로 일률적인 이민정책은 있을 수 없고, 이민정책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이민’과 

‘정책’의 복합어다. 따라서 이민정책이란 ‘이민과 관련한 바람직한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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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기본방

침 내지 정부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민정책이란 ‘국가가 어떠한 

국가목표를 위해 외부인인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
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환경에 관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종교 

등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는 일련의 국가정책’
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

계’에서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

본법에서의 ‘외국인정책’은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민정책’이라는 의미

로 사용된다(차용호, 2015). 이민정책은 외국인이 국적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내부인(insider)과 외부인(outsider)으로 구별되는 배제 또는 포

함의 과정에 연계되어, 외부인이 다른 국가 안에서 일정한 권리에 접근하

는 과정이다. 이민정책은 1) 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국경관리 , 출입

국관리정책), 2) 외국인력 고용․활용, 3) 외국인 사회통합을 포괄한다. 

   이민정책의 주된 직접적 대상자는 외국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alien, alienage)이란 국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모든 자는 외국인이 된다(차용호, 2015). 그리고 외국인은 대

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착한 후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종교․국가정체성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이민 후세대가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도 이민정책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차
용호, 2015). 

   2.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은 국경관리 또는 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 고용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입 통제․관리기이다(1963년 ~ 1990년). 둘째, 
외국인력 고용정책 도입기이다(1991년 ~ 2004년). 셋째, 이민정책 형성기

이다(2005년 ~ 2007년). 넷째, 이민정책 경쟁기이다(2008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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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민정책 절충기이다(2013년 ~ 2015년 5월). 이민정책의 형성기, 
경쟁기, 절충기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정부시기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외국인 유입 통제․관리기이다(1963년 ~ 1990년). 이 시기에 우

리나라는 외국인 유입을 필요로 하는 외부환경적 요소가 없었던 시기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또는 1980년 중반 이후에 단순외국인력이 국내로 들

어오기는 하였지만 , 그 유입규모는 소규모에 불과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

문 모두에서 정책적 고려의 대상 밖에 존재하였다.

   둘째, 외국인력 고용정책 도입기이다(1991년 ~ 2004년). 이 시기에 

주요한 제도 변화는 법무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왔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에 대한 대안으로 당시의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

로자 신분으로서의 외국인력 활용에 관한 이민정책 논의가 진전이 없다

가, 당시의 노동부와 인권단체가 중심으로 되어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

라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옹호연합이 형성 발전되어 2003년 8월에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부터 동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때부터 당시의 노동부장관 또는 현재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에서 

국내인력의 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종․도입

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오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법무부와 노동부 간의 정책적 충돌 및 조정이 되는 시기이

다. 노동부는 단순외국인력에 대하여 사회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명목상 

인력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 실제로는 노

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인권 등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

책참여자와의 연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단순외국인력에 대한 사회통합

의 관심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8월에 시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외국인력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10년이 지난 현

재까지도 외국인근로자(특히 비전문취업(E-9))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

고 있다. 다만 , 단순노무인력으로서의 외국국적동포(방문취업(H-2))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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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통합정책은 체류의 보장 등 일정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나,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민정책 형성기 이후이다(2005년 ~ 2007년).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까지는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 정책과정에 잘 나타나지 않다가 

2005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의제로서 다루어

지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주로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2006년에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리고 2007년부터는 법무부가 법․제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

점이 가미되었다. 따라서 2005년 이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0여년에 걸친 외

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정부시기에 따른 시대적 구분과 그 내용은 아래 제

4장에서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이민정책의 이념

   이민정책에 관한 정책이념 또는 신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정책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차,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년 ~ 2012년)에서는 외

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일류 국가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

현, 외국인 인권옹호가 4개 정책목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2차 외국인

정책(2013년~2017년)에서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방의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의 관점

에서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의 관점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안

전한 사회구현,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라는 5개 

정책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이민정책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국가

경쟁력,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로서 국가이익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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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념 내지 신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채택

한 이민정책의 기본적 정책이념 내지 신념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외

국인의 유입을 허용하되 유입된 외국인을 활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 유지 등 국가이익과 국가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정책과의 관계

    (1) 의의

     이민과 이민 현상,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과 정책설계가 상이하게 달라

진다. 또한 정책의 명칭, 목적, 내용, 정책설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민과 

이민 현상,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이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민과 이민 현상, 외국인에 대해 다문화정책이라

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의 관

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학 또는 정책학에서는 다문화정

책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을까? 보건정책, 기술정책, 무역정책, 
외교정책 등은 이미 일반인이나 연구원 등 학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통일적으로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다수의 이민국가 또는 

IOM(국제이주기구) 등이 개최하는 공식 회의에서는 다문화정책 또는 다

문화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문과 토론문, 정책보고서 또는 문헌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정책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분야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

인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이라는 법률․정책 또는 학술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

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에 30여개 시민단체로 구

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

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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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다문화라는 이름하

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또는 관련 보고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을 개괄하기로 한다. 

     우선 다문화정책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부부처의 각종 보고서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에서 개념

을 설명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1차,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용어 설명 내지 개념적 정의를 설명함이 

없이 일반인이 다문화정책을 선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책으로 간주하

면서, 다문화정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관료들

은 다소 막연히 다문화정책이 다양성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기반

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제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사안에 따라 적절

히 섞어 혼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

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

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형식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족복지 지원 정책으로 좁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다문

화정책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가족정책

의 일환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가 없이 그 수단으로서 각종 지원 시책이 나열되어

지고 있으며 , 다문화정책의 적용 대상자 유형도 확대하려는 시도가 많아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등과 유사 중복적으로 

적용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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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또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행정학 또는 

정책학 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적 논거까지 넓게 확대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의 관계에 대하여도 분석하기로 한

다.  

    (2) 다문화정책의 개념

     다문화정책은 이질적인 인종이나 민족이 국내에 유입하는 현상에 따

라 대응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정부

의 정책적 개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영

역은 이와 같이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의 영역

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발생 원인이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의 

유입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다문화정책으로서,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되는 이민정책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영역에서의 정책 대상은 소수자 집단 중에서 외국인 또는 

이민자이다. 두 번째의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하는 

원인이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

하는 관점이다. 이를 넓은 의미의 다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에서의 정책 대상은 소수자 집단으로, 여성,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외국인 또는 이민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첫 번째의 관점은 인종적 다문

화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의 관점은 사회적 다문화정책으로 구

분할 수 있다(이병량, 2011: 2-5). 

     인종적 다문화정책을 반영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인종적 다문화

정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은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이 우리나라에 유입

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다문화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민정

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인종적 다문화정책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주된 연구의 대상자로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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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다문화정책을 반영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

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사회적 다문화정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은 

국적, 민족,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장애 등 다양

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이 3가지 법률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하여 각각 상이한 발생원인, 분석단위․수준과 범위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배척되지 않으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에서 인종, 언어, 역사,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

가 존재하는 것은 외국인의 이민을 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다문화정책은 이민정책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이병량, 
2011: 4).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 국민 일반인에게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의 유입․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화적 다양성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정책은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의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복지’ 또는 ‘양성평등’ 등 인권적 관점이 비중 

있게 가미된다.  

<표7, 다문화정책의 유형>
정책 유형

구분 인종적 다문화정책 사회적 다문화정책

분석범위 좁은 의미의 다문화정책 넓은 의미의 다문화정책

분석단위․수준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

정책이론의 유형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

문화다양성의 원인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의 이민 사회 속성

주된 정책대상자 외국인 또는 이민자 소수자 집단

주요 정책관점 복지, 평등, 인권 문화적 차이의 존중 및 긍정

이민정책의 관점 이민정책의 관점 공유 이민정책의 관점 공유

정책수단의 유형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주된 근거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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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관점을 중심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인종적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다문화정책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무엇이

고, 또한 어느 정도의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지가 적절한지를 정

부부처 내에서와 학계 내에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다문화정

책의 주된 대상인 문화적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정치이념

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개념화하기

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문화는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단일문화에 대립되는 개념

으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상태이다(이병문, 2015). 그리고 다문화주

의는 같은 사회 공간 내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에 따른 정책적 정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박경하, 2011: 92). 또한 한국

행정학회의 행정학전자사전에 의하면 , 다문화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사

회의 다양성, 인구학적·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서,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개념적 시

도와 관점의 전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인종적 다양성

으로 인해 등장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인종

적 차이를 긍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조로 이해하고자 한다. 

    (4) 다문화정책의 이념

    이민정책에 관한 정책신념 또는 이념을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통하여 분석하였던 것과 같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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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정책신념 또는 이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다문

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다문

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년 ~ 2017년)에서는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
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

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라는 6개 정책과제를 채택했다. 이와 다문화정책의 주

된 목표는 가족의 역량강화라는 가족복지 등 가족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목표를 채택했다. 다문화정책의 기본적 정

책신념은 국제결혼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가 양성평등을 유지하고 여성 

인권신장을 통해 건전한 가족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이익와 가족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이익에 우선점

을 두면서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정책신념 또는 이념 중 도구적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적응 지원이다. 사회적응 지원이 제공되는 정책수단으로 의무

적 참여라는 규제적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자발적 참여라는 (재)배분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정책신념체계 중 도구적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념체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한 것으로서, 상이한 정책신념을 가진 

다른 정책옹호연합의 전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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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이민정책과 (인종적) 다문화정책의 관계 비교>

  제2절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1. 의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적응

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적응 정보, 한국어와 

한국문화, 정치․역사․제도 등 한국사회 이해, 기타 정보 등을 입국 전(前)
과 후(後)에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그 평가이다. 외국인은 낯선 우리나

라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녀교육 등 초기적응 정보, 한국어, 법
제도, 정치, 역사, 문화 등 각종 정보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부적응하여 사회문제로 되거나 대한민국의 국

정책 유형
구분 이민정책 (인종적) 다문화정책

작동원리 외국인의 유입 외국인의 유입

정책핵심 인구의 구성과 질 인종적 다양성

정책방향 외국인력 활용 외국인 지원

경제관점 이민의 경제적 활용 이민으로 인한 갈등․차별 시정

정

책

신

념

규범적 핵심 국가이익, 사회질서 가족복지, 양성평등

도구적 핵심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사회적응 지원

교환적 핵심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

주된 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주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책조정 주체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정책수단의 유형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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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하거나, 외국인의 국내적응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상이한 

국가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하고 있다.  

   외국인은 사회통합교육의 성취도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

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우리나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전환 받거나, 영주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

인의 질(質)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유입 여부와 유입 규모를  결정하는 이

민정책의 수단 중 하나에 해당한다. 

   2. 유형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유형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의 입국 전(前)과 후(後)에 따른 구분이다. 외국인이 입

국하기 전에 해외에서 실시되는 사회통합교육과 외국인이 입국한 후에 국

내에서 실시되는 사회통합교육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실

시되는 사회통합교육은 한국어 교육과정과 그 평가가 있고, 결혼이민자에

게만 제공되는 ‘현지 사전교육’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한 후에 실

시되는 사회통합교육은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귀화적격 필기시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

석 대상에 대하여 정책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실

시되는 사회통합교육의 대상자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에 한정하고, 한국

어 교육과정과 그 평가에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둘째, 외국인의 입국 전(前)과 후(後)에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외국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이 있

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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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있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는 정부부처에 따라 

그 교육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한국문화․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가미한 교육과정과 그 평가체계를 운영한

다. 반면에 여성가족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한국어 어법과 어휘

만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육과정과 그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셋째, 외국인이 입국한 후(後)에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목적과 시기(時
期)에 따른 구분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실시

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있고,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또는 영주․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귀화적격

시험이 있다. 귀화적격시험은 정부시기에 따른 정책흐름의 변동에 큰 차이

가 없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넷째, 외국인이 사회통합교육 과정 또는 그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의

무(義務)인지 또는 자율(自律)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2015년 시점을 기

준으로 의무화된 교육과정 또는 그 평가는 입국 전(前) 결혼이민자에게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그 평가 및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비전

문인력(E-9)을 말한다)에게 실시되는 한국어 평가가 있다. 그리고 입국 

후(後) 의무화된 교육과정 또는 그 평가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동포에게 실시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일반외국인에게 원칙적

으로 적용되는 귀화적격시험이 있다. 이 중 입국 전(前) 외국인근로자에

게 실시되는 한국어 평가 및 입국 후(後) 일반외국인에게 실시되는 귀화

적격시험에 대하여는 정부시기별로 정책흐름의 변동에 큰 차이가 없으므

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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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유형>            (2015년 5월)

   3. 입국 전(前)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1)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1) 의의

     정부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에서 폭력 피해

를 받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구제,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은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로 입국한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의 발생을 사

전에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으로 인한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입국 전 단계인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 단계에서 한국인․외국인 배우자 간

의 의사소통 요구 등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것은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성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양 당사자 간

에 한국어 등 의사소통을 통하여 진정한 혼인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입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인구의 질

시 기 유 형 대상자 의무화된 시기

입국 전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2014년 4월

입

국 

후

90일 

이내

조기적응프로그램

모든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제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에 한하여 

의무화 논의 중

조기적응프로그램

(동포 기초법제도 교육)
외국국적동포 2012년 10월

90일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모든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의무화 논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모든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의무화 논의 중



- 60 -

(質)에 관한 정책수단으로서 규제적 성격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

하면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 대상자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

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이다. 이를 ‘국민의 배우자’라고 하며 , 발급되는 비자의 세

부 코드는 결혼이민(F-6-1)이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

할 경우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

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

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

국기록 등이다. 다만 , 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하면 된다. 그리

고 한국어 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재외공관장이 의

사소통 요건을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2) 국제결혼가족 형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폭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입

국한 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의 심사기준에 한국어 구사요건 등 의사소통 요건을 2014년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통해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결혼이민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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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 부부 간에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사실상 국제결혼중개업체

를 통한 비정상적인 속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유연애 등 장기간의 사랑과 신뢰

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제결혼에는 국가가 가급적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

로 이해된다. 

   4. 입국 후(後)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1) 조기적응프로그램

     1) 의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우리나라에 입국한 초기의 이민자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제도,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고 헌법가치, 준법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지원하는 3~4시간의 단시

간 교육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교육 언어는 참여하는 외국

인의 해당 모국어로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2개 언어로 진

행된다. 2009년 7월부터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시행 중이었던 결혼이민자

를 위한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이 2013년 10월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를  신설하여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으

로 확대 개편되어 그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2014년 5월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부터 결혼

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연예인,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피스타트프로그

램 운영지침,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운영지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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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시범운영지침이 2015년 5월 현재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통합 

운영지침”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제5단계인 ‘한국사회 이해’ 과정에서 

2시간 이수로 인정된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때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종전에 결혼이민자에게만 제공하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가 입국 초기 정착과정에서 국내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조

화 및 사회적 이질감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이 많아, 국내 생활에 필

요한 법과 제도, 한국문화,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해피

스타트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외국인

등록을 할 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시간의 단시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매월 2째, 4째 주 목요일을 결

혼이민자 지원의 날로 정하여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내용

은 총 2시간의 과정으로, 첫 번째의 1시간은 체류허가 및 국적제도, 기초생

활 질서, 의료, 건강보험, 권리구제 등을 교육하고, 두 번째의 1시간은 사회

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지역별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한국어를 포함 총 8개 언어로 작성된 결혼이민자용 안내책자를 제공하였

다.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이 2013년 10월에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확대 개편되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그 대상자를 장기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그 수가 급증하였다. 

      <표10, 연도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단위 : 명 )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75,904 824 3,790 4,720 4,331 6,420 34,290 21,529   

 자료: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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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관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속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한

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ⅰ) 한국어와 한국문화, ⅱ) 한국사

회이해, ⅲ) 기타의 교육과정으로 3부분으로 구성된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은 3번째의 기타 교육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있는 입국 초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3~4시간의 비교적 짧은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90일 이후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최

대 465시간의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시간을 제공한다. 

     3) 자발적 참여자 및 의무적 참여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결혼이민

자(F-6), 외국인유학생(D-2, D-4-1), 외국인연예인(E-6), 중도입국자

녀(F-2),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회화지도강사(E-2) 등 

입국초기의 외국인 일반이다. 즉 결혼이민 비자(F-6)를  소지하고 입국한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 등 가족, 예술·흥행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연예

인(E-6-2),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

(D-4-1), 국외에서 출생하고 성장과정 중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된 외

국국적의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2), 외국인 7천명 이상 거주하는 밀집지

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타 입국초기 사회적응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외국인은 방문취업

(H-2)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등록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이다. 즉 방문취업

(H-2) 체류 자격을 원래부터 가진 외국국적동포 및 방문취업(H-2) 체
류 자격으로 전환하려는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생이다. 다만 , 조기적응프

로그램을 이수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된 체류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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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적 이수자에

서 제외된다. 2012년 10월에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생만이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오다가, 2014년 9월부터 방문취업

(H-2) 체류 자격을 원래부터 가진 외국국적동포도 “기초법․제도 안내프

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초법․제
도 안내프로그램”은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중의 하나이지만 , 설명의 편의 상 후술할 “동포 기초법제도 교

육”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표11,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
자발적 참여자 의무적 이수자

ⅰ) 결혼이민자(F-6)

ⅱ) 외국인유학생(D-2)

ⅲ) 외국인연예인(E-6)

ⅳ) 중도입국자녀(F-2)

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ⅵ) 회화지도강사(E-2)

ⅰ)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ⅱ)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려는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생

    (2)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국적동포 기초법제도)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국적동포가 

문화・제도적 차이로 인해 사회갈등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변경), 초청 등 이민법적 규정․절차를 안내

하고, 주요 경범죄처벌법 등 기초법질서 및 준법의식을 교육하고 주요 형

법의 위반유형과 처벌 사례, 국가 간 법률・문화차이 등에 관한 기본소양

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동포 기초법제도 교육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중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이다.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은 2012년 4월에 발생한 중국동포인 오원춘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죄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에 외국국적동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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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고, 2014년 9월부터는 외국국적동

포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동포 기초법·제
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외국국적동포의 

의무교육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1) 의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

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한국사회에 보다 빨리 적

응하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제도이다. 외
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이민정책적 수단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하나이다. 사회통합프

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있다(법무부, 2013). 

     2) 특징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에 대한 적응교육의 교과과정, 교재, 강
사, 평가도구의 표준화 전문화를 이루어 일반 한국어 교육 등과는 차별화

된 체계적 효율적인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에 대한 강사료만 지원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허

가, 영주자격과 국적 부여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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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혜택을 연계하여 외국인의 교육과정 참여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연동하도록 구축하여 교육과정 참여자, 교육기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자간 상호 접근, 행정절차와 문서 최소화, 학사관리 온라인化를 통하여 

투명한 학사운영 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3) 참여 대상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

외국인력 등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그리고 대한민

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있는 귀화자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의무적 참여가 아니라 자율적 참여로 진행된다. 

      <표12,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단위 : 명 )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73,761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12,663

 자료: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4) 교육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② 한국

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 사전평가를 통해 개인의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일부과정과 이수시간의 면제․감면 등 차등하게 적용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0단계~4단
계) 및 이수시간(최대 415시간～면제)이 배정된다. 2013년 1월부터 결

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중급 과정(3.4단계)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단계배정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이

해 과정은 필수과정으로서 그 이수시간은 50시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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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해 과정에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

본제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는 물론 법과 생활, 생
활법률 등 일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표1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표>   
단 계 

구 분 0 단 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5 단 계

과정
한 국 어와  한국 문 화

한국사회이해
기초 초급  1 초 급 2 중 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 0 시 간

사전평가 구술 3점 미만 3점~20점 21점~35점 36점~65점 66점~80점 81점~100점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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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설계된 정책흐름 모 형을 활용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변동 연구

  

  제1절 노무현 정부시기 (2005년 ~ 2008년 2월) 
   1. 외부환경의 변화

    (1) 농어촌 지역에 국제결혼의 일반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배

우자와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국내에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민

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전체 결혼 345,592건 

중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38,491건으로 국제결혼의 비율이 약 11.1%에 

달하였다. 특히 농림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성 7,930명  중 

40.0%인 3,172명이 외국인 여성배우자와 국제결혼 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이 일반화되었다. 

<표14,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혼인건수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자료 :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용
  

    (2)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부적응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총 146,508명으로 이들 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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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44,291명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는 102,217명이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생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였다. 언론에서도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2년 후에 귀화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한국

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점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2007년 5월 8일자 보도내용).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곤란을 겪었다. 2007년 9월에 법무부가 혼인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모의 귀화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에 응시한 결혼이민자 중 42%만이 60점 합격기준에 합격하였으며 ,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각각 18.5%, 20%만이 

합격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은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저해하

고 막대한 사회통합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국내에서 장

기간 동안 생활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될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

회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방어능력이 

저하되고 더욱이 자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입국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단계적인 한국어 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15,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항목

대상 외로움 문화
차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언어
문제

가족
갈등

주위
시선

음식/
기후

1,044명 23.2% 15% 14.7% 11.4% 11.8% 3.7% 2.6% 3%

자료 : 여성가족부의 2006년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용

    (3) 이민정책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

응이 사회 문제화되어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청와대에서는 그간 이민정책의 

업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등 법무부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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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철학

적 기반과 법무부 내부에서의 노력을 통하여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

본법이 정부입법의 형태로 여러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제정이 되었

다. 이를 통하여 여러 부처에서 관여하여 오던 이민정책이 법무부가 간사

부처이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통하

여 후술할 국가이익․사회질서 중심의 신념체계를 가지는 이민정책옹호연

합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정책의 흐름

    (1) 정책대안의 흐름

     1)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준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정책연구와 자료 수집을 하였다. 2007년 7월에 법무부는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

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법무부는 국내에

서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 중 간이귀화를 신청한 100명을 실험 대

상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한 자에 적용된 귀화필기시험 문제를 통하여 적응

능력을 측정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회통

합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 법무부는 

전국에서 제공 중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시책을 분석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제공 중인 외국인 정착 지원 시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이성순, 2010: 173-174). 

      2007년 9월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면제되었던 귀화필기시험

을 부활하여 결혼이민자도 귀화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이를  준비하는 

동안에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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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귀화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하여 객

관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귀화면접시험을 실질화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내부적으로 장관 결제를 받았고, 그 집행에 착수하고자 하였다(법무

부, 연구자 작성, 2007).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귀화의 연계

      2007년 9월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

여 부활될 결혼이민자 귀화필기시험 등 국적취득제도와 사회통합교육을 

연계한 사회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내부적으로 

장관 결제를 받고,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시행 시

기에 대하여는 2009년 1월부터 외국인이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교육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즉 법무부는 2009년 1년 동안에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

합교육 이수제를 병행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의 기본 방향은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교육으

로 대체되고, 외국인이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국적심사 대기기간

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이었다(법무부, 연
구자 작성, 2007). 외국인이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귀화필기시험에 합격

한 것으로 간주하며 , 그 효과로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 대기간을 대폭적으

로 단축하고자 하였다. 국적취득과 사회통합교육을 연계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조치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결혼이민자도 큰 부

담 없이 다양한 지원 조치를 이수할 수 있어 쉽게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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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적취득의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결정되었

다. 그 후 영주자격 또는 일반귀화 신청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어

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해 다른 부처와 민간에서 개발된 기존 교재와 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인증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된 한국어 초․중․고급 교재, 문화관광부에서 개발된 

한국어 초․중급 교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된 한국어 초급 교재, 각 지자

체와 민간단체에서 자체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우선적으로 인증하여 활용

하고, 한국사회이해 교재에 대해서는 생활요리 , 김치 담그기 등 기존 요

리  프로그램 및 문화탐방 등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인증

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나) 교육기관 인증제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

육을 받은 경우에만 교육 이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내에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취소 등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 등 교육

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을 활용하여 교육기관이 

충분히 확보되고자 하였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결정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법무부장

관의 결제를 받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의 저변 확대와 정착 단계를 감안하여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할 계획

이었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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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론화 유도

     법무부는 2007년 9월에 내부적으로 장관 결제를 받은 후에 결혼이

민자 귀화필기시험의 부활과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도입을 위해 외부적으

로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향후 설치될 (가칭) 외국인정책위원회 산

하 국적․영주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교재 

등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2007년 9월 19일 수요일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언론 브리핑

을 통하여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도입의 의의를 설명하고 공론화를 유도하

고자 하였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7). 

    (2) 정치의 흐름

     1) 대통령의 관여

      (가) 이민정책의 중요성 강조

      대통령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여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큰 방향을 개발하고 준비

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하면서, 외국인의 사회 부적응을 예방하는 구체적

인 정책수단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관련부처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

록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2005년 4월 21일에 법무부장

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두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단일민

족주의가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보호 문제와 국

적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서 필요로 할 때에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26일에 대통

령은 장기적으로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키우고 이민업무와 함께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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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에 대통령의 지시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외

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최무현, 2008: 64). 그리고 

2005년 5월 27일에 대통령은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개선에 대하여 장

기적으로 법무부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무부에 조직

을 둘 때 이 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2일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법무부의 조직과 인력을 새로이 

구성하여 세계조류를 잘 알고 역사적․문명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민정

책을 담당하도록 관리하도록 지시하면서, 법무부의 기존 직원을 활용하더

라도 공모방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인적 동력을 확

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13일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보고하자, 민정수석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였다(황택환, 2012: 79). 

      (나) 외국인정책 총괄기구 설치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26일에 개최된 외국인정책회의에서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의 중심 부처가 되어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통합과 조정을 위하여 관련 부처 실무전문책임자로 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 이행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가 맡도록 지시하였다(관보, 제16277호). 

     2) 법무부장관의 관여

      (가) 이민정책의 총괄 부처

      2006년 11월 7일에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종합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에서 관리하여 오던 ‘이민정책’ 업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이

관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6년 12월 7일에 법무부는 2004년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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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관리하여 오던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업무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았다(황택환, 2012: 
80). 따라서 법무부는 종전의 관리통제 위주의 외국인정책 외에 이민정책

과 사회통합정책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이민정책을 관리하는 중심 부처로

서 역할을 인정받게 되었다.  

      (나) 여성가족부와의 갈등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적응 지원정책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갈등관계

를 형성했다. 이와 같은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사회문화

조정관이 2007년 5월 3일에 법무부․여성가족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재한외국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기로 

하고, 여성가족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

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아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을 전담하기로 합의했다(황택환, 2012: 80).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공론화

      2007년 9월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제의 시범운영 도입 및 국적취득과의 연계를 언론에 브리핑하게 

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공론화의 과정에 진입하였다(황택환, 
2012: 106). 당시에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시범운영 도입

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참모진과는 정책적 교류 

내지 민정수석실 등의 지원은 없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계획안을 언론보도한 후, 
2008년 4월 14일에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한 이후부터 1년 가까이 토론회, 의견수렴, 공청회 등 다

양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 

이수제가 아닌 자율참여제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차용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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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자료 : (차용호, 2008)에서 재인용

     3) 여성가족부장관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반대

날짜 부처, 단체명 의견수렴 내용

‘07. 10월 전국 실태조사 - 지자체, 시민단체 등 247개 교육기관 실태조사

‘07.11.22. 16개 광역자치단체회의 - 결혼이민자 적응지원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07.11.29.
중앙부처 및 민간 

의견 수렴

-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및 한국이민학회, 포천다문화센터

- 이수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관계부처, 여성관련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

‘08.3월
전국 11개 주요지역 

약 600여명   

- 지자체 및 민간단체, 학계, 결혼이민자 등의 다양한 

실무의견 수렴

- 프로그램 구성, 과정, 운영기관 지정, 예산지원 등

‘08.3.24.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부처 중앙부처 회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이수제 기본방향 

- 프로그램 구성,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 등

‘08.4.18
제1차 이수제 

자문위원회

- 정부부처, 민간단체 등 11명으로 구성

- 이수시간 완화, 강사 자격기준, 온라인교육 등

‘08.4.2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표준화 및 이수제 도입 등 여성단체 반대의견

‘08.4.28. 40여개 동포지원단체
- 중국동포의 집, 한중사랑교회 등 의견 수렴

- 전반적으로 이수제 도입에 대해 찬성

‘08.5.2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 ‘09. 1월 이수제 도입을 위한 부처간 원활한 협의  

- 이수제 점진적 도입, 이수시간 탄력적용, 국적

취득 불능으로 인한 신분불안 해소

‘08.5.9
이주여성인권포럼 

간담회

- 이주여성인권연대, 아레나 등 여성시민단체

- 여성단체의 반대의견(결혼이민자의 신분불안) 

‘08.5.15
이주여성 

전국네트워크 간담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시민단체

- 여성단체의 반대의견(결혼이민자의 신분불안) 

‘08.5.21
국회 인권포럼 

토론회
- 이수제의 기본방향 토론 및 의견수렴

‘08.6.12
국민, 결혼이민자 등 

1,500명 설문조사

- 국민 84.3%, 외국인 82.6%가 결혼이민자에 

한국어 의무교육 도입 찬성

‘08.6.25 공청회
- 시민단체, 결혼이민자 등 약 200여명 참석

- 이수제 도입 찬성의견 및 반대 의견 등 의견 수렴

‘08.7.17
제2차 이수제 

자문위원회

- 이수제 과정 및 단계, 이수제 시범실시, 강사자

격기준 등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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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반대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여성

가족부는 법무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

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결혼이민

자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가정을 구성하는 특

수한 형태의 가족으로 간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

이 이민정책적 관점이 아니라 가족정책적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 구성원이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제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사부담 외에 한국인 배우자에게 예속될 

수 있으므로 국가 간섭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나) 청와대에 중재 요청

      2008년 2월 29일에 여성가족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족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 업무를 새로이 담

당하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범운영의 

시기를 유보하거 늦추는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청와대 여성가

족비서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범운영 도입 시기를 놓고 협의를 법무

부에 제안하였으며 ,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

였다(황택환, 2012: 107).   

     4)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반대

      2008년 4월 14일에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단

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적취득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성

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단체들’에
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

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약 100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개인의 책임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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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 구성원 및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인식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적

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아내로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

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국적취득과 연동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 

제도는 이주여성들의 체류 불안정을 촉진하고,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통

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성인지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 동화주의에 근

간한 한국인 만들기로 보여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에 반대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5) 여론의 사회통합교육 지지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

게 널리 알려지게 되자, 법무부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된 사

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008년 6월에 법무부가 전문조사기관 리

서치월드에 조사의뢰한 전국 성인남녀 1,103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 
결혼이민자가 초급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안에 

대해 84.3%가 찬성하였으며 ,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 초급수준의 한국

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안에 대해 74.7%가 찬성하였다(차용

호, 2008). 이와 같이 일반인에게는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큰 

주목을 받았고, 외국인의 이민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수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는데 일반 국민은 다

수가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3. 정책하위체계

    (1) 이민정책옹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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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정책위

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상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주무부처로 지정되었다. 당
시에는 이민정책이 일반인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정책이었으며 , 이민정책에 대한 활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부가 국가이익․사회질서라는 정책목표를 

가지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지

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강제퇴거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들과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주여성 인권단체는 이

민정책을 활용한 사회통합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민정책옹호연합에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만이 존재하였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상황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무원의 공직기

강, 검찰 등을 주된 업무로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민정책을 옹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 등 내부에서조차 이

민정책이 충분히 공감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 심지어 이민정책적 관점

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었다. 

    (2)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법무부가 이민정책옹호연합에서 유일한 구성원이었지만 , 다문화정책

옹호연합은 여러 부문으로부터 다양한 단체와 구성원이 참여하여 이루어

졌다. 우선 정부부문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다문

화정책옹호연합의 중심축을 맡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는 여성인권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

동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약 100개에 달하

는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단체들’이 다문화정책옹호

연합에 참여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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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옹호연합과 갈등 대치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가정 내 가부장적 지위로 인

한 억압, 열악한 지위 등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적 정책수단이 아니라 가족복지와 양성평등 정책에 기반한 정책수단

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7, 노무현 정부시기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

    (3)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라는 정책

의제설정은 먼저 행정관료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제로 채

택한 것이었다. 그 후 행정부는 홍보를 통하여 공론화하였고, 나중에 공

중의제로 되어 정책이 결정된 것이었다. 이는 전형적으로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동원형에 해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의 집행 단계에

서는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에 대한 정책실행은 이주여성 인

권단체 등 정부 외부에 있는 세력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정
부 외부의 민간집단은 의무화라는 정책결정이 집행단계에서 좌절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주도했다. 따라서 이 정부시기

에서는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은 정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

부의 민간집단에게 있는 ‘외부주도형’에 해당되었다. 

   4. 초점사건

    (1) 국제사회의 단일민족 국가관에 대한 비판

연합
구분 이민정책옹호연합 다문화정책옹호연합

규범적 핵심 국가이익, 사회질서 가족복지, 양성평등

도구적 핵심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교환적 핵심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해소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해소

연합체 구성 법무부
여성가족부, 청와대(여성가족비서관),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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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17일에 UN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모

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을 우리

나라 정부에 권고하였다(법무부, 2008). UN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민족적 및 국가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순혈주의와 혼혈과 같은 개념을 언급

하는 것이 (중략) 그러한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인종 우월성에 대한 생

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식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대

한민국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라고 지적했다(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  

    (2)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간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4~5일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

나라에 입국하기 전의 성혼 단계에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배우자

와 외국인 배우자 간의 중개 맞선은 주로 통역을 통해 이루어지나 통역과

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예
를 들어 “결혼중개업체 사장이 한국인 배우자인 남자의 장점만 포장해 달

라는 거짓통역을 부탁하거나(’08.10.30 한겨레), ”외국인 배우자인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통역은 가사를 돕는다.“라고 거짓통역으로 중개 

맞선을 하였다(’07.7.30 국민일보).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배우자를 만난 경우에 한국인 남성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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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8, 결혼전 한국인 배우자(남편)에 대해 들은 이야기 사실여부>    
구 분 소 개

(460명)
결혼중개업체

(119명)
종교단체
(142명)

직접 만남
(150명)

기 타
(52명)

아주 정확히 일치 26.3% 27.7% 23.9% 34.0% 25.0%

대체로 일치 33.9% 16.8% 31.0% 36.7% 30.8%

보통 18.9% 11.8% 28.2% 14.0% 23.1%

별로 일치하지 않음 12.8% 11.8% 7.7% 13.3% 11.5%

전혀 일치하지 않음 8.0% 31.9% 9.2% 2.0% 9.6%

자료 : 보건복지부의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및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 비

자의 속성상 내면의 의사인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어렵고 이

를 악용하는 위장결혼의 사례가 속출하였다. 위장결혼 적발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고, 쌍방 합의에 의한 위장결혼 이외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위

장결혼의 유형도 발생하였다(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표19, 위장결혼 단속 실적>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월

알선 브로커(명) 148 298 393 318

위장결혼자(명) 1,876 3,314 3,635 4,112

자료 : 경찰청의 2007년 자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용

    (3) 국제결혼중개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의 해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모집과정에서의 탈법행위, 국제결혼 당사자 

간에 허위정보 제공, 과다수수료 징구 및 위장결혼 등으로 인해 외국인 

여성배우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였다(제1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로 인해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후에 가

족관계가 파탄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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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단위 : 건,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이혼 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자료 : 통계청의 2008년 자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용

   5. 정책기업가의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결혼이민 온 이주여성의 부적응이 사

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반 국민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

로 이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이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

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를 법무부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

나, 여성가족부와 청와대의 미온적 태도와 이주여성인권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로 정책추진과 집행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

와대 참모진, 법무부장관은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집행수

단으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 

내지 의견표명을 자제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부적응과 국제결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

해 법무부에서 도입이 이미 결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정부의제로 지속

적으로 제기하고 정책결정으로 이끌어야 할 정책기업가가 존재하지 않았

다. 정책기업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라는 정책대안에 지

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지지 않았고 초점사건을 계기로 정책흐름과 정책

의 창을 연결하지 않아, 정책의 창은 다시 닫히게 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는 정부의제 논의의 밖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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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노무현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정부시기

구분 노무현 정부시기

외부환경의

변화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 및 일반화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 부적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등 이민정책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정

책

흐

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주할 외국인에게 한국적 가치관과 정체성 요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의 참여 의무화

정치의 

흐름

-정부부처 간의 갈등 방관

-대통령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관여

-법무부장관의 적극적 관여에서 소극적 관여로 전환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반대

-여론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지지

정

책

하

위

체

계

이민정책

옹호연합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및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여

-이민정책옹호연합의 구성원 부족 및 세력화 미비

다문화정책

옹호연합

-이주여성의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탈피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구성원 확대 및 결속력 강화  

정부의제

설정의 

주도권 

문제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이주여성 인권단체, 외부주도형)에 의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한 무의사결정

초점사건
-단일민족 국가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국제결혼가정 해체

정책기업가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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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명박 정부시기 (2008년 2월 ~ 2013년 2월) 
   1. 외부환경의 변화

    (1) 국제적 환경변화 및 추세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다. 경제의 세계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민의 시대’를 겪고 있다.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 이

상 의도적으로 외국에서 체류를 동반하는 이민자는 약 1억 9천여만명으

로 세계 인구 64억 7천만명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World 
demographics trends, UN, 2007). 2005년 전체 이민자 중 약 60%인 1
억 1천5백만명이 대부분 유럽·미국 등 경제부국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2005년에 프랑스에서 이민자 소요사태가, 2005년에 호주에서 인종 간 폭

력사태 발생하는 등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을 겪

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내사회에서 갈등과 마찰을 예

방하기 위해 이민자에게 언어․문화 등에 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9,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사례> 

▪ 이민자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어 건국 초기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국가
미 국 호 주

’71~

’90
중남미 이민자 증가

저소득층 증가로 사회비용

부담증가
’73 백호주의 폐지 다민족 다문화사회 선언

’90 전문인력 우대정책 개인능력에 따른 우대 ’73~

’91
유색인종 이민급증 인종간 갈등 고조

’01 9ㆍ11 테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 계기

’06 뉴아메리칸 T/F 범정부적 이민자 통합정책 추진 ’05 인종간 폭력사태
이민시민권부로 개편(‘07)

- 사회통합정책 강화

▪ 외국인력도입, 결혼이민자 증가 등을 계기로 정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국가
프랑스 독 일

’45~

’73

북아프리카 인력 유입

정주화 진행

저소득층 확대로 사회비용

증가

’55~

’81

고용허가제 인력의

정주화 진행

저소득층 확대로 사회비용 

증가

’97 사회통합 정책도입
소극적 사회통합

- 이민자 소요발생(‘05)
’82 이민정책 전환

인력도입 중단

정주자 사회통합

’06
외국인입국동화법

제정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인력 유치 강화
’05 신 이민법 시행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인력 유치강화

자료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용



- 86 -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다양화

    2008년 초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00만 명을 넘어 국민의 

전체 수에 비교할 때 2.2%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의 원인은 생산

직종 국내 노동인력의 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국제결혼의 증

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의 개방 등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2008년초를 기준으로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10만  2천여 명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과거의 결혼이민자 

4만  4천여명 등 총 14만여 명으로서, 20007년초 12만여 명에 비하여 약 

17.7%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법무부, 2008).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구성은 종래 단순기능 분야의 종사자 중심

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 그 활동유형별로 다양화되고 있었다. 
2008년 6월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분포를 보면 , 방문취업 외국국적

동포는 297,329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의 26%이고, 비전문취업 등을 포함

한 단순기능인력은 212,778명으로 18.6%이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118,421명으로 10.3%이고, 어학연수생 등을 포함한 

유학생은 68,441명으로 6%이고, 전문인력은 29,895명으로 2.6%이고, 영
주자격자는 17,809명으로 1.6%이고, 투자가는 8,376명으로 0.7%이다. 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신국가, 민족, 취업분야, 체류기간 등이 다양해

지면서 이민정책의 대응도 복잡하여지기 시작하였다(법무부, 2008). 

<표22, 외국인의 유형별 통계>(2007년 12월 31현재)
구    분

이민자 수
(등록외국인+국적취득자)

등 록 외 국 인 국적
취득자소 계 동 포 비동포

총   계 753,381 691,093 342,823 348,270 62,288

결혼이민자 146,508 102,217 33,038 69,179 44,291

외국인

근로자

단순기능인력 376,940 376,940 233,065 143,875

전 문 인 력 27,517 27,517 727 26,790

유학생 37,440 37,440 2,660 34,780

투자자 7,244 7,244 419 6,825

재외동포(F-4) 자격 32,625 32,625 32,625 0

기타 국적취득자 125,107 107,110 40,289 66,821 17,997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08a)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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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사건․사고 및 국제사회의 비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

도 한국어 의사소통 불능으로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가정폭력이 발

생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국제결혼가정이 급속한 속도로 해체

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족에서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써 일반국

민 가정의 53.8%에 비해 높았고, 그 원인 중 하나는 4~5일 속성 국제결

혼에 따른 상호 이해의 부족이었다.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은 2000년에 

1,744건, 2005년에 4,171건, 2011년에 10,887건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캄보디아에서도 역시 속성 국제결혼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2008년에 국제이주기구IOM가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중개 

실태를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2008년 3월에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

디아 여성의 국제결혼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차용호․나현웅, 2013: 
109 ; 김두섭, 2006: 25~56 ; 차용호, 2015: 152-153). 대한민국과 결

혼이민자 본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2009년에 결혼중개업자가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25명
을 대한민국의 국민 1명과 집단 중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10년 3월에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이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하는 것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일본 및 동남아국가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하여 국제적인 망

신을 당하였다(뷰스앤뉴스, 2010. 3. 20일자 보도내용). 또한 2011년 3
월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과 혼인하려는 외국인 남성은 50세 미

만으로 월 소득 2,5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특히, 2010
년 3월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나 2010년 7월에 정신질환이 있던 대한민국 국적

의 남편에게 입국한 지 1주일 만에 살해당한 탓티황옥 사건은 국제결혼 시

장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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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법체류 관리와 외국인밀집지역 발생

     법무부는 2008년도에 불법체류자 5개년 감소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서 일관된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불

법고용 방지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수를 20만 명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오고 있었다(범죄백서, 2014: 147). 

<표23, 불법체류자 수(2009년~2012년)> 
구분

연도 총 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계 등록 단기 거소

2009 1,168,477 177,955 83,729 93,613 613 15.2%

2010 1,261,415 168,515 78,545 89,238 732 13.4%

2011 1,395,077 167,780 82,848 84,354 578 12.0%

2012 1,445,103 177,854 92,562 83,713 1,579 12.3%

자료 : (범죄백서, 2014: 147)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밀집거주지역 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

함으로써 외국인과 국민 간에 갈등의 조짐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2008년 3월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을 

가족복지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의원입법의 형식을 통해 다

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에 대한 지원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간사

부처이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따
라서 국무총리는 법무부가 간사부처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간사부처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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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결혼이민자에 관한 정책의제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

책위원회 모두에서 심의하게 되어 관련 정책이 중복적으로 심의를 받는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관할권과 정책영역 충돌이 본

격화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산하조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정책을 공동의 신념체계로 가지는 정책옹호연합을 구축하게 되었다. 

   2. 정책의 흐름

    (1) 정책대안의 흐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검토의 철회

     2008년 2월에 새로이 부임한 법무부장관은 당시 4월 14일에 개최

되었던 여성인권단체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반대 등을 보면

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8년 5월에 법무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각 실․국․본부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여성인권단체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통

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하여 법무부 각 실․국․본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

였고, 동 회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안건 한 개를  가지고 오후 4시
부터 저녁 9시경까지 저녁도시락을 주문해가면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사회통합프

로그램이 도입되는데 필요한 교육기관, 예산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서 외국인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즉시 시행하는 것에

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교육기관, 예산 등이 갖추어진 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의무화를 

시행하기에는 외국인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사회

통합프로그램이 전면 도입이 아니라 1년간 시범도입을 한 후에 그 성과

를 고려하여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무부장

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의무화 또는 본격 시행이 아니라, 시범기

간을 1년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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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표

준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및 표준화 방안은 국정과제의 편제 구조상 ‘성숙한 세계’ 
지표 내에서 전략 20.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 확립의 국정과제 99번.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에 배치되었다(양문승, 윤경희, 2010: 6).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와 

표준화가 범정부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어 교육과정이 표준화될 수 있는 정

책적 계기와 정치적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교육(해피스타트프로그램)
     2009년부터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

회통합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입국 직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초소양의 적응교육으로 구성된 2시간 과정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도

입하였다.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은 의무적 참여과정이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임의로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다. 2009년에 7,797명의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법무부, 2011a).

     4)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조기적응교육(기초 법제도) 

      (가) 필요성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행정부 내에서는 특히 외국

국적동포에 대한 기초 법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국국적동포가 영구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한

국사회의 기초 법질서에 대한 준수는 반드시 요구되지만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였다. 



- 91 -

     청와대, 법무부, 재한동포총연합회, 재외동포신문 등에서는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가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하여 기초 법질서 준수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법무부, 2012). 특히 2012년 외국국적동

포 오원춘 살인 사건을 계기로 2012년 4월 13일에 청와대는 문화와 제

도의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나 각종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체류관리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청

와대의 이러한 지시를 받아 내부적으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

질서 준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나) 교육 내용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에 규정

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

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시행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친척 초청 등 

출입국관리에 관한 규정과 절차 그리고 기초법질서, 국가 간의 법률․문화 

차이 등을 필수적 내용으로 하기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결정하였다

(법무부, 2012).       

      (다) 단기적 운영의 방향

      법무부에서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기초 법제도를 교육하기 위한 시행 

주체에 대하여 국가의 예산을 정식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사)재외동포기

술교육지원단이 주체가 되어 지원단의 예산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

의 대상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강생으로 한정하였다(법무부, 2012). 

      (라) 장기적 운영의 방향

      법무부에서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기초 법제도를 교육하기 위한 예산

이 확보된다면 시행 주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자는 ⅰ) 단순노무종사를 희망하는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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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기술교육생을 포함한다), ⅱ) 취업 이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ⅲ)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장이 결정을 하였다. 다만 , 65세 이상의 고령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법무부, 2012).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 안내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은 외국국적동

포가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ⅰ) 신청하는 외국

국적동포가 기술교육생인 경우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ⅱ)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재

외동포(H-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ⅲ) 신청하는 외국국적동

포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

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불

허하기는 방안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결정을 하였다(법무부, 2012). 

    (2) 정치의 흐름

     1) 법무부장관의 관여

      2008년 12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ㆍ강사ㆍ교재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실시하기로 법무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행안부, 농식품부 간에 합의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하여 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등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어강사를 

양성하고 한국어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에 발표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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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표준화 보급에만 그칠 뿐이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까지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위장결

혼을 예방하기 위해 위장결혼 또는 이혼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초청자

에 대해서는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중점적으

로 심사하여 결혼이민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새로운 비자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언

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

가 도입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1월에 시범도입 된 후에 1
년을 넘어서자 안정적으로 정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종전의 20개에서 76개로 확대되었고, 2011
년 9월에는 운영기관이 종전의 76개에서 150개로 확대되었고, 2012년에

는 271개로 확대되었다. 2010년 11월에는 4,779명의 외국인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 중 1,609명이 이수를 하였고, 2011년에는 

6,405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고, 2012년에는 참여자가 12,444명으로 확

대되었다. 2012년에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등을 위한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처

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회통

합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가 결혼이민자에게 치우쳐 있는 점을 개선하여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자 등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를 추진하였다(법무

부, 2011 ; 2011a ; 2011b ; 2013a). 

      2011년 11월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균등한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다. 종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

영 근거는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내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왔다. 결혼이민자 외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난민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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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을 포함하는 사회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사회통

합교육의 구체적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

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

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사회통합프로

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결혼이민자 

등 전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외국인

의 국내체류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

의 입국 및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미 외국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ㆍ상담 등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체계상 그 

목적에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지원에 필요한 교육․정보제공․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전국에서 200개 다

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가족상담ㆍ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및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및 방

문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에 대한 정부부처 간 중복 해소와 체계화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

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 운영기관의 설치ㆍ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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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심화하고 예산 및 행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를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도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이유로 법

무부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체류 외국인의 체류관

리를 위한 법률인 바,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은 기존 법률에 담긴 제정 목

적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동 법률의 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합지 

않으며 , 필요하다면 별개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통합의 지원’과 관련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

담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관련 정부부

처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회

통합’ 관련 지원을 법무부의 역할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한 국어기본법(제4조, 제6조, 제19조)에서 외국인을 위한 국어교육 교재 

개발, 보급, 전문가 양성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어 교육자에 대한 

자격 부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명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이주민의 사

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 등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

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 혼선 및 중복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2) 관련 부처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합의

     2010년 6월 9일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효율화를 위해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장,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모여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

다.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체계, 예산,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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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당연지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

통합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기로 하였고,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통해서 법무부가 사

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로 합의를 이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

는 한국어 교육기준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준으로 일원화되어 

표준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부처 4개가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

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가 확산될 기대를 가질 수 있었지만 , 법무부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느슨한 연계’로 인하여 향후 거부점으로 작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관여 : 사회

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반대

      2012년 3월 26일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는 2010년에 4개 부

처가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확산하

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

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무부의 관리 ․점검과 동시에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관리 ․점검을 받게 되므로 2중적 규제에 해당되

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무부의 규제에 대해 

거부감을 큰 상황임을 설명했다(여성가족부, 2012). 따라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 지정제’
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한국어 교육

과정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

램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인증’되어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여성가족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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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23일에 서울시 다문화사업담당인 저출산대책담당관

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낸 안내 편지문에서,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다

문화가족정책에 맞추어 서울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반운영

기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서울시 저출

산대책담당관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성가족부

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

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

달하였다.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은 법무부가 여성가족부와 시·도와 협

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신청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안내하였다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여건상 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운영기관 신청을 항 경

우 발생 예상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책임을 지도

록 안내하였다. 여기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불이익은 첫째,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등도 교육 대상으로 출입이 가능하므

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체성 혼란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둘째, 사
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 대상자를 스스로 

찾아 등록시켜줘야 하고, 셋째, 법무부는 별도의 한국어 교육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무부에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법무부의 점검대상 기관으로 지위가 격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중 감독체계를 받게 되고, 넷째, 법무부는 2013
년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3단계, 4단계를 추가하여 의무

화할 계획이지만 ,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012년 1월 20일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전국 201개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기관 신청에 대하

여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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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의 역할을 겸직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문의가 폭주하

는 3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우회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신청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첫째, 다
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다

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립형 운영기관으로서 법무부로부터 강사료 등의 지원 

없이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
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 실적보고, 센터운영에 대한 지도점

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무부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실적보

고, 지도점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할 경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에 있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2010년 6월 9
일에 공동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그 후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

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었으므로, 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간에 느슨한 조직관계가 형성되어 거부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12년 1월 26일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장은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법무부 공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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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신청하지 말도록 안내를 하였

다(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2012). 

     4) 여론의 상반된 반응

     다문화사회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 있게 부각된 사회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에 진입하

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파악

하는 입장과 ‘다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할 가치로 파악하는 입장이 대립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단일민족주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을 정립

하기 위한 노력들이 혼재하고 있다(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의 다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보다는 외국인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을 보는 시각은 경제적 측면과 사

회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다른 태도를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외국인 유형은 전문기술직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가 및 투

자자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증가를 긍정적으로 생각

했다. 반면에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외국인 유형은 외국인 결혼이민 

여성, 생산기능직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조선족)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

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증가에 소극적이었다. 외국인의 유형별 증가에 대

한 국민의 태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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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유형별 외국인의 증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 (단위: %, 점)

구  분

매우
증가
하기를
바람

다소
증가
하기를 
바람

변화 
없기를 
바람

다소
감소
하기를 
바람

매우
감소

하기를 
바람

평균1)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 3.6 23.8 34.7 29.4 8.5 2.85

생산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3.3 28.2 32.8 27.8 8.0 2.91

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 9.2 39.5 26.5 19.6 5.2 3.28

북한이탈주민(새터민) 6.5 27.4 32.7 22.9 10.4 2.97

중국동포(조선족) 3.3 21.7 37.3 29.4 8.3 2.82

외국인 유학생 22.8 50.3 17.8 7.5 1.6 3.85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 36.4 43.9 11.1 6.5 2.0 4.06

주1)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을 1점 ~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을 5점으로 측정

자료 :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인용

   3. 정책하위체계

    (1) 이민정책옹호연합

    이민정책옹호연합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법․제도적 및 재정

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정책옹호연합과의 갈등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집중하였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참여한 외국인에게 귀화와 체류자격 변

경에 혜택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예산 증대와 사회통합교육기관 확대에 

노력을 집중했고, 노무현 정부시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

에 반대하였던 이주여성인권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법무

부와 공통의 신념체계를 구축하고 이민정책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

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4개 정부부처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해서 표면적으로는 정부부문 

내에서 이민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된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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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약서의 이행을 거부하여 갈등은 지속되었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표준화되어 확대 보급

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느슨한 구조로 연계되었고 이것이 거부

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2011년 4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2011년 9월에 실시된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

정책관실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5월
에 개최된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관리협의회 등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결정

됨으로써 정부부문에서도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옹호연합이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 

    (2) 다문화정책옹호연합

    가족복지와 양성평등 관점의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다문화정책’라는 

정책용어를 ‘이민정책’과 대립되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그 영역은 공간적

으로 재정적으로 확장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

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구축했다. 여
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공통의 신념체계를 공

유하고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형성을 강화하였다.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그 교육과정

의 표준화 확대에 대해 ‘이민정책적 관점이 아닌 가족의 삶 전반이 중요하

다’는 신념체계를 결속하여 반대했다. 이와 같은 신념체계를 가지고, 2012년 

1월 20일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전국 다문화가족



- 102 -

지원센터가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했고, 2012년 

1월 26일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

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2012년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하는 공문을 서울시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안내하기도 했다. 

<표25, 이명박 정부시기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

    (3)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라는 정책의제설정은 

먼저 행정관료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제로 채택한 것이었

고, 그 후 정책홍보를 통하여 공론화되었고, 나중에 공중의제로 되어 정

책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는 전형적으로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동원형

에 해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회통합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정책실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정부 외부에 있

는 세력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은 표준

화라는 정책결정이 집행단계에서 좌절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을 주도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정부의

제설정의 주도권이 정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이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에 해당되었다. 

   4. 초점사건

연합
구분 이민정책옹호연합 다문화정책옹호연합

규범적 핵심 국가이익, 사회질서 가족복지, 양성평등

도구적 핵심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 및 확대 국제결혼가정의 가족 삶 중시

교환적 핵심 외국인의 사회 부적응 방지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방지

연합체 구성
법무부, 

사회통합교육기관(시민사회단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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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밀집지역의 증가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

거나 다양한 외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정주 외국인이 사회에 부적응하는 등 

또 다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슬럼화

되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며 , 특히 이들 지역에 체류

하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저소득층에 속하고 있어 사회

불안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범죄

백서, 2014: 142). 특히 언론에서 안산시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0, 2008년초 불법체류자 주요 밀집지역 분포도>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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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자치단체들의 체계적 관리로 인해 

관광지로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 서래마을

(프랑스), 이태원(미국), 이촌동(일본), 한남동(독일)이 그 예이다. 반면

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출신자들의 집단거주지는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차이나타운을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슬럼화될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서울 

서대문구 연남동, 인천 중구 선린동), 옌벤거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
등포구 대림동), 중앙아시아촌 (서울 광희동 일대), 네팔인마을(서울 창

신동, 숭인동)이 그 예이다. 

    국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징은 양극화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었

다.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의 집단거주지는 점차 활성화되는 반면에, 개도

국 출신 외국인들의 집단거주지는 행정적 관심에서 멀어져 점차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에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외국인마트들이 

산재되어 있어 불법외국 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에서는 검역 물론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위생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

가 있었다. 또한 개도국 출신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지는 값싼 주거비용, 
언어소통의 용이, 불법 취업 정보공유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대거 섞이는 현상도 발생했다. 해당지역에서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거주지역 국민인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

고, 점차적으로 해당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2) 외국인 범죄의 증가

    외국인 인구수를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로  설정했을 때에 전체 범죄

와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해 외국인 검거인원

지수는 국민에 비하여 낮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국민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최영신, 2015: 4). 

    그러나 외국인 검거인원지수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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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었다. 국민의 경우 전체 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4,000~4,500명 

정도에서 변동하고 있고, 5대 강력 범죄는 2009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5대 강력 범죄 검거인원지수는 국민

에 근접하고 있어 그 증가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영신, 2015: 4). 
국민과 외국인의 범죄 유형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 외국

인의 경우 몇  가지 특정 범죄유형에서 검거인원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살인, 강도, 마약, 도박 범죄에서는 외국

인 검거인원지수가 국민보다 계속 높게 나타난다. 폭처법범(집단, 상습, 
야간, 무기 사용 등)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 외국인 검거인원지

수가 국민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외국인은 살인, 
강도, 마약, 도박 범죄에서의 발생률이 국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최
영신, 2015: 5). 

<표26, 국민․외국인 범죄 유형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연도

범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살인 3 7 2 10 3 12 2 8 2 9

강도 11 15 12 16 17 30 11 22 10 14

강간 27 15 29 17 30 14 35 16 35 28

절도 186 158 191 157 249 230 232 174 221 160

폭력 615 239 627 313 626 349 558 316 564 374

폭처범 292 201 280 265 267 262 219 271 202 333

지능범 681 743 716 875 793 550 702 447 719 324

마약 14 30 12 81 15 89 10 72 10 22

도박 94 34 92 64 140 204 83 122 86 250

자료 : (최영신, 2015: 4)에서 인용

    외국인 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외국인 범죄가 23,418
명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외국인 범죄가 19,069
명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외국인 범죄가 

33,722명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범죄백서, 201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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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동포 오원춘의 살인 사건

    국민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인식이 크게 증폭되

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정서는 2012년 4월 중국동포 

오원춘에 의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영등포역 직업소개소 사장 살

인사건을 기폭제로 하여 악화되었다. 특히 2012년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

여 중국동포에 의한 강력범죄가 외국인 혐오증으로 대두되는 상황이 발생

했다. 오원춘 사건이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 2012년 4
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조선족 동포인 오원춘이 퇴근하

는 한국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

건이다(위키백과). 

   5. 정책기업가의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도입의 철회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여전히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

합 간에 신념체계가 상이하고 갈등관계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화되도록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을 이끌어 

갈 정책기업가의 역할이 청와대와 정부부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결혼이

민자를 위한 해피스타트프로그램과,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기초법제도 교

육이 개설되었지만 , 해당 외국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개설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취득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

인이 법무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필기시험을 면제

하고 국적면접시험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2009년 4월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외부적으로 공개하였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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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작성, 2009). 2009년 2월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우

리사회에 조기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20개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다(법무부, 2009a). 이와 같은 결정은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검토하였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 

결정과 비교하여 소극적으로 후퇴된 결정이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

격적으로 시행되기에는 교육기관과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

면 시행을 결정하지 못한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 정부 내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여성인권단체가 제기한 반대

에 직면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전면  시행하기가 대통령과 청와

대 참모진,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결과적으

로 정책기업가가 없었고 정책기업가의 역할도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합교

육을 의무화하려는 논의는 정부부문 밖으로 밀려나 이명박 정부시기에서

는 논의되지 않았다. 

    시범실시의 기간인 2009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가 의무적 

이수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이수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

수한 경우에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국적취득을 위한 대기기간을 단축

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2009년에 1,581
명의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 중 970명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법무부, 2009a).

    (2)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의 실패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조차도 

정부부처의 이견 차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의 반대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것이었다. 즉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채택

되었다.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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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이

루어진 다문화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이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

였다. 4개 부처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기로 협약서까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법무부장관은 정책기

업가로서의 활동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범정부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교육과

정이 확산되지 못하였다. 

    (3) 조기적응교육(동포 기초법제도)에의 자율적 참여

    2012년 4월에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외국국

적동포의 범죄예방교육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나왔다.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과 외국인 간에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2년 9월에 법무부는 국내

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기초 

법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법제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2012년 10
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주체

가 되어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단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 장소는 수도권의 경우에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맡기로 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맡기로 하였다(법무부, 2012).  

    교육의 대상은 전체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라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강

생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8,0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다(법무부, 2012). 동포 기초법제도 교육은 외

국국적동포의 국내 적응과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이지만 , 의무적 교육과정으로 강화시킬 정책기업가의 존재는 없었고 

정책기업가의 활동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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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이명박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정부시기

구분 이명박 정부시기

외부환경의

변화

-유럽 등 외국에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도입 추세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100만명 돌파) 및 다양화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지속 및 국제사회의 비난

-외국인밀집지역의 발생 및 외국인 강력범죄의 증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정

책

흐

름

정책대안의 

흐름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검토의 철회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국정과제) 채택

-조기적응프로그램(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도입 

정치의 흐름

-정부부처 간의 갈등 방관

-대통령의 소극적 관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4개 관련부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합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불응

-여론의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의 병존

정

책

하

위

체

계

이민정책

옹호연합

-이민정책옹호연합의 구성원 확대 및 결속력 강화

-국가이익과 사회질서 신념체계의 강화

다문화정책

옹호연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옹호연합 형성

-가족복지와 양성평등 신념체계의 강화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주도형)에 

의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에 대한 무의사결정

초점사건
-외국인 밀집지역의 증가

-외국인 강력범죄의 증가 및 중국동포 오원춘의 살인사건

정책기업가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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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박근혜 정부시기 (2013년 2월 ~ 2015년 5월 현재) 
   1. 외부환경의 변화

    (1)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임박

    2013년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9%이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 진행될 경우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만  15세에

서 64세까지의 인구)가 3,704명 (총 인구의 72.9%)를 정점에 도달한 이

후 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0년의 80.2% 수준인 2,887명까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거래소, 2014: 17). 국내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력 

등 정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이민자들이 가족결합을 요구

함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5월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85명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2015년 말에는 외국인 200여만 명  시대(총 인구의 3.95%), 2020년에는 

250만  명  시대(총 인구의 4.86%)에 도달할 예정이다. 

    (2) 외국인의 일탈에 대한 언론의 관심

    우리나라에 입국한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이 부

족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초기정보를 얻기 어려워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구성원으로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외국에서 출생하여 

중도에 부 또는 모를 따라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중도입국청소

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 바깥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아시아 투데이, 2014년 8월 27일자 보도내용), 학생 100명  중에 1명이 

‘다문화가족 학생시대’라고 하면서 “언어문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부적

응으로 우리나라에 중도 입국한 외국인 학생의 학업 포기 비율이 높다. 
울산시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의 약 70%가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

석했다.”라고, 이들이 학교 밖과 안에서 부적응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암울



- 111 -

한 현실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동아일보, 2014년 10월 31일자 

보도내용).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국

민이 피해를 입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죄

피해자로 되기도 하였다.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의 사례를 자주 보도

하였다. 외국인 영어강사가 환각 상태에서 수업을 하거나(YTN, 2014년 

8월 20일 보도내용),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외국인 영어강

사에 대하여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원어민 영어강사가 청소년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상

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라며 외국인 영어강사에게 2년 6월의 징역이 

선고되었다(조선일보, 2014년 7월 17일 보도내용).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인식하게 되었

다(범죄백서, 2014: 147). 

    (3)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의 증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사회적, 교육

적,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외국인인 부 또

는 모와 출신국 현지인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으로 동반(또는 추후) 입국한 자녀들을 말한다. 중도

입국청소년의 유형은 부 또는 모가 한국인과 국제결혼 재혼한 후 본국에

서 성장하다가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우, 외국인노

동자 가정의 자녀들 중 부 또는 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부 또는 모

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 근로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무연고 외국인 청소년(난민)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국민과 외국인 사이

에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도 중도입국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식적인 다문화정책의 맥락에서는 중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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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소년은 국제결혼 재혼 가정과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외

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담은 통계 자료는 파악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규모는 조사기

관, 조사방법 등에 따라 적게는 7,000여명에서 많게는 191,328여명까지

로 각기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좁은 개념을 채택

하여 가장 적은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 2014년 8
월에 한국 사회에서 7,171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체류 중이며 , 이 중 학

령기 대상자는 5,973명이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의하면 ,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했었다(IOM 이민정

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취학률은 우리사회에서도 프랑

스 등 유럽처럼 이민자 2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실업률 40%와 빈곤 등으로 

주류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요 사태인 

‘방리유 사건’이 우리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수가 작

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 또는 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로서 정체성과 부적응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언론 기사문을 보면 , “‘나는 왜 한국에 왔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중국 출신인 육모 군(19·경
기 광명시)이 매일 아침 되뇌었던 혼잣말이다. 그는 16세 때 한국에 왔

다. 어머니가 2005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다가 새 가정을 꾸려 귀화하면서 

육모 군을 2010년에 한국으로 불렀다. 그는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 공부

에도 관심이 없어 학교에 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

나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지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면 집에 돌

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1년간은 외출도 거의 못  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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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돈을 벌기에 바빠서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어려웠다.”라고 보도

하여(동아일보, 2013), 아직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 중도입국청소년이 취업할 연령에 도달할 경우에 큰 사회 문제

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었다. 

    법무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취학 현황이 상이하다. 법무부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을 외국출생 

청소년으로 국민의 자녀인 경우로만 제한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를  

좁게 추정하고 있고, 교육부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 및 부모가 모

두 외국인가정 자녀도 포함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를  넓게 추정하면

서 공교육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통계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도

입국청소년의 규모를  가장 작게 추정하는 법무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에 한국 사회에서 체류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중에서 학령기 

대상자는 5,973명이므로, 약 1,791명이 취학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약 

4,182명은 취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활용된 교육부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중도

입국청소년의 취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중도입국자녀의 취학 현황>

자료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서 인용

    (4) 결혼이민자 편중 지원에 대한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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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에 정부부처별 외국인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

녀의 지원에 편중됨에 따라 그 이외의 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나타난 사회통합 

분야의 예산 중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관련 예산은 2011년에 87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해당했고, 2012년에 118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었다. 게다가 결혼이민자 지원에 대한 정책 용어의 사용이 다문화가족, 
다문화 사업, 다문화자녀, 다문화 강사, 다문화인 등 정부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 정책의 흐름

    (1) 정책대안의 흐름

     1)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의무화 논의

      (가) 해피스타트프로그램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전환

      2013년부터 법무부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던 장기간

이 소요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외에 짧은 2~4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하

여 집중적으로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다. 기존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어, 우리나라에 입국

한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과

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12개 언어로 입국 초

기단계에 있는 외국인의 빠른 적응 지원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결혼이민

자에게만 제공되어 오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이 2013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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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인에 대한 법질서 준수 교육

      외국인의 범죄와 특히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에서는 “중국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제대

로 모르기 때문에 싸워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병으로 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서로 싸울 경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동거 남

녀가 길거리에서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

데 오히려 누가 신고했냐고! 경찰 필요 없는데 왜 왔냐고’ 하는 경웅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문화 또는 법문화의 

차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사회에서 음주 후 패싸움을 할 경우에는 쌍방이 상호 양해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그러한 습성이 한국 생활에서도 

나타난다거나, 중국인 혹은 동남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자기 보호나 방어를 

위해 흉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폭력 행사시에 먼저 폭력

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을 주로 따진다는 생각 등이 그러한 차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한국 사회의 기초적인 법지식

과 법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최영신, 2015: 16). 

      (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의무화 논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10년에 126만여 명 , 2012년에 145만  

여명 , 2014년 10월에 178만 여명으로 매년 평균 9%씩 증가하게 되었다. 
2009년 7월부터 실시된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2013년 10월에 그 대상자를 결혼이민자 이외에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되

었고, 프로그램의 명칭이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법무부

는 장기 체류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조기적응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초기 단계에 있는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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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편 2014년 9월부

터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조기적

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제되어 시행되었다. 

      2014년 9월 17일에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에게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고

하였고, 교육문화수석은 학교 밖과 안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부적응을 해

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인 2014년 9월 17일에 법무부장관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내용

을 보고 받고, 중도입국자녀 등 사회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에게 조

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부 지

시를 하였다. 그 후 2014년 12월에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

하여,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에 대

해 잠정적 합의를 달성하였다. 

      2014년 12월 법무부장관 산하의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장래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될 중도입국자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외국연

예인 등 취약계층에 있는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무부에서 검토된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이수 의

무화 적용대상자는 전체 외국인 중 한국 사회 적응정보 수집능력이 부족

한 외국인, 준법정신 함양이 필요한 외국인, 인권침해에 취약한 유형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이수 의무화의 적용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검토를 진행

했다. 이수 의무화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자는 한국 교육제도, 생활정보 수

집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에서 부적응할 우려가 높은 중도입국자녀, 헌법가

치 및 국내 기본 법률·제도 교육, 부부교육 강화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인
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연예인, 문화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회화지도

강사이었다. 다만 , 다른 유형의 외국인(유학생, 전문외국인력 등)에 대해서

는 자율적 이수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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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에 제1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의 의견

을 수용하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

장을 하기 전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을 2015년 추진계획으로 결정하였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가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므로 공

통적인 교육 내용은 초기 정착에 필수적인 기초법과 제도, 생활정보 등 

조기적응에 필요한 기초정보 및 체류, 영주 등 출입국 관련 규정으로 하

기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외국인에 적용되는 교육 내용은 외국인

의 유형에 특화된 내용을 제공하기로 검토하였다. 즉 중도입국자녀에게는 

한국의 교육제도 소개 등 미래진로를 , 결혼이민자에게는 헌법 가치를 함

양하고 부부교육을, 외국인연예인에게는 인권침해 구제 절차 등 인권보호 

방법을, 회화지도강사에게는 기초법·제도 등 준법정신 함양을 교육내용으

로 검토하였다.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시기는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유형의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적 이수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외부전문가 의

견을 수렴하기로 향후 일정을 마련했고, 201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

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사회통합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 논의

     2015년 3월 13일 법무부장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단순노무 종사 외국인이 영주자격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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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무부장관의 업무보고 과제로서 관리를 받아 2015년 하반기에 의무

적 이수제가 집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역사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

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사회에 정주화하면서 사회 

부적응과 범법 행위 등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

었다.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적 이수제에 대한 논의가 2007
년 후 8년 만에 재논의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단순노무 종사 

외국인’은 사실상 방문취업제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H-2)가 

해당된다. 방문취업제 외국국적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

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비록 규제조치로서 법률로서 다루어야할 사항

이지만 , 방문취업제도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

으므로 방문취업제 외국국적동포(H-2)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의 의무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2) 정치의 흐름

     1) 대통령의 관여 

      (가) 부처 간의 갈등 억제 및 협업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시작하면서 정부부

처 간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정부부처 간에 

정책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충돌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

기 밥 그릇  챙기기만 하여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의 이익

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각 정부부처 간에 발생하

는 대립과 비협조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 간에 대립하는 정책 영역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의사를 표명함에 따

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대립이 조정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3년 7월 15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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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대통령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을 호되

게 질타를 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시

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 업무가 중복적으로 분산돼 있어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초래가 지

적되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비

효율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청와대 각 수석들에게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

주기를 지시하였다(파이낸셜 뉴스, 2013.7.15.). 또한 8월 6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부처 간 칸막이 내지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

기 위해 제대로 된 협업을 실천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2014년 10월 22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다문화정책이 몇  개 부처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표

를 정부 3.0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문화정책이 여성가족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을 공

무원들이 보게 되고, 공무원 자신들이 봐도 한심하고 국민이 봐도 황당하

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동력을 받아서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 누가 봐

도 한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각조각 사업을 하면 다문화가정은 체

감도 못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

는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공감대를 같이 안

고 혁신을 해야 된다는 정신에 철저히 입각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
고 지시하였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유사 중복 사업을 

개선하도록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었다. 

      (나) 국정과제 채택 

       2013년 2월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구성된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서는 결혼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요건으로 국정과제 제51번 다문

화가족 적응지원 강화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여러 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마련했는데, 
국정과제는 국정기조에 따라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인의 적응 지원에 대한 국정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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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에 배치되어 관리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적응지원은 박근혜 정

부의 국정과제 중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전략 목표 하에서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라는 과제명 51번으로 채택되었다. 외국인 적응지원이 국

정과제로서 채택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의 주관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 세부과제의 소

관부서는 법무부로 지정되었다.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중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과 관련된 것은 첫째,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

준 개선이었고,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에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교육 등 한

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간에 의사소통 여부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였

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추가 지정이었다. 

      (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2014년 5월 1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법무

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여성가족부가 주

관하는 각종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계하도록 결정했다. 이것은 2009년부

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갈등과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하지 못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이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로 6년 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이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으로 인해 외국

인은 법무부가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무

부가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2)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및 교육문화수석의 관여   

      (가) 국정과제비서관의 관여

        2013년 9월 12일에 개최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주재한 ‘결
혼이민자 지원사업 중복 해소를 위한 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간

에 의견 차이는 여전하였다. 이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국무조

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이 참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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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지자체에 이관

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하되, 예산 지원은 여성가족부에 존속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 반드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에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정과제비서관은 법무부

가 요구하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2010년 4개 정부부처가 공동협

력MOU를  체결한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표준

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민자 수요에 맞게 국

적, 영주, 체류용으로 다변화시킬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수용하고, 법무

부가 외국인정책 총괄부서라는 명분도 무시하지 못하므로, 국무조정실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부처 간 지원 사업 중복을 조정하도록 지시

하였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복해소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무조종실이 주관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비서관의 조정안

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나) 교육문화수석의 관여

      2014년 9월 17일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적통합정책

단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만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된 과제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 및 공교육 진입’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외국인인 청소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 출생

한 외국인 자녀를 말한다.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능

력이 미흡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공교육 진입이 

어렵고, 비록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부적응으로 학업이 중단되기 쉬워 중

도입국청소년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다. 또한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을 위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교육부가 

지정한 80개 다문화 예비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중도입국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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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교육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진학한 중도입국청

소년에게 종전의 1년의 체류기간 부여를 2년으로 확대하여 초․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외국인 청소년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4). 

      이에 대해, 교육문화수석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우리사회에 부적응하

는 것은 장차 사회불안 요소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

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 법무부 조

기적응프로그램이 교육부의 80개 다문화 예비학교로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4). 

     3) 법무부장관의 관여

      (가)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 보고

      2013년 4월에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기초 수준의 한

국어 구사능력 등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보고를 하였다. 
이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속성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에 대한 가정폭력과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

생하고 있었고, 경제적 자립능력과 한국어 능력 등 우리사회에서 적응하

기 위한 충분한 기초소양을 갖추지 못한 장기체류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

적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국제결혼가정의 형성을 지원하고 일

반국민이 부담하는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었다.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에 한국인 배우자

와 외국인 배우자 간에 최소한 기초 수준의 한국어 능력 등 의사소통 가

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것이었다.   

      (나) 조기적응프로그램(동포 기초법제도)의 의무화 시행

       2014년 1월에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교육을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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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리하고 있던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이민통합과로 이

관하였다. 이민통합과에 업무 이관을 계기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종

전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교육주관, 교육기관, 교육장소 등이 비체계적

으로 운영되던 것을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소적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국적동

포에 대한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참가하

는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동포교육지원재

단)에 시범위탁을 시작하였다. 

      2014년 9월에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원래부터 가진 외국국

적동포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

었다.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비록 단순노무에 종사

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만 , 재외동포(F-4) 자격, 영주(F-5) 자격으로 

쉽게 변경되어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한층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단순노무에 종사

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기초법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민정책의 정책목표와 관련되었다. 

      (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실무기능 강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설치로 인해 2009년 이후 개최되지 않은 점과 국내에 장기 체류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민사회 진입의 길목에서 사회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통합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 정주형 이민자 및 유학생, 전문외국인력 등 잠재

적 이민자에 대한 통합정책의 방향설정, 시책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실무

분과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4). 실무분과위

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소관 

실무분과위원회에 사전에 회부하여 연구․검토, 협의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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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는 종전부터 여성가

족부 가족정책관이 주관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설

치되어 있었다. 다만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3회 개최된 실적밖에 없었고, 2009년 이후에는 결혼이민

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

회를 둔 취지는 당초에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을 이민정책의 

틀 내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

족정책위에서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다문화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의제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에 관한 중앙부처의 정책논의

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를 활용

하였기 때문이었다. 

       법무부는 모든 유형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결혼이민자 외에 외국국적동포, 난민, 유학생, 전문외국인력 등 전

체 외국인의 적응지원을 의제발굴, 정책결정하는 공식적 실무협의체가 없

어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확보가 미흡하였다. 심지어 법무부는 외국

인 관련 각종 사회통합정책을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가 아니

라, 여성가족부가 간사부처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분과(초기적응, 
인권보호 등)에 제출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다문화가족에 관한 의제와 정책결정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

회 실무분과(초기적응, 인권보호 등)가 아니라 외국인정책위원회 ‘결혼이

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결

정의 중복 논란도 예상되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법무부, 여성

가족부의 이해관계가 합치가 되어, 2014년 7월에 법무부는 종전에 여성

가족부 가족정책관이 주관하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종전에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이 주관하던 ‘국적·영주제도개

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로 확대 변경하

기로 합의를 하여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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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간사부처인 외국인정책위원회에는 실무분과위원회가 전

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소관 :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불법체류외

국인대책 실무분과(소관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제도개선 실

무분과(소관 :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로 있게 되었다. 신설되는 국적·
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검토, 부처협의 등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참여하는 부처가 종전의 9개 부처(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

원, 병무청)에서 15개 부처(법무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병무청)로 확대 

개편되었다. 

     4)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여 : 사회통합

교육 지지

      (가) 이민정책 공유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

는데 필요한 결혼이민 비자 발급요건으로서 한국어 등 의사소통을 의무적 

요건으로 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그간 양 당사자 

신상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 규제조치를 통하여도 국제결혼의 폐해와 결혼이민자

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나) 이민정책 공유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2013년 5월에 법무부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구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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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여성가족부에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여성가족부

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의견 차이를 

좁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

는 것에 공감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기적응프로

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센터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종전의 반대 의견에서 긍정적 의견을 변경

하였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화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 4월에 제1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전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2015년 추진계획으로 결정하였다. 2015
년 5월에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지원하였다. 

     5)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관여 : 사회통합교육 소극적 반대

     2013년 4월 23일에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결혼사증 심사기준 개

선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긴급지

원중앙센터, 다문화가족상담센터 등 이주여성 인권단체가 참여했고, 그 

다수가 결혼이민 비자 발급의 요건으로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심사할 예정이라는 방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시기와는 상대적으로 강한 반

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간담회의 주된 논의 대상은 장기간의 사랑을 

전제로 교제되어 이루어진 정상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3~5일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국제결

혼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때 제시된 견해 중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결혼의 과정일지라도 이미 결혼한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를 배워야 입국시켜 준다는 조건은 폭력적으로 보인다

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한국어 구사능력을 심

사할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일단 한국에 입국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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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므로 기초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2013년 11월 27일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주축이 된 ‘이주여성

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법무부에 ‘국제결혼 건전

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에 관한 질의 및 제언서를 제출

하였다. 연대회의는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국제결혼가정의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고민에 공감했고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

았지만 ,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한국어 

공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였다. 입국 

전에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결혼이민자의 입국 

후 정착, 가정폭력으로부터의 구제 등의 목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국제결혼가정의 개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결혼

중개업체의 비리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6) 여론의 변화

     국민의 인식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자 하는 ‘열망 ’이 있는 한편에, 외국인 범죄와 인종적․문화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한국 사회가 경험하

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다문화사회 

현상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인식은 이중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

적 측면에서의 인식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가지는 개방에 대한 열망은 외국으로부터 관광객, 외국인환

자를 유치하고 외국 기업, 외국대학교 등 유명  교육기관 등을 국내에 투

자 유치하여 국내의 경제를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인식이다(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수의 국민은 외국인의 이민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이민이 한국 경제에 도

움을 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63.2%가 동의했고,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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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라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6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의 이민으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71).

      그러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최근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들이 저지

르는 강력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척, 주취폭력 등 기초 사회질서 위반행위

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외국인의 질서위

반 행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외국인 관리 

내지 외국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요구가 있는 실정이다.(제2차 외국

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의 이민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 결과와 대조적이었다. 한국인의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나빠지는 

추세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각종 강력범죄 등 사

회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외국인의 이민이 범죄율을 높

인다.’라는 주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3.0%가 ‘그렇

다’고 답했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20
대는 무려 60.4%가 외국인의 이민이 한국 사회에서 범죄율을 높인다고 

답했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이민자로 인해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느

끼지 않았지만 ,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다고 봤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한

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011년과 2012년에는 ‘한국 사회의 경

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4.2%, 70.1%였으나, 2013년에는 

이러한 긍정적 전망이 67.5%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 25.8%, 2012년 29.9%에서 2013년 32.5%
로 늘어났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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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
년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력 강화 74.2% 70.1% 67.5%

사회통합 저해 25.8% 29.9% 32.5%

  자료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66)에서 재인용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변하는 추세

이었다. 2010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의 가치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한 비

율은 15.7%, 한국 사회에서 적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

한 비율은 24.6%였다. 그러나 2013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각각 

21.5%, 27.2%로 나타나며 , 3년 사이에 부정적 응답이 각각 5.8%, 2.6%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재 주류는 아니었지만 , 부
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67). 

<표2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년도구분 2010년 2012년 2013년

한국 사회의 

가치를 어지럽힌다
15.7% 19.8% 21.5%

한국 사회에 적응 

노력이 부족하다
24.6% 23.5% 27.2%

자료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68)에서 인용

      국내에서 취업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계층, 국제결혼 피해

자 등이 중심으로 되어 ‘국민에 대한 역차별’, ‘다문화정책 반대’ 정서가 

싹트고 있으며 ,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중된 지원시책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온라인상에는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 등 反다문화카페가 20여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

대별, 성별 인식 차이였다. 상대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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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아 다문화사회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이 빈번한 젊은 세대가 다

문화사회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20대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할수록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에 가장 높은 비율

(35.1%)로 답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문화

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65).
 

<표30, 다문화가족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
전

체

성별 세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경쟁력 강화 67.5 71.3 63.7 64.9 68.8 70.0 68.2 65.1

사회통합 저해 32.5 28.7 36.3 35.1 31.2 30.0 31.8 34.9

자료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68)에서 인용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 내지 反외국인정서를 나타내는 중심지

는 인터넷이었다. 외국인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을 옹호하는 기사에 대

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거나 혐오, 언어폭력을 인터넷 댓글에 기

입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 지난 정권과는 달리 反외국인정서 내지 反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서가 점차적으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어 이론화

되며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이었다. “외국인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인 소외계층 보다 외국인이 앞서 복지 혜택을 받아 

국민의 복지를 갈아 먹는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고현실, 2015).

      일부 우익단체들이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반대

하는 의견을 언론, 인터넷 등에 표출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4
년 4월에 일부의 우익단체들이 유투브에 “다문화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외국인의 유입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 바라는 국

민연대, 인권법연구회, 양성평등연대, 남성연대, 다문화정책반대․다문화반

대범국민실천연대 등 26개 우익단체들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이자스

민․임수경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 박근혜 



- 131 -

대통령님․김무성 대표님․문재인․박지원 의원님, 유럽에서 부도난 다문화정

책을 중단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였다. 다문화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광고는 反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길

을 끌었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만 있었던 反외국인정서 내지 反다문화정

책에 대한 정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고현실, 2015). 이제부터 

일부의 우익단체들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정책을 반대하는 목소

리를 밖으로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국민의 인식과 일부 우익단체의 행동 등에 대하여 2014
년 10월에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무투마 루티에레)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제도적 차원의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는 없지만 , 개인 간에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와 혐오 문제를 지적한바 있었다(연합뉴스, 2014년 10월 9일). 

   3. 정책하위체계

    (1) 이민정책옹호연합

    이민정책옹호연합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이 공통의 신념체계를 공유하여 하나의 정

책옹호연합을 형성 강화하였다. 특히 2014년 8월에 시민사회단체 80개는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확산과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신념체계를 강화하였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추진위원회’를 결성

하여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한

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다문화학회, 한국행정학회(이민행정정책

연구회) 및 이민정책론․이민법제론 등 이민정책․법제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

한 30개 대학(원)도 이민정책 관점의 정책옹호연합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전국 대학․학회․기관 20개가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이민정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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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개최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대학과 학계에서는 이민정책 중심의 정책

옹호연합이 활성화되었다. 이민정책옹호연합은 외국인의 사회 부적응을 해

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회통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민정책옹호연합은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공유 학습함으

로써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간

의 ‘부부 상호이해’를  위한 부부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록 

점진적이긴 하지만 ,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가 상호 수렴하는 과정을 보였다. 

<그림 12,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정책지향학습 과정>
다문화정책옹호연합 

신념체계의 영향
정책지향학습 신념체계(도구적) 변화

국제결혼가정의 

양성평등

가족 삶의 

중요성 인식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부부교육’ 도입

    (2)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도 여성가족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복

지와 양성평등의 관점을 지닌 신념체계를 공유하여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으로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찬성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 및 의무화에 대하여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

계를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

기적응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사회통합프로그

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계교육 과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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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연계하였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

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한국

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민정책적 수단과 연계가 되어 결혼이민자의 참여 확보라는 이

민정책적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 사회통합프

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에 대하여는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여개 중

에서 50여개 곳만 참여함으로써 아직은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폭넓게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옹호연합

은 이민정책옹호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신념체계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다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과정에 표준화 보급과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지향학습을 한 것이었다.  

<그림 13,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정책지향학습 과정>
이민정책옹호연합 

신념체계의 영향
정책지향학습 신념체계(도구적) 변화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및 표준화

사회통합교육의 

중요성 인식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

조기적응 교육과정의 표준화

    (3)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는 대

통령, 장관 등 행정관료들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되거나(동원형), 사회

통합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부집단에 의해 정부의제로 되기

도 하였다(내부접근형). 즉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에 있어서 동원형과 내

부접근형이 함께 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정부의제설정의 주

도권이 행정관료 또는 외부집단의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에서 공유되고 있으므로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를 위한 정책과

정과 정책변동이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시기와는 사뭇 달리  진행되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이 그들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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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침해될 우려를 느껴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에 반대의 입장

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은 정부 내부와 공

통의 이해관계를 생성하여 어느 정도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4. 초점사건 

    (1) 국민 정체성의 위기 

    최근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급속히 유입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적 

가치’를  확립하지 못한 이민자 및 이민 2세의 국적 취득 등에 따른  대한

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내지 혼란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귀화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속감 보다는 장기 체류, 가족초청 또

는 복지 혜택 수급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 무분별한 국제결혼 중개 행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약 4~5일 등 짧은 기간의 만남을 통한 속

성 국제결혼은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에 기초적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

고 기본적 의식주 해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입국 전 성혼

단계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혼인하는 경우도 있어 가정

폭력, 위장결혼, 이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외국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짧은 접촉과 합방을 통해 결

혼이민을 오는 식의 국제결혼은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독특한 현상이었다. 국민과 외국인 간의 이혼 건수는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에 1,498건, 2005년에 4,171건, 2013년에 10,480건으로 급증하였

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건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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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121건, 2012년에 648건, 2013년에 1,017건으로 급증하였다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도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부 

갈등, 가정폭력 발생,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등 국제결혼 가정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고,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입국수단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 가정의 53.8%에 비해 높았는데, 그 원인 중 하

나는 속성 국제결혼에 따른 상호 이해부족임이 컸다(여성가족부의 2010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또한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소비자보호원

에 접수된 한국인 남성이 경험한 국제결혼피해사례 중 결혼중개업체의 계

약, 허위제공 등 관련 사항(70.7%),  외국인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14.4%)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는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왔었

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누구든지 불법적인 결혼중개 활동을 한 자는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 8천~2만  페소의 벌금에 처하며 , 법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추방하고 영구히 입국을 금지하였다.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국제 결혼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3)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

     2012년에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

면 ,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결혼이민자가 겪는 한국생활의 

어려움 중 언어 문제가 7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타나 결혼이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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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 16일에 KBS에 보도된 강원도 홍

천에서 발생한 국제결혼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30대 한국인 남편이 베트

남 국적의 20대 아내를 목  졸라 살해 후 자신도 음독자살)도 평소 부부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잦은 것이 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4) 결혼이주여성의 피살 사건

    2014년 한해에 발생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 등에 의해 피살

된 사건 수가 7건에 달하였다. 사건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

자가 부부싸움 도중에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경

우이고, 한국인 남편도 자살한 사건이 2건이 있었다. 특히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여 살해한 경우

까지도 발생했다. 사망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베트남의 경우가 5건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 1건, 중국 1건이었다(경찰청, 2014). 

    2014년에 결혼이주여성의 피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

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피살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와의 외교관

계 악화를 우려하여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대책회의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행정자치비서관, 치안비서관, 법무비서

관, 외교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고, 행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남아태국장, 법무부 국적

통합정책단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경찰

청 외사국장이 참석을 하였다. 대책회의에서는 2014년에 발생한 결혼이

주여성의 피해사건에 대해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별 피해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5) 외국인 강력범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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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인

원지수는 국민에 근접하고 있어 그 증가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최
영신, 2015: 4). 2012년 4월에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에 의한 수원 20
대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2014년 11월 26일에 수원에서 연이

어 발생한 중국동포 박춘봉에 의한 토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해 법질

서를 위반한 외국인이 증가하여 이민자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민

적 불안감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5대 범죄의 증가는 언론보

도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발생한 국민과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하기로 한다. 전체 범죄에서는 국민 범죄의 검거인원

지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항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경우에는 국민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

인에 비하여 높았으나, 2013년에는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아졌

다. 외국인 인구수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에

서 출생하여 성장한 외국인이 중도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므로 평

생을 살고 있는 국민과 비교할 때에 외국인의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는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외국인 인구수의 허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원시에서 외국인의 5대 범

죄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였다(최영신, 20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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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수원시 국민․외국인 범죄자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구분

연도

전체 범죄 5대 범죄

검거인원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검거인원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2007
42,086

(99.2)

355

(0.8)
3,942 1,840

13,166

(99.0)

137

(1.0)
1,233 710

2008
53,833

(98.7)

698

(1.3)
5,043 3,002

13,632

(98.5)

211

(1.5)
1,277 907

2009
52,268

(98.3)

902

(1.7)
4,871 3,565

15,289

(98.3)

264

(1.7)
1,425 1,043

2010
42,714

(98.5)

634

(1.5)
3,964 2,167

13,205

(98.0)

270

(2.0)
1,125 923

2011
40,160

(98.3)

704

(1.7)
3,690 2,118

12,280

(97.1)

369

(2.9)
1,128 1,110

2012
41,131

(98.4)

685

(1.6)
3,672 2,063

12,921

(97.2)

367

(2.8)
1,153 1,105

2013
43,741

(98.2)

791

(1.8)
3,810 2,055

12,544

(96.6)

442

(3.4)
1,093 1,148

자료 : (최영신, 2015: 8-9)에서 인용

    안산시의 경우에도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범죄

발생 현황은 수원시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 2013년에 외국인 범

죄의 검거인원지수가 국민을 앞질렀다. 수원시와 안산시와 같이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 5대 범죄의 증가 현상이 현저하게 나

타났다(최영신, 2015: 9). 

   5. 정책기업가의 존재, 정책의 창 열림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주목되었고 외

국인의 부적응과 강력범죄 증가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현격하였고, 다문

화정책옹호연합은 그 도구적 신념체계로는 외국인의 부적응 등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또한 이민정책옹호연합

은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가족정책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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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할 필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

화정책옹호연합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초점사건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정

책지향학습을 거쳐 도구적 신념체계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에 

비하여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에게 업무 지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법
무부 년도별 업무계획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한 의무화가 자주 등

장하였다. 우선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일원화하도록 지시 결

정하였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범죄 등 법질서 위반의 

현상이 증가하고, 중도입국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불구하고 정규학교에 진

학률이 낮은 현상에 주목하여, 법무부장관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화

할 것과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으로 장기체

류할 경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
라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시행에 대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정책결정을 이끄는 정책기업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6. 정책산출과 정책변동

    (1) 입국 전(前)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의무화

    2014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여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초급 수준

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입증하거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초급 과정에 준하

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계기

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

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의 의무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정책변동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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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표준화

     2009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

여 오던 기존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 2013년 10월에 출입국관리법 시

행규칙에 반영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로 신설되었고, 결
혼이민자 이외에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이외에 중도

입국 외국인청소년,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연예인, 외국인유학생 등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교, 외국국적동포 지원기관, 외국인근로자 지원기

관 등에서 수용되어 표준화 보급에 성공하였다.  

    (3) 국내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의무화 

     2014년 9월부터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적동포가 외

국인등록을 하기 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교육

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이외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

법 개정안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국회에 법안 상정할 계획이었다. 
     또한 역사․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

국적동포가 우리사회에 정주화하면서 겪는 사회 부적응과 범법 행위 등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 사회통합프로그

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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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박근혜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정부시기

구분 박근혜 정부시기

외부환경의

변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200만명 임박)

-외국인 부적응과 범죄 등 일탈에 언론의 관심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의 증가 

-결혼이민자 편중 지원에 대한 자성

정

책

흐

름

정책대안의 

흐름

-결혼이민 비자 요건에 한국어교육 의무화(국정과제 채택)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의무화 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 논의(외국국적동포)

정치의 흐름

-정부부처 간의 갈등 억제 및 협업 강조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법무부장관의 적극적 관여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통합교육지지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소극적 반대

-여론의 인식 변화 및 외국인 반감정서 확대

정

책

하

위

체

계

이민정책

옹호연합

-정책지향학습 및 도구적 신념체계의 완화(국제결혼가정의 

양성평등 및 가족 삶의 중요성 인식)

다문화정책

옹호연합

-정책지향학습 및 도구적 신념체계의 완화(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의무화 및 중요성 인식)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대통령, 장관 등 행정관료에 의한 정부의제 채택(동원형) 및 

외부집단에 의한 정부의제 채택(내부접근형)이 동시에 존재

-정부 내부 및 외부의 민간집단 간에 공통적 이해관계 형성 

초점사건

-국민 정체성 위기

-무분별한 국제결혼 중개 행위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 및 피살 사건

-외국인 강력범죄의 증가

정책기업가 존재 (대통령, 장관)

정책의 창 열림 (사회통합교육 중 일부의 의무화 및 표준화)



- 142 -

<표33,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정책과정 및 정부시기별 비교>
정부시기

구분 노무현 정부시기 이명박 정부시기 박근혜 정부시기

외부환경의

변화

-국제결혼 증가

-결혼이민자 부적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외국인 100만명 돌파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지속

-외국인 범죄 증가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의 상반된 반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외국인 200만명 임박

-외국인 부적응과 일탈에 

언론관심

-중도입국 청소년 증가 

-결혼이민자 편중지원에 

대한 자성

정

책

흐

름

정책대안의 

흐름

-외국인에게 한국적 

가치관과 정체성 요구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철회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조기적응프로그램 도입

 (결혼이민자, 동포)

-결혼이민 비자 요건에 

한국어교육 의무화

-조기적응프로그램 표

준화 및 의무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외국국적동포)

정치의 

흐름

-정부갈등 방관

-대통령의 원론적 관여

-법무부장관의 적극적 

관여에서 소극적 관여로 전환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

단체의 반대

-여론의 사회통합교육 

지지

-정부갈등 방관

-대통령, 법무부장관의 

소극적 관여

-여성가족부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불응

-여론의 상반된 반응

-정부갈등 억제 및 협업

-대통령, 법무부장관의 

적극적 태도

-여성가족부의 협조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소극적 반대

정

책

하

위

체

계

이민정책

옹호연합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국가적 관여

-옹호연합의 세력미비

-옹호연합의 결속강화

-국가이익과 사회질서 

신념체계의 강화

-정책지향학습 및 

신념체계의 도구적 

핵심 완화

다문화정책

옹호연합

-이주여성의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탈피

-옹호연합의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결속강화

-가족복지와 양성평등 

신념체계의 강화

-정책지향학습 및 

신념체계의 도구적 

핵심 완화

정부의제

설정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외부주도형)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외부주도형)
동원형 및 내부접근형

초점사건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중국동포 오원춘 사건

-국민 정체성 위기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

-결혼이민자 사망 증가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

정책기업가 부존재 부존재 존재 (대통령, 장관)

정책의 창
닫힘

(의무화 실패)

닫힘

(표준화 실패)

열림

(일부의 의무화,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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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

는 적응교육과정에 대하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정책과정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화되었는지의 정책변화

를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재설계된 정책흐름모

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기초하여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의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이민정책옹호연합, 
다문화정책옹호연합과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외부환경의 변화와 일정한 

초점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장관 등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통하여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을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법무부 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미 결정한 사

회통합교육의 의무화가 의무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부

정적 영향력에 의하여 자발적 참여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채

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표준화되는데 실패했다. 박근

혜 정부시기에 와서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일부가 의무화되는 정책변

동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에 대해 정책대안

의 흐름 , 정치의 흐름 및 정책하위체계(정책옹호연합)의 이해관계 속에서 

외부환경의 변화와 초점사건 및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통해 정책흐

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노무현 정부시기(2005년 ~ 2008년 2월)는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배우

자와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의 약 11.1%에 

달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이 일반화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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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 출신의 결혼이

민자의 상당수가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곤란을 겪었다. 법무부가 모의 귀

화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결

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각각 18.5%, 20%만이 합격하였다. 결혼이민자가 

입국 초기부터 체계적인 한국어 등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무부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세웠고, 법무부가 실시한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초급수준의 한국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84.3%가 찬성하였으며 ,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전에 초급수준의 한국

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74.7%가 찬성하였다.  

   2007년 9월에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의무화하겠다

는 정책목표를 세워 내부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결제를 받았고, 사회

통합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

자는 우선 국적취득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이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의 이민정책

을 개발하고 준비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하는 것이었고, 외국인의 사회 부

적응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에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갈등관

계를 형성했다.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는 정책적 교류 내지 민정수석실의 지원은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

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여성가

족부는 결혼이민자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가족

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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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이 이민정책적 관점이 아니라 가족정책적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2008년 4월 14일에 ‘이주여성활동

단체 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단체들’은 국적취득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

통합프로그램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와 같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이민정책 중

심의 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입장이 

충돌되었다. 그러나 이민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뿐이었고, 더욱이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이민정책적 관점

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및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

와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여성가

족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미온적 태도 및 이주여성인권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집행에 장

애가 되었다. 법무부에서 도입이 이미 결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의무화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정부의제

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결정으로 이끌어야 할 정책기업가가 존재하

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의 창은 다시 닫히게 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제의 의무화는 정부의제 논의의 밖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시기(2008년 2월 ~ 2013년 2월)에서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외국인의 구성은 종래 단순노무 분야

의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 그 활동유형별로 다

양화되고 있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국제결혼가정이 급속한 

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은 2000년에 1,744건, 
2005년에 4,171건, 2011년에 10,887건으로 급증하였다. 2009년에 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25명을 대한민국의 국민 1명과 집단 

중개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2010년 3월에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

이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하는 것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2010년 7월에 정신질환이 있던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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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입국한 지 1주일 만에 살해당한 탓티황옥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로 되었다.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밀

집거주지역 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고, 국민이 결혼이민 외국인 

여성, 생산기능직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해서는 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이 증가

하였다.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국민에 비하여 낮았지만 , 외국인 검거인

원지수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부

터 2011년 사이에 살인, 강도, 마약, 도박 범죄에서는 외국인 검거인원지

수가 국민보다 계속 높게 나타났다. 폭처법범(집단, 상습, 야간, 무기 사

용 등)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 외국인 검거인원지수가 국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은 살인, 강도, 마약, 도박 범죄에서의 발생률이 국

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외부 환경 속에서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에 새로이 부임한 법무부장관은 4월에 

연이은 여성인권단체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반대 집회 등을 

보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변

경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의무화 시행을 철회하

고, 자율참여 형식으로 시범기간을 1년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1월에 시범도입 된 후 1년을 넘어서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확대되었다. 2011년 11월에 법무부는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출입국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9일에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장

급 공무원들이 모여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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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하여 확산하기로 정부 간에 합의를 이뤘다. 

   한편 2008년 3월에 여성가족부는 국회로부터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관할권과 정책영역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

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산하조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정책을 공통의 신념체계로 가

지는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 후 2010년 6월 9일에 

체결한 관련부처들간의 공동협력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26일
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표준화 보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또한 서울시(저출산대책담

당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도 사회통합프로

그램의 표준화 보급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민정책 관점의 정책옹

호연합은 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다문화정책 관점의 정책옹호연합과의 갈등과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다문화정책 관점의 정책옹호연합은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

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여성가족부와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정책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화되도록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청와대와 정부부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조차도 정부부처의 이견 차이

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 중심의 정책옹호연합

의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 달성되지 못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시기(2013년 2월 ~ 2015년 5월 현재)에서는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의 취학

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이민자 2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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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국민 인식 속에는 외국인 범죄와 인종적․문화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었다. 한국인이 가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이었다. 온라인상에는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 등 反다문화카페가 20여개 개

설되어 활동 중이었다. 2014년 4월에 일부의 우익단체들이 유투브에 “다
문화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동영상을 게재했고, 2015년 

1월 19일에 26개 우익단체들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한민국의 자

살」이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다문화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박근혜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부적응과 

가정해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요건으로 한

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13년 4월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보고하였다. 결혼이민자만을 위해 

제공되어 오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이 2013년 10월에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

대 개편되었고,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이수 의무화가 논의되기 시작하

여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

다. 그 후 2014년 9월에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조

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2014
년 9월 17일에 법무부장관은 중도입국자녀 등 취약계층에 있는 일부의 

외국인에 대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부 지시를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 비자 발급요건으로서 기초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여부를 갖추었는지를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리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신념체계와 견

해 차이를 좁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 개설 운영되는 것에 합의했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가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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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

견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도 여성가족부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가족복지와 양성평등 관점의 신념체계를 공유하여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루어진 다문화정

책옹호연합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의무화에 대하여 이민정책적 

관점의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각 정부부

처 간에 대립하는 정책 영역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적응지원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대립이 조정될 가

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3년 7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다문화가

족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대해 정부부처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을 호되게 

질타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22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을 위

한 다문화정책이 몇  개 부처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표

를 정부 3.0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을 위

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을 개선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었다. 또한 2014년 5월 1일에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무

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와 여성가족부가 주

관하는 각종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계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2009년부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하지 못했던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로 6년 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이었다.   

      2014년 9월부터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외

국인등록을 하기 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

무화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중도입

국 외국인청소년의 학교 밖․안에서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의 선

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에 법무부는 여성가

족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달성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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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업무보고 과제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회통합교육 의

무적 이수제에 대한 논의가 2007년 후에 8년 만에 재논의되기 시작한 것

이었다.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

화가 급속히 유입되었고, ‘한국적 가치’를  확립하지 못한 이민자 및 이민 

2세의 국적 취득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내지 혼란 

우려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도 

한국어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부 갈등, 가정폭력 발생,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등 국제결혼가정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2014년 1월 16일
에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국제결혼가정의 비극적인 사건(30대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20대 아내를 목  졸라 살해 후 한국인 남편도 음독

자살)도 평소 부부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잦은 것이 

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한해에 발생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 등에 의해 피살된 사건 수가 7건에 달하였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인

원지수는 국민에 근접하고, 그 증가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2014년 

11월 26일에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박춘봉에 의한 토막 살인 등 강

력 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5대 범죄의 경우 

2013년에는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국민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외국

인 인구수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에서 출생

하여 성장한 외국인이 중도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므로 평생을 살

고 있는 국민과 비교할 때에 외국인의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는 국민에 

비하여 기존 측정치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에 비하여 결혼이민 

비자의 초급수준의 한국어 심사 의무화가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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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 참모진에 대한 업무 지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법무부 년도별 업

무계획 등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가 자주 등장하였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시행에 대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정책변화를 

이끄는 정책기업가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업

무보고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

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

의 의무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정책변동으로 산출되었다. 2014년 

9월에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는 

정책변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 상이한 정책옹호연합들

의 신념체계가 공유되는 정책지향학습, 초점사건들의 영향을 받은 정책기

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

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각기 

흘러가면서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상호 영향을 주게 

되어 유사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면서 정책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이 짧은 기회에 정책기업가가 존재하여 

역량을 발휘하여 역할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어 정

책변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2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시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외국인 사회통합교

육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시기, 박근혜 정부시기를 걸쳐 진행되면서 외국

인이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참여하도록 정책이 변동된 

것을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재설계된 정책흐름

모형’은 기본적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Sabatier의 정책

옹호연합모형에서 이민정책옹호연합, 다문화정책옹호연합과 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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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외부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통하여 정책

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

화되는 정책의 창이 부분적으로 열렸던 것을 분석했다. ‘재설계된 정책흐

름모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에 관해 정책대안의 흐름 , 정치의 흐름 및 정책하위체계(정책옹호연

합의 신념체계의 변화)의 관계 속에서 외부환경과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통해 정책흐름이 결합되어 합리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책변동

이 발생했던 것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부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이민정책의 전면적 

도입내지 외국인의 유입 허용을 ‘선별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

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막연히 외국인의 유입을 

단순히 확대하려는 관점과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처

한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부족의 문제에 대처하면서도 국가이익

과 사회질서에 유익한 외국인을 선별하는 방법으로서의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3개 정부시기에 걸친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인권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관계를 재설계

된 정책변동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게 되었다. 

   첫째,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외국인의 사회부적응 

문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부도덕한 사회문제 유발, 외국인 범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의무화되기에는 비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행

위에 대한 인식 확대, 가정불화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타살 사건의 급

증,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에 중도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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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과 학교 미진학의 문제, 외국인 5대 범죄의 현격한 증가 및  국민

이 외국인 증가에 대해 가지는 우려와 인식의 전환 등 외부환경 변화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정책변동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일

정 부분의 의무화가 실시될 수 있었다. 

   둘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설계된 정

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흐름의 결합을 만드는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

이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시기와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도 외국인의 사회부

적응 현상이 발생하였고, 외국인의 정주 현상이 두드러지며 외국인의 법

질서 위반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등 박근혜 정부시기와는 외부환경이 확

연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노무현 정부시기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내

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화하기로 정책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집행하려는 정책의지가 미약했고, 대통령은 법무부를 이민정책의 

중심 부처로 인정하고 이민정책의 개발과 연구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규제적 성격을 지닌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하

여는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의무화 시행에 대해 

여론이 높은 지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법무

부장관의 무관심 속에서 의무화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저출산대책담당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등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보급에 조직적으로 반대하

는 것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의 관여는 없었고,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동포 기초법제도 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으나 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그쳐 정책기업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지는 못

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시기에 와서는 앞선 두 명의 정부시기와는 확

연히 다른 정책기업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인과 국민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이었지만 , 박
근혜 정부시기에서는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과 법무부장관이 정책기업가

로서 적극적인 관여와 지지를 표명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와 정책자원을 활용하여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에 한국어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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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단순노무인력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준비하였다. 따라서 정

책기업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관여한다면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셋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기업가로서 국회의 활동 또

는 여․야당의 정권교체가 강조된다. 그러나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 따

른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정책변동 과정에서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활

동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재선의 목적 또는 인

기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여에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으로 보였다.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문화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당을 불문하고 동일한 입장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자 하지만 ,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

을 가지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가졌다. 심지어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

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

의 경우에는 인권적 관점만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넷째,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와는 달

리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초점사건’의 강도와 폭이 정책기업가로 하여

금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의무화되도록 관여하여 정책결정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기업가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

통령은 야․여당 정권의 교체됨이 없이 여당의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민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시기와 박근혜 정부시

기의 차이점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법무

부장관의 직접적 관여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했던 것은 ‘재
설계된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 이외에 초점사건으로 설명되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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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주장된 것과 같이, ‘재설계된 정

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흐름이 각자의 운동법칙에 따라 진행되다가 외부환

경의 변화와 초점사건의 영향을 받은 정책기업가에 의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 보다 시

간적으로 선행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제는 2007년경부터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어 왔고, 2007년에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

소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제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했

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문제화로 인해 결혼이민 비자를 강화하거나 진정

한 가족관계를 이루지 못할 결혼이민을 억제하려는 정책대안이 검토되었

으나, 여성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국가의 가정생활 무(無)관섭 요구 및 양

성평등 추구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기에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행위,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5대 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07년 이후에 검토되었던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

안이 채택되었던 것은 각각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

치의 흐름이 우연히 만난다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도 합치했다. 

   여섯째,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같이,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에서는 국가이익과 사회질서 중심의 신념체계를 지닌 ‘이민정책옹호연합’ 
및 가족복지와 양성평등 중심의 신념체계를 지닌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초점사건을 통하여 정책지향학습을 한 후에 상호 양해된 유사한 신념체계

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상이한 정책옹호연합들이 지향하는 방향성

이 유사한 신념체계를 공유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가 

큰 반대 없이 집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상이한 두 정책옹호연합들 간에 기본적 신념체계의 기

저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신념체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정

책지향학습을 통하여 상호 유사하게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었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권단체가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으

로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반대하였거나 정부의제로 선정되는 것을 꺼려

했던 한국어 구사능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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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반대하

였던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 의견

을 표명하였던 것은 다문화정책의 신념체계의 기저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

략적인 부분에서는 이민정책옹호연합과 합치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은 이민정책

의 하위 구성요소임과 동시에 다문화정책과도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었

다. 인구의 구성과 질 차원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허용되고 관리됨과 동시

에 외국인이 국가이익․질서유지와 경제적 관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민정책은 다문화정책과 대립관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민정책옹호연합

이 다문화정책옹호연합과 대립관계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민정책은 다문

화정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민정책 내지 외국인 유입 관리가 실패 없이 운영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문

화정책과의 조화로운 조정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일곱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와 같이,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에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동포 기초법제도 교육)은 의무화를 반대하는 정

책하위체계(정책옹호연합)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내부결정만으로

도 조기적응프로그램(동포 기초법제도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 정책옹호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내부의 공식적 활동가인 정책기업가에 의해 정책결정이 되거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있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외국인 사회통합에 속하

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관한 정책변동 과정을 재설계된 정책흐름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 사

회통합교육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 비자 발급요건으로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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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제도 교육을 포함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법무부, 여성가족

부, 고용노동부 등이 시행 중인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모두

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연구 범위의 한계가 있다. 또한 이외에도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다양화로 인해 난민의 적응지원 교육, 중도입국자

녀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교육, 불법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학교진학 지원 

등 그 범위가 넓다. 법무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는 각종 한국어 교육과정

과 부부 상호이해 교육 등 다양한 적응교육이 있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정과 다양한 

취업교육 등 적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제공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등 각종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은 다문화정책에 기반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책이며 , 고
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은 우리사회에서 

영구 정착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

고 있는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 법무부가 담당하

는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 발급요건으로서 해외에

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그 평가가 이미 의무화되었고, 모든 외국인의 적

응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

광부, 행정자치부 등 산하 단체․기관에 확산되어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법무부가 담당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이 

충분히 갖추어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에 확산되어 운

영된다면 다른  부처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의무화되는 정책과정을 분석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에 다른 연구진의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장관 등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부각함

으로써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정책변동이 이루어지

는 것을 분석했다. 정책의제설정과 그 변동과정이 정부조직구조 내지 시

스템적으로 작동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 장관 등 개인적 활동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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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분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부환경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들의 존재

와 입장 차이의 조정, 초점사건의 존재와 강도 등이 대통령, 장관 등 정

책기업가의 개인적 관심과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

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에 차이가 

생기도록 하는 이와 같은 외부환경, 정책옹호연합, 초점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관계성 또는 인과성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의 태도 및 국민의 여론 등을 통계내지 계량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객관성을 정부 내부에서 생성된 정

책보고서 등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 159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태환(2015),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유길상 외 3인(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미래위 총서7
임도빈(2014), 행정학 : 시간의 관점에서, 박영사

정정길 외 4인(2011),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 논문

고현실(2015), 국내  반(反)다문화 정서 확대와 배경,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수립을 위한 외국사례 

비교 검토 및 제언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김미숙(2008),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김병준(200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  

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

학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김진호(2012),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 정부부처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 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김창오, 이영환(2011),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규모 NGO의 역할 – 북한이탈  

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과정의 사례분석 -,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4호
박경하(2011),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중앙사론



- 160 -

박소영, 김민조(2012), Kingdon의 다중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수석교사제  

     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30권 제4호
설동훈(2014),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개선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

송용진(2010),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양문승,윤경희(2010),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  

     : 경찰활동 관점에서의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양승일(2006),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그린벨트   

     정책의 개발 허용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이병량(2011),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 다문화  

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행정논집 제

23권 제4호
이병문(2015), 다문화 치안활동의 합목적성에 관한 실증연구 - 부산, 경남  

경찰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신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성순(2008),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에 관한 고찰, 다문화  

     사회연구 제1권 제1호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이재무(2015),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의 내재적 속성에 따른 정책변동 특성  

     연구 : 한국 산업정책 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3권 제1호
이현주(2000), 외국인 노동자 정책 결정 및 전개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대만의 노조, 기업,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 정부의 다문화정책 평가, 한국사회  

      학회 동북아 시대위원회 용역과제 

장임숙, 장덕현, 이수상(201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정연경(2011), 이민정책 분야의 DDC 수정 전개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  



- 161 -

      관리학회지

정지원, 박치성(2015), 정책변동에 대한 맥락적 인과경로 탐색 -  ACF와  

      인과지도 방법론의 접목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1호
조항록(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  

      언어학회 이중언어학 제50호
진상현, 박진희(2012),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정책  

      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3호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차용호(2015), 한국 이민법, 법문사

차용호․나현웅(2013), 결혼이민(F-6) 사증 발급기준 개선 방안, 숙명여자대  

      학교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2호
최무현(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의 '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최영신(2015),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사)경기언론인   

      클럽 발제문

한국거래소(2014), 이민정책이 서야 나라가 산다, Korea Exchange      
      Stock & Investment Magazine
황수경(2015),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  

      성과관리센터 제1회 공공성과관리포럼 ; 노동의 미래 시리즈

황택환(20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갈

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3. 기타 자료

IOM 이민정책연구원(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 관련 태도 연구,  
      연구보고서

IOM 이민정책연구원(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연구보고서

경찰청(2014). 2014년 발생 결혼이주여성 피살사건 개요

고용노동부(2013),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 162 -

관보, 2006.6.19, 제16277호
동아일보(2013.10.23), [다문화의 진화]<3>이민자  자녀 20만  시대 -  
      "‘학교 밖 이민아동’ 점점 느는데… 숫자도 파악 못하는 정부" 보도자료

범죄백서(2014), 법무연수원

법무부(2007),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과 국적  

      취득 연계 방안 보고서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법무부(2008a),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2009), 보도자료 - 국적취득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시범실시

법무부(2009a), 2010년 업무보고 -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  

       행정 보고서

법무부(2011), 2011년 연두업무보고 -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선진법치  

        실현 보고서

법무부(2011a), 업무보고 - 질서와 통합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추진  

       보고서

법무부(2011b), 2012년 연두업무보고 -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보고서

법무부(2012),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 시행(안) 보고서

법무부(2012a),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법무부(2013),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현황

법무부(2013a), 업무보고 - 안전과 통합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추진  

       보고서

법무부(2013b),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분류 보고서

법무부(2014), 중도입국청소년 통합정책 관련 보고서

법무부(2014. 6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이민자통합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계획 보고서

법무부(2014a),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심의사항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

법무부(2015), 결혼하고 합방까지 했는데 한국어 못한다고 입국 거부 등  



- 163 -

      보도 관련 설명자료

뷰스앤뉴스(2010. 3. 20), 뿔난 캄보디아 정부 “한국남성과의 결혼 금지”  
      동남아 일대에 반한여론 확산

여성가족부(20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7),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료실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2012), 법무부 공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모집 공고 관련 안내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안내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8), <국적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료실 

성명서

4. 외국 문헌

Caroline B.  Brettell, Hames F. Hollifield(2003), Migration Theory :   
    talking across  disciplines, Routledge
Kingdon, J(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Rosemary Sales(2007), Understanding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y, Policy Press
Stephen Castles, Hein De Hass, Mark J.  Miller(2013),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Guilford

T.Alexander Aleinikoff(2002),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IOM



- 164 -

<부록>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내용

1. 결혼이민자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외국인 및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 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다만 ,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동반하여 참여

해야 한다.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개인

한국으로

이민과

멘토링

-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 선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공감 형성

2 부부
상호이해

(부부동반)

- 서로 이해하는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의 노력

-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

3

국가

법·제도

문화이해

- 기초법제도, 한국문화 이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국적취득 절차 등 필수 출입

국․체류 관련 정보

4
이민자의

책    임

- 국가의 헌법 가치, 준법의식

-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2. 외국인 유학생

   대학교(원)에 신규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D-2, D-4-1)에게 제공

되는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 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개인

한국으로 

이민과 

성공적 삶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 사회

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등

-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2
공동

체

유학생 

필수 정보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

생활 정보

3 국가
질서 있는 

대한민국

- 쓰레기종량제, 대중교통 이용질서 및 예절(버스․지하철), 운전

면허취득, 인터넷 사용질서, 경범죄처벌법 등 기초법질서 

및 생활법률가이드

- 유학생 관련 출입국관련 법령(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유학생 시간제취업, 체류지변경신고 등)

4 미래

미래개척 

및 

대한민국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 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인력 등 진로 소개

 ※ 젊은 파이오니어의 미래를 위한 진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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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3.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연예인으로 최초 입국하

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E-6-2)에게 제공되는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 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4.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출생한 후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부모 등 가족을 따라 국내

로 이주하여 체류 중인 미성년 외국인(F-2)에게 제공되는 교육시간은 3
시간이며 , 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구성원 

되기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D-10, 

E-7, F-2, F-5로의 체류자격변경)

-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절차 소개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개인

한국으로 

이민과 

적응정보

-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정보

- 지역 정보 (경찰서 등 관공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 외국인지원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2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등 필

수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

- 기초법질서, 준법의식, 한국문화·제도 등

3 인권 인권보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인권침해사례, 성폭력·인권침해 발생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이민자 기초정보

출입국·체류, 영주·국적 취득 등 이민정보

2
공동

체

한국사회 

적응정보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3 개인
미래 

진로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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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5.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7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장기체

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 , 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

이 구성된다.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6. 회화지도 강사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

는 방법을 지도하는 외국인(E-2)에게 제공되는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 
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학교교육 제도 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

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이민자 기초정보

2 공동체
한국사회 

적응정보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방법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공동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정보

- 지역 정보 (경찰서 등 관공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 외국인지원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2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등 필

수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

- 쓰레기분리수거 등 생활법률, 경범죄 처벌법, 주요 형법

의 범죄유형

3 개인 직장생활
- 근로계약과 취업활동 범위, 직업윤리와 예절

- 한국의 교육환경 및 직장문화



- 167 -

7. 외국국적동포(동포 기초법제도 교육)

자료 : (법무부, 연구자 작성, 2015)

차시 영역 과목 내   용

1 개인

한국으로

이민과

적응정보

-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이해

-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

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정보

2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1)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 거소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요건

- 친척 초청절차

3
질서있는

대한민국(2)

- 기초법질서, 준법의식

- 쓰레기분리수거 등 생활법률, 경범죄 처벌법, 주요 형법

의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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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Policy Changes of 
Social Integration Courses for Foreigners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policy entrepreneurs 

relating to immigration policy - 
Cha, yongho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population, Korea is suffering 
from the rapid decrease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2006,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Basic Plan. Since then, Korea has not seen any visible effect of the 
plan on its birth rate for the past decade. Rather, the total fertility 
rate felt from 1.23% in 2010 to 1.19% in 2013. It is inevitable that 
immigration policy is promoted along with the policy to boost the 
birth rate. Korea is about to enter the second-tier country for 
immigrant settlement, allowing foreigners to enter and reside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reaches 2 million in December 2015. On the other han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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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having difficulties adapting to life in Korea. Regarding the operation 
of social integration courses for foreigners aimed at resolving the 
difficulties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several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with different belief systems have been formed operated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paper has introduc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the 
reason why some of “Social Integration Courses for Foreigners” have 
become standardized of mandatory in the Roh Moo-hyun, Lee Myung 
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to explore what ele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advocacy coalitions with different belief 
systems and to set up the preferred method for the foreigners’ 
assimilation into the Korean society. 
Research method combines the advantages of the Policy Stream 
Framework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the policy into 
the ‘Re-designed Policy Stream Framework’, helping to identify the 
various reasons of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I looked into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focusing on policy stream consisting of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ho are affected by the events related to the 
influx of foreigners. I analyzed immigration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multi-culturalism policy advocacy coali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belief systems has been don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what conflict each coalition made, including dynamics and 
policy-oriented learning processes to influence policy entrepreneurs, 
resulting in some mandatory or standardized programs. 

The subject is whether the social integration cours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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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tandardized or mandatory. The program includes the Korean 
language course for marriage immigrants during 3-5 days before 
their immigration to Korea prepared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d the early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rogram, such as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In this paper,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immigration policy, 
including the scale and quality control of population flows, foreign 
workers employed, and social integration for foreigners, were tried 
afresh and established theoretically. I took a careful look at the 
contemporary ideology of immigration policy, examined the 
contemporary distinction regarding the history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then compared immigration policy with multi-cultural 
policy.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for foreigners) and 
ethnic-oriented multi-cultural policy are similar ones, they showed, 
however, that how they works and what their instrumental beliefs are 
were diverse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views and belief 
systems. Immigration policy advocacy coalition had held belief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interest and social order, while 
multi-cultural policy advocacy coalition had maintained belief systems 
such as family welfare and gender equality. In conflict, both 
coalitions exchange their faiths through the outside environment and 
several events, demonstrating that there were policy-oriented 
learning and the changes in instrumental policy belief. 
During Roh’s administration, policy decision was made to enforce the 
mandatory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However, due to the oppos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groups such as migrant women’s activists 
and lacking power of the immigration policy advocacy coali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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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Lee’s term in office, standardiz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had been adopted by several national projects, and fou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ntered into the 
agreement to make the program standardized. Despite all this, there 
were anti-standardization atmosphere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multi-cultural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the 
implementation failed again. The both aforementioned administrations 
set up the policy of mandatory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foreigners, but the policy was influenced by forces outside the 
government. The private groups led the activities of ‘non-decision 
making’ to frustrate the standardization at the enforcement stage. 

On the other hand, during Park’s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s reached 2 million, mal-adjustment and 
violent crime of foreigners has increased, and the changes in 
externalities relating to immigration policy have become apparent. 
Advocacy coalition for immigration policy has expanded its 
membership and strengthened cohesion among its members. Both the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coalitions have brought about 
the change in their instrumental belief systems through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is contex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er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policy entrepreneurs. Policy 
flows were to meet each other, policy window opened, and some 
courses became mandatory or standardized. Not only the bureaucrats 
such as the President, Ministers of the Government, but also external 
groups lik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dopted and supported 
measures to make the program mandatory or standardized.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next surge of foreigners,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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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es that in order to make the program standardized or 
mandatory both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policy advocacy 
coalitions nee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policy-oriented learning by strengthening cohesion, in addition to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and events. Only then can the 
existence and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be meaningful and policy 
window easily will be opened.  

Key words: immigration policy, (ethnic) multi-cultural policy, social 
integration courses for foreigners, re-designed Policy 
Stream Framework, policy change, immigration policy 
advocacy coalition, multicultural policy advocacy coalition, 
policy entrepreneurs

Student Number : 2005-2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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