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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종교참여가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데 있다. 한국 사회의 정주형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들이 한국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 역시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깊어졌

다. 때문에 미래를 함께 하게 될 동료이자 이웃으로 이민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민자는 낯선 환경에 직면

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는 큰

도움이 된다. 사회연결망 연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가 어떻

게 정착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관계를 맺는 대상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를 분류한다면 동질적인 배경

을 가진 이들과의 관계인 결속적 연계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관계인 교량적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이주와 관련된 사회

연결망 연구는 전자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결속

적 연계에 국한된 연구 경향은 정적이고 단기적이란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연결망을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

교참여는 두 가지 사회연결망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연구

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참여가 이민자의 사회연결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종교가 때로 민족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도 함께 검토한다.

한국 사회 정주형 이민자의 대다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결혼이

주여성이다. 두 집단은 차지하는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후

한층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각 집단별로 재차 분석을 실시한다. 조선족을

제외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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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은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으로 구분된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종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종교를 가진 이민자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또한 종교참

여도가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컸지만 이 영향은 민족

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낮은

경우에는 종교에 더 많이 참석할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았

으나, 민족정체성이 높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

의 종교참여는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조선족 출신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와 종교참여도의 효

과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종교를 가진 이민자가, 그

리고 종교에 자주 참여할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종

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다면 종교참여도가 교량

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약화되었으며, 특히

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을 때는 오히려 종교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

하지 않는 경우보다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집단 전체와 조선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준의 차

이가 있긴 했지만 분석 결과가 대체로 유사했던 반면에 동남아 출신을 분

석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종교가 없는 이

민자에 비해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

타났으며, 이전까지의 대상들에서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하여 종교 유무와 종교참여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족정체성과의 상호작용 효

과를 고려하였을 때, 종교가 없다면 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결속적 연

결망을 가질 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종교에 가끔 참여하면 민족정체성

이 커질수록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으나, 자주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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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주민의 사회연결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속적 연계와 교량적 연계를 개념이나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측정에 있어서도 구분해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연결망을 구분하

지 않았다면 민족정체성이 강한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오히려 한국인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저해한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조선족과

관련해서는 종교참여의 교량적 연계에 대한 효과가, 동남아 출신 이민자

와 관련해서는 결속적 연계에 대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다 다각도에서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주요어 : 이민자, 종교참여, 사회연결망, 교량적 연결망, 결속적 연결

망, 민족정체성

학 번 : 2015-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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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민자의 증가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양면에서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4년 75만 명에 불과했던 체류외국인의 수는 2014년 180만 명으로 십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200만 명에 이른다

(법무부, 2016b).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는 정주형 이민자도 더 이상 소수집단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정주형 이민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은 과거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으며, 그 내용 또한 풍부해지고

깊어졌다. 이에 따라 학계, 정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과 함께 살기”라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

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어졌다.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는 잠시 머물렀

다가 떠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할 동료이자 이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우

리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위치적 특성을 가진 영주권자와 귀화

자를 대상으로 한다(정기선 외, 2012). 영주권자와 귀화자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뿌리내리는 정주형 이민자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 안으로 법적으로 포용된

정주자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간주된다(정기선 외

2012; 권오정․김석호, 2016).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들

어간다면 정주형 이민자는 우리 사회가 곧 맞닥뜨릴 저출산․고령화 문제

와 관련하여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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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포괄적인

범위의 이민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여러 국가 출신으로

구성되는데다가, 거주/결혼이민,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다양한 입국 및

영주권/국적 취득 경로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층위와 내용에서 수행되어 왔다. 특

히 이민자를 한국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인력이

나 외국인 배우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

분을 공유할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한국

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민자는

이주한 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

하는데, 사회연결망 연구는 이민자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

적 관계를 활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가 어떤 자원과 통로를 활

용하여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관점과 이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민자의 사회연결망 연구는 민족․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가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이민자가 이주

과정과 초기 정착 단계에서 다양한 이점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친구나 친척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이주에 드는 비용은 낮추지만 그로

부터 얻는 편익을 높여 이주를 촉진하며, 집구하기나 일자리 구하기와 같

은 정착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Massey

and España, 1987; Sanders, Nee, and Sernau, 2002).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민자가 형성하는 다양한 연결망의 유형 중에서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 3 -

민자는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족에게서 약간의 자금융통, 보호, 지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적 기회나 다양한 정보 획득에의 접근을 위해서는 사회적으

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 특히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어

야 한다(Woolcock and Narayan, 2000). 이처럼 관계를 맺는 대상을 기준

으로 사회적 관계를 분류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연결인 결속적 연계(bonding ties)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

과의 연결망인 교량적 연계(bridging ties)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Putnam, 2000).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국제이주와 관련된 사

회연결망 연구는 전자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적응과 삶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대상을

한정하여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가족과 같은 특정 집단에만 관심을 가

진다(김석호 외, 2011).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1)’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47,382명, 혼인귀화자는 92,316명으

로 외국인주민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민자 분포를 고려한다면

특정 집단에 치중한 연구는 일부 특성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이민자에 관

한 종합적인 이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민자 집단에 대한 관심을 넓혀감과 동시에 이민자가 전반적으로 공유하

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같은 민족 집

단 내에서 형성되는 연결망인 결속적 연계 분석에만 몰두한다(Massey

and España, 1987; Boyd, 1989; Portes, 1998; Sanders, Nee, and Sernau,

2002; Ryan, 2007). 결속적 연계에 집중된 연구 경향은 이민자들이 실제로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은 2007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년 1회 작성되
고 있으며, 조사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①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
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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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결속적 연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낳는 역효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

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은 다른 민족과의 광범위한 약한 연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Hagan(1998)의 주장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셋째, 결속적 연계에만 집중된 연구 경향은 자연스레 연구범위를 이주 과

정과 이주 직후의 상황, 다시 말해 정착과 일자리 구하기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나치게 정적이고 단기적이다. 이주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연구(post-migrant networks)를 도

외시하고 있는 것이다(Ryan, 200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결망의

시․공간적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선 이민자의 교량적 연계로 관심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연결망 접근을 취하되, 이를 결속적 연

계와 교량적 연계로 구분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민 초기 단계에는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강한 연계가 필요하지

만, 이후의 적응과 사회통합 단계에서는 민족 공동체 외의 사람들과 어울

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김이선 외, 2011). 영주권자와 귀화자가 형성

하고 있는 교량적 연계의 분석은 이민자의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는 전통적으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학자들은 종교참여가 연결망, 규범,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작

용하여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Putnam, 2000; Wuthnow, 2002). 종교는 두 유형의 사회연결망 모두와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종교기관은 민족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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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자본을 증진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주해온 사회의 구성원들과 교

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김영경․이정향, 2014; 정성미, 2010).

종교참여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두 관계의 공통된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구별되는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종교는 이민국의 사람들과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교량적 연계

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종교가 때

로 공동체의 민족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민

족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민족정체성이 강한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오히려 한국인

과 형성하는 사회연결망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일

견 앞에서 살펴본 종교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모국인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자본과 관련한 논의

에서 무리 없이 다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민족정체성의

효과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결속적 연계와 교량적 연계

를 개념이나 이론으로 뿐만 아니라 측정에 있어서도 구분해야 한다는 점

을 재차 상기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참여가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먼저, 사회연결망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검토하

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그 한계를 논한다. 다음으로 사회연결망 연구

가 어떻게 국제이주, 종교참여, 민족정체성과 연관되는지 살펴본다. 그리

고 종교참여가 교량적 연계와 결속적 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민족정

체성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

구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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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과 이론 구성

1. 영주권자와 귀화자

1) 국내 이민자 연구 경향과 한계

이민자는 입국 방법이나 목적, 또는 법률적 구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민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결혼이주여성이

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개별 집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김

석호 외, 2011).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이

늘어나며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

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윤인진, 2008). 다문

화주의 담론 안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

는 주제로 급부상했다. 외국인력 수입 초기 국내 정주를 최소화하고 단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던 중에 결혼을 통해 이주한 아시아 여성

들이 최초의 합법적 정주형 이민으로 자리 잡은 데다가, 이후 국제결혼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기 때

문이다(박효민․김석호․이상림, 2016; 황정미, 2009; 설진배․김소희․송

은희, 2013).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한편으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맥락 안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본래 이 개념은 여성의

노동 이동 증가와 관련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결혼이주도 같은 맥락에

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

정, 2006; 황정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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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의 성격이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

러한 관심은 일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들은 독특한 제도적 환경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탐색은 다른

이주자 집단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박형기․김석호․이정환, 2014;

김석호․김고은․배영․한수진, 2015). 하지만 이민자 집단 대부분이 공통

적으로 해당되는 주제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각 집단에 따라 형성

하거나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떤 집단이든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필요로 한다. 사회연결망, 종교, 민족정체성은 어

느 이민자 집단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지금까지 깊

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2) 영주권자와 귀화자 연구의 필요성

영주권자와 귀화자는 무엇보다 정주형 이민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

내 이주 연구의 상당수가 이론적 자원으로 삼는 해외의 선행 연구들은 국

제 이동의 시작과 지속을 설명하면서 노동, 정주, 가족 등을 핵심적인 개

념으로 다루었다(Massey et al, 1993). 이는 이주 연구의 일반적 경향이

정주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배경으로 하는 한 비슷한 맥락에 있는 집단을 연구 대상

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영주권자와 귀화자는 한편으로는 이민자라는 이질적 속성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동질적 요소 또한 함께 지닌다.

때문에 수많은 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귀화자는 한국 사회 안

으로 법적으로 포용된 정주자로서 사회통합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간주

된다(정기선 외 2012, 권오정․김석호, 2016). 또한 이 두 집단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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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성은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우리 사회의

역량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귀화자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를 준비

하고 계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설

정함으로써 한층 포괄적인 범위의 이민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여러 국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결혼이민,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다

양한 입국 경로를 보이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영주권자와 귀화자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은 전통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엄격한 구분을

통한 사회 통제를 지향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귀화를 허용했다(구

인회 외, 2009). 우리 사회가 비교적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

문이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종족 중심의 국민 정체성’을 가진 대표

적인 국가로 꼽힌다(설동훈, 2013). 이러한 이유로 1948년 마련된 혈통을

근거로 하는 국적제도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하기 전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최현, 2010).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을 찾

는 이민자의 행렬이 급증함에 따라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과 이

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귀화제도는 국적법에 근거한다.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

이 되는 후천적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

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귀화한 자로 규정하였다. 국적법은 부계혈통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국적과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다가 1997년 제4

차 개정 때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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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변화는 1997년 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

혼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에는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요건이 더욱 완

화되었고2), 2010년에는 이중국적자가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되고 복수국

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개정되었다(최현, 2010; 법무부, 2010).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88,923명이다. 2006

년 7,100명, 2007년 8,479명, 2008년 11,512명, 2009년 25,0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0년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지

면서 상당수의 동포들이 국적 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 신청으로 변경하

면서 귀화 신청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법무부, 2016a). 한

편 2007년 귀화자 중 혼인귀화자는 30.5%였지만 2011년에는 52.5%로 늘

어나 규모와 비중 모든 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영주권제도는 2002년 체류 자격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2001년 정대철

의원 등 24인이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의안 160964호)”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는 영주권 특례법안보다는 현행 출입국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기체

류 외국인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부결시

켰다. 정부는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200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인 영주자격(F-5)을 신설하고 화교를 비롯해 5년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기 시작했다(이순태, 2007; 구

인회 외, 2009; 정기선 외, 2012). 이는 영주권제도가 출입국관리법 상의

2)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
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
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임(2004.1.20. 국적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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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위에 불과하며, 국적제도나 귀화제도와는 상관없이 도입되어 장

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심사 없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현, 2010). 2008년 투자

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확장되는 등

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귀화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획득하기 어려

운데 비해 권리나 혜택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구인회 외,

2009; 최현, 2010; 권오정․김석호, 2016).

영주권은 화교들의 장기체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취득자의 99%가 대만 출신이었다(정기선

외, 2012). 초기 영주권제도는 화교들이 비자 심사 없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외의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화교 이외

의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어려웠다(권오정․김석호, 2016).

2006년부터는 일본인의 영주권 취득이 급증하여 2005년 162명에 머물던

것이 2006년 1천 9백여 명, 2011년에는 6천명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

는데, 주로 통일교를 통한 종교혼이나 한류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인한 연

애결혼의 증가로 풀이된다(정기선 외, 2012; 권오정․김석호, 2016). 2010

년부터는 중국출신 영주권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정부가 외국국적동포3)

가운데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영주자격 취득을 허

용하면서 중국동포가 대거 영주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정기선

외, 2012). 2012년 기준으로 영주권자 중에서 중국동포의 비중은 대만출신

의 약 세 배인 52.2%다. 2002년 6,022명이던 영주권자는 2007년 16,460명,

2011년 64,979명, 2015년 123,255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
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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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주권자 (N=75,143) 귀화자 (N=88,923)

본국/직전 국적 한국계 중국인 39,257(52.2%) 한국계 중국인 52,976(59.5%)

대만 13,794(18.4%) 중국 14,797(16.6%)

중국 9,650(12.8%) 베트남 12,804(14.4%)

일본 6,381(8.5%) 필리핀 3,083(3.4%)

베트남 971(1.3%) 캄보디아 1,069(1.2%)

미국 808(1.1%) 대만 907(1.0%)

성별 여자 41,839(55.7%) 여자 68,870(77.4%)

남자 33,304(44.3%) 남자 20,053(22.5%)

직전 체류자격 거주(F-2) 35,509(48.3%) 거주(F-2) 51,918(60.7%)

방문취업(H-2) 20,126(27.4%) 방문동거(F-1) 22,813(26.7%)

방문동거(F-1) 11,570(15.7%) 방문취업(H-2) 7,122(8.3%)

<표 Ⅱ-1> 체류외국인의 국적, 성별 및 직전 체류자격

출처 : 정기선 외(2012)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위의 <표 Ⅱ-1>은 2012년 기준으로 영주권자 75,143명과 귀화자 88,923

명을 본국 및 직전 국적, 성별, 직전 체류자격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영

주권자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5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로 많은 집단인 대만 출신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귀화자 역시 마찬가

지로 한국계 중국인이 약 60%에 달해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다수가 한국

계 중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귀화자 중 여자의 비율이 7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획득하기 이전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영

주권 취득 전 체류자격 중에서 거주(F-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방문취업(H-2)과 방문동거(F-1)가 뒤를 이었다. 이 세 가지 체류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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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이 2011년

12월 신설되기 전에는 거주나 방문동거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주권자 대부분이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화교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기선 외, 2012). 귀화 이전의 체류자격은 거주, 방문동거, 방문취업 순

으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이 세 종류의 체류자격이 전체의 90% 이상 차

지하고 있다.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귀화자의 대다수는 재외동포와 결혼

이민 출신이다.

2. 사회연결망과 이주연구

1) 사회자본과 사회연결망

사회자본의 개념은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Putnam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되어 사회학 및 그 이외의 분야로

확장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자본 개념이 정

의되어 왔지만, 그 핵심요소로는 주로 규범, 신뢰, 네트워크가 손꼽히며

Portes는 이 중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중심 개념으로 꼽았다(유석춘 외,

2003; 김용학, 2004; Portes, 1995).

네트워크 연구는 사회연결망 이론으로 발전했다. 사회연결망 이론이 전

제하는 인간은 자신이 놓여 있는 관계망의 형태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관계적 인간이다. 연결망 이론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인간 행위와 사회구

조를 설명하고자 한다(김용학, 2004; 장덕진. 2004). 사회연결망 이론은 다

양하게 확장되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연결망을 활

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직업, 승진, 보너스 등을 얻으려는 행위 등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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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었으며, 거시적으로는 시민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자본을 다룬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관계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구분된다(Gidengil and Stolle, 2009). 하나는 관계의 강

도 또는 깊이에 관한 것이다. 이때 사회적 관계는 시간의 정도, 정서적 집

중도, 친밀성, 상호적 봉사 등으로 측정되며, 다시 강한 연계(strong ties)

와 약한 연계(weak ties)로 나누어 볼 수 있다(Granovetter, 1973). 다른

하나는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른 분류이며 교량적 연계(bridging ties)와

결속적 연계(bonding ties)로 구분된다(Putnam, 2000). 교량적 연계가 사

회적으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의미한다면, 결속적

연계는 사회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연결을 의미한

다. Putnam은 이후 정의를 보다 완화하여 전자를 ‘중요한 부분에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후자를 ‘중요한 부분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

과의 관계’로 구분하였다(Putnam, 2007: 143). 결속적 연계는 강한 연계와,

교량적 연계는 약한 연계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강한 교량적 연계’

나 ‘약한 결속적 연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차원이 항상 겹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Woolcock and Narayan, 2000;

Gidengil and Stolle, 2007).

2) 기존 연구 경향과 한계

교량적 연계와 결속적 연계의 구분에 따르면 기존 이민자의 사회연결망

연구는 결속적 연계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연구는 주

로 이민자들이 이주 과정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

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결속적 연계가 가지는 이점을 포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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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친구와 친척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이주의 편익은 높이는 대신

직접비용, 기회비용, 심리적 비용을 낮춰 이주를 촉진한다고 밝힌 연구가

대표적이다(Massey and España, 1987). 이와 같은 연구 경향에서 친족,

친구관계, 공동체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연결망은 이주 체계 분석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며, 이를 통해 개인 단위의 행위자와 구조적 압력이 매개된

다고 여겨진다(Boyd, 1989). 더 나아가 사회자본의 축적은 연쇄 이주

(chain migration)를 촉진한다. 개별 이주 행위는 후속 이주 결정이 이루

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켜 추가적인 이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연결망 접촉의 정도가 임계치를 뛰어넘을 때 이주는 자기 영속성을 띤다

는 주장이다(Massey, Durand, and Malone, 2003). 또한 결속적 연계는 일

자리를 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iley and

Waldinger, 1991; Sanders, Nee, and Sernau, 2002).

이처럼 연구자들은 결속적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이민자가 가족, 친족, 민

족 공동체와 같이 동질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과 형성하는 연결망을

통하여 이주 계획과 실행, 정서적․문화적 지지, 집구하기, 일자리 구하기

등 이주 과정과 초기 정착 단계에서 다양한 이점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민자와의 네트워

크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지기반으로서 친족 연결망의 효과는

목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며, 연결망은 소멸되거나 새로

형성되거나 변형될 수도 있다(Menjívar, 1994). 사회연결망 그 자체가 도

움이 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결속적 연결망

은 구성원을 새로운 자극에 덜 노출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할 때 걸

림돌이 될 수도 있다(Gidengil and Stol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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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결속적 연계에만 의존한다면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민

자가 친분을 맺는 친구나 친족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

에 그들이 겪는 문제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Bloemraad,

2006). 또한 같은 민족 공동체와의 연결망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Wierzbicki, 2004). 친족 관계와 같이

의무감이나 소속감을 강조하는 관계는 그 구성원에게 비경제적인 선택을

요구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Woolcock and Narayan, 2000). 뿐

만 아니라 높은 충성심으로 뭉친 관계망은 공동체 일원을 사회로부터 격

리시켜 정보나 취업 기회 등을 박탈하기도 한다. 일자리, 정보,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지원해주던 민족 공동체가 이민자를 특정 여건에 한

정시켜 과도한 경쟁과 착취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Ryan, Sales, Tilki,

and Siara, 2008).

결속적 연계에만 치중한 경향은 자연히 정착과 일자리 구하기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이어졌다. 연쇄 이주로 대표되는 이주 촉진 효과나 직업

탐색 과정의 정보 획득이 주로 결속적 연계의 강점으로 논의되어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나치게 딱딱하고 단기적이라는 비

판을 받는다. 정적인 연결망 모델은 연결망의 존재, 작동, 지속에만 관심

을 두고 연결망의 변형이나 쇠퇴는 무시하며,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이주

행위에 대한 집중된 관심은 이주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연

구에 소홀해지게 만들었다(Boyd, 1989; Ryan, 2007). 연결망의 간단한 재

현이 아닌 연결망의 동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Hagan, 1998).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친숙해질수록 구축하거나 필

요로 하는 연결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Ryan, Sales, Tilki,

and Siar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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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적 연결망 연구의 필요성

  Burt(1992, 1997)에 따르면 이질적인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

람일수록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구별되는 집단들 간 가교나 중개인 역할을 맡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특성이 다른 집단과의 연결망을 통해 정보

와 기회에의 접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결망의 시․공간적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선 이민자의 교량적 연계로

관심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은 결속적

연계에서 교량적 연계로 이행하기 때문이다(Hagan, 1998; Woolcock and

Narayan, 2000; Ryan, 2007; Ryan, Sales, Tilki, and Siara, 2008).

이민 초기 단계에는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강한 연계가 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주류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민

족 공동체 외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김이선 외,

2011).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은 다른 민족과의 광범위한 약한 연계를 맺

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Hagan, 1998).

몇몇 연구자들은 이민자가 의도적으로 이민국 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런던으로 이주한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같은 민족 친구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부

러 거처를 옮겨 영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이민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Ryan, Sales, Tilki, and Siara, 2008).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로 원래의

이민자 공동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시도도 관찰된다. 한 베트

남 사장은 같은 민족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름을 영어식

으로 바꾸고 다른 민족만 고용하였는데, Granovetter는 이 사례를 다루며

‘동조화와 탈동조화(coupling and de-coupling)'의 메커니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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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 and Rumbaut, 2006[1990]; Granovetter, 1995). 예를 들어 화교가

동남아시아에 회사를 세우려고 할 때 같은 민족에게서 자본과 사회적 관

계의 도움을 얻는 내부적 동조화(internal coupling)를 꾀할 수 있지만, 반

대로 공동체 수준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주류 경제에

동참하기 위한 자원과 기술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서 멀어지는 탈동조화 과정을 밟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민 초기 정착과 일자리 구하기 단계에

서는 결속적 연계가 중요하지만, 이후의 적응과 사회통합 단계에서는 이

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필요성, 즉 교량적 연결망을

형성할 필요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주권자와 귀화자가 형성하고

있는 교량적 연계의 분석은 이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3. 종교, 민족정체성, 사회자본

1) 종교참여와 사회자본

종교는 전통적으로 사회자본 논의에서 함께 다루어졌으며, 주로 사회자

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종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삶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선행사에 참여하며, 이

타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Putnam, 2000). 사회자본 개념을 논한

Loury나 Coleman도 종교참여가 연결망, 규범,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Wuthnow, 2002). 한 연구자는 교회 기반 조

직인 PICO(Pacific Institute for Community Organization) 등에서 참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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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한 후, 종교에 기반을 둔 정치 조직은 미국 사회의 소외계층의 정치

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더 평등한 정치적․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다는 결론을 내렸다(Wood, 2003). 이어 그는 종교적 사회자본이 삶의 다

른 부분에서 비롯된 사회자본과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원론적으

로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Wuthnow(1996)는 미국사회에서 종교와 시민사회가 잘 연결되어 있다

고 보았다. 그것은 공동 관심에 대한 토론, 그러한 토론의 가치에 대한 믿

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확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Norris(2013)는

미국에서 종교참여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

는데 반해 유럽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유럽에서의 종교참여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유럽에서 역시 종교참여는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종교와 사회자본에 관한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근본

주의 종교가 배타적인 교리로 인해 새로운 갈등을 창출해낸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종교에 내재한 사랑, 신뢰, 포용, 관계 형성이라는 요

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회옥, 2010; 장형철, 2013). 종교성 변인이 사회정치적 활동참여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재룡․조광덕, 2015). 이를 살펴볼 때 종교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종교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민과 종교

이민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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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혼란, 분노,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의 문제나 소외감, 생리적 변화, 정체성의 혼란 등의 심리적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Berry, Kim, Minde, and Mok, 1987; Berry, 1997). 익숙한 곳

을 떠나와 이국의 낯선 환경에 정착해야 하는 이민자에게 정서적인 정박

지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종교는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중요한 역할

을 한다(Gleason, 1992). 한 역사학자는 이민자들이 때때로 그들이 처하는

곤경에 대하여 종교적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 자체가 ‘신학적인 경

험(theologizing experience)’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Smith, 1978: 1175).

종교라는 렌즈를 통해 이민자의 삶을 들여다 본 연구자들은 이들이 조

국에서 가졌던 종교적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졌던 종교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이

야기한다(채병관, 2016). 이민자들이 언어나 에스닉 전통은 포기하되 기존

의 종교는 유지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주장도 있다

(Herberg, 1960). 이민자는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실존적인 문제에 직

면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성을 담보하는 종교적 인식은 의지할만한 닻이

되어주며, 관습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 고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가족,

친족 또는 같은 민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관의 역

할도 수행한다.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 기관은 이민자를 제도적으

로 지원하며, 적대나 차별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이

동과 사회적 인정의 기회를 제공한다(Ebaugh and Chafetz, 2000;

Menjívar, 2003; Hirschman, 2004).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이주한 이들에

게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 기관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다(엄한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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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자의 민족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민족정체성은 주로 가치와 정서적 의미를 공유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

어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자아 개념으로 정의된다(Tajfel, 1981;

Phinney 1990: 500 재인용).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주목하는 측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민족정체성은 대별하면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 또는 문화

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외부적 측면은 모국어 사용, 같

은 민족끼리의 모임 참여, 전통 복장 착용과 같이 관찰 가능한 행동, 참

여, 소비와 관련 있는 반면 내부적인 측면은 감정, 태도, 의무와 관련이

있다(Isajiw, Sev'er, and Driedger, 1993). 민족정체성을 문화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한다면 전자와 관련해서는 관습, 언어, 음식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친구, 가족, 사건, 모임 등이 다루어진다(Phinney

1990; Isajiw, Sev'er, and Driedger, 1993).

Bell(1975)은 다른 사회적 역할이 추상적이고 비인격화되어가는 와중에

민족성은 언어, 음식, 음악, 이름 등 분명한 공통의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

면 민족성은 정서적 유대를 이익과 결합시킨다. 이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현대에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화론에 대

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윤인진, 1997).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민자 집단

은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 결국엔 두 집단 간에 어떠한 문화적 차이도 남

지 않을 것이라고 본 동화론에 반해 출현적 민족성(emergent ethnicity)을

제기한 학자들은 민족 집단이 생산이나 교통 기술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

련된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Yancey, Ericksen, and

Juliani,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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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체성이 어떤 민족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의미하는 것이니만큼 민

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외부 집단에 비해 민족 집단 내 구성원들과의 사회

적 관계에 더 무게를 싣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연한 동어반복일 것

이다. 다만 동화와 민족성 유지의 관계를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반박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주류사회에

높은 수준으로 동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족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Fugita and O'Brien, 1991). 윤인진(1997)은 2세대 재미한인

들이 한국에 관한 지식이나 언어능력이 부족함에도 한인으로서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성이 사회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밝혔

다.

4) 이민자의 종교참여와 민족정체성, 그리고 사회자본

뒤르켐과 베버 때부터 사회학자들은 종교와 민족성의 관계를 강조해왔

다(Smith, 1978). 종교는 민족적 배경과 함께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이다(엄한진, 2010). 종교와 민족성의 긴밀한 관계는 이민자

집단에서 특히 더 잘 드러난다. 폴란드 이민자는 로마가톨릭과, 네덜란드

칼뱅주의자들은 그들의 교회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고, 인도인들은 그들

의 종교적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민족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Galush, 1966; Lucas, 1955; Chong, 1998: 264 재인용). 미국으로 이

주한 엘살바도르인은 가톨릭과 복음주의교회로부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

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으며 종교기관을 통해 정체

성을 형성하고 사회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Menjívar, 2003).

이민자는 종교에 참여하며 동족을 만나 모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통 음식을 즐기기도 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 의식을 치른다.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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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이민자 집단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Ebaugh and Chafetz, 2000). 만약 어떤 이민자 집단이 인종 문제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종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주

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 어렵다고 느낀 미국의 한인들은 교회를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고자 했다(Chong, 1998).

종교적 정체성은 보다 중요한 다른 정체성에 종속되기도 하지만, 반대

로 그러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가

민족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다(Chong, 1998).

Sölle(1984)은 종교가 현상유지를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변화와 해방의 수

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으로 ‘이중의 기능(double function)’

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민자에게 있어서도 종교는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을 돕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

다(Chong, 1998; 엄한진, 2000).

한국 사회 이민자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는 이민자에게 종교가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를 보다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종교단

체가 조선족의 인권과 권익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

회는 조선족을 동원하고 하나로 묶는 기제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 재외

동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족 단체의 활동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박우, 2011; 이정은, 2011). 조선족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주로 정보 교환과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이정기․강영미, 2015). 다만 조선족의 한국

체류가 합법화되고 동포의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조선족 비종교단체가 출

현하기 시작하여 점차 약화되는 종교단체의 영향력을 대체하고 있다(박

우, 2011).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도 이민자들이 종교를 통해 사회적 지



- 23 -

지와 심리적 위안을 얻고, 동족과의 연계나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찾는다

고 이야기한다.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과 사회적 고립감을 교

회 등의 종교 공동체에서 해소하고자 하고, 같은 민족을 만나 필요한 정

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얻으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내부로 들어가고자

한다고 주장한다(신란희, 2005; 김희주․은선경, 2007). 특히, 우즈베키스탄

과 필리핀 여성들이 스스로 교회를 마음의 안식처로 선택한다는 지적이

눈여겨볼만하다(신란희, 2005). 결혼이주여성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가정

외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나가며, 자조모임

(voluntary meeting)에 참여한다(임안나, 2005; 정성미, 2010). 종교 기관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의 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더 중점을

두는 연구도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참여가 성당이라는 종

교 공동체를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문화적 정체성이 깔려있

다는 것이다(김영경․이정향, 2014).

아직까지 이민자의 사회자본은 출신 국가나 지역 또는 종교를 매개로

공식, 비공식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점차 다양한

형태로 확대․분화되고 있고 이민자만의 결속을 기반으로 주류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자본이 주류로 진입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이은정․이용승, 2015).

4. 논의의 정리 및 분석틀과 연구가설

1) 논의의 정리

영주권자와 귀화자는 정주형 이민자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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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주 현상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이 정주형 이민자를 대상

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는 한 되

도록 비슷한 맥락에 위치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주형 이민자는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정착하고 계속해서

후손을 남긴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

친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질적 요소와 동질적 요소를 함께 지녀 다문화사

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위치적 특성

을 가진다(정기선 외, 2012). 이에 더하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이민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논의함에 있어 결속적 연계 못지않게

교량적 연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자의 적응과 사회통합의 성공 여부는 주류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Berry(1997)는 이주 공동체 및 주류사회 모

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때 이민자의 적응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주장

을 내놓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결속적 연계에만 안주하거나 주류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족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도 관

찰된다. 결속적 연계와 교량적 연계를 함께 다룬다면 이와 같이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면서도 확장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

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민족적 배경과 함께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이민자에게 심리적으

로나 제도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엄한진, 2000; Gleasen, 1992).

민족성은 다른 사회적 역할보다 분명한 공동의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Bell, 1975).

종교와 민족성의 긴밀한 관계는 이민자 집단에서 잘 드러난다.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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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어서 종교는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사

회에의 적응을 돕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다(Chong, 1998; 엄한진, 2000).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자가 종교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민자는 종교 기관을 통해 같은 민족과 만나 정

보를 공유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 참여하는 기회

를 얻는다(신란희, 2005; 김희주․은선경, 2007; 이정기․강영미, 2015).

2) 분석틀

지금까지 영주권자와 귀화자 연구의 필요성, 사회연결망과 이주연구, 그

리고 종교참여와 민족정체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종교참여가 사회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이민자보다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더 크며, 마찬가지로 종교참여도가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

을 가질 확률이 크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한다.

그런데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민자가

한국인이 주된 구성원인 종교기관에 참석한다면 종교참여를 통해 한국인

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모국인 위주로 형성된 종교기관에 참석한

다면 결속적 연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민족정체성이 두 가지

경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민족성이 때로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민족정체성이 강한 이민자

는 모국인 위주로 형성된 종교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교량적

연계는 증진되지 않거나 도리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참여도가

교량적 연계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

을 설정하고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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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각 분석마다 종

속변수로 결속적 연계를 고려하여 앞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종교참여도가 결속적 연계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전체 연구대상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조선족(한국계 중국인)

출신과 동남아 출신(직전 국적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인 이민

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

국 사회 내의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목표로 삼고 있긴 하

지만 각 이민자 집단의 특수한 맥락 역시 일정 수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은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선족이나 베트남, 필리핀 이민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상당수가 결혼이주여성인데 반해, 조선족 이민자와 관련해서는 결혼이주

뿐만 아니라 노동 이주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이

민지와 관련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지만 조선족 관련 연구

는 노동, 이주의 여성화, 정체성, 밀집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두

집단은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

서 구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풍성한 논

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조선족 출신은 밀집거주 지역을 이루고 살며 언어 등의 이점을 토대로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하였기 때문에 종교참여의 교량적 연계에 대한 효과

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에, 동남아 출신 이민자는

대부분 결혼이민자이고 친족이 함께 이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초기 정착단

계에서 중요한 결속적 연계에 대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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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종교가 있는 이민자는 종교가 없는 이민자보다 한국인과 연결

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가설 2. 종교참여도가 높은 이민자일수록 한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

능성이 더 클 것이다.

가설 3.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한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1.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한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 강화될 것이다.

가설 3-2.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한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가설 4.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모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1.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모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가설 4-2.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모국인과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강화될 것이다.

가설 5.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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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 조선족 출신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교량적 연결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2.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결속적 연결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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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2년 체류외국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국내 거주하

는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의 종합적 파악을 목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의뢰하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수행

한 조사로, 2012년 8월 시점에서 법무부 제공 표집틀을 사용하고 구조화

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국계 중국인,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캐

나다,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출신의 영주권자와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

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4개국 출신의 귀화자를 조사하였다.

표본은 크기비례확률(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PPS)에 근거한

다단계지역집락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50개의 시군

구에서 추출되었으며,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

와 한글본 설문지를 조사원이 가지고 조사 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면

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법무부에서 제공된 정보가 실제와 차이 나는 경우가 많고 접촉률 및 응

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 회수 설문의 5～7배의 표본이 추출

되었고, 최종 설문 영주권자와 귀화자 각 600명을 목표로 하여 각 집단에

서 4,000명씩 총 8,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실제 조사 응답자는 영

주권자 774명, 귀화자 6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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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1) 종속변수 : 결속적/교량적 연결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는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교량적

연계와 결속적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배경

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후자는 사회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형성하는 사회연결망을 살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을 모국인과 형성하는 사

회적 관계로, 교량적 연결망은 한국인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로 다루고

자 한다. 이처럼 민족을 기준으로 결속적 연계망과 교량적 연계망을 구분

하는 것은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했듯이 이민자의 사회자본이나 사회연

결망을 연구한 이들이 일반적으로 취해온 방식이다(Massey and España,

1987;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Bailey and Waldinger, 1991;

Portes, 1998; Woolcock and Narayan, 2000; Sanders, Nee, and Sernau,

2002; Ryan, 2007; Ryan, Sales, Tilki, and Siara, 2008). 국내에서도 이민

자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모국인과의 관계와 한국인과의 관계로 구별하여

연구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1; 정기선 외, 2012; 김경미, 2012; 박형기․

김석호․이정환, 2014).

구체적으로, 사회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해 1)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2)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 3)

생일잔치 모임 등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사회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

을 함께 하는 모국인이 있다고 1회 이상 응답했다면 결속적 연결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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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이라도 그러한 활동을 함께 하는

한국인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

된다.

2) 독립변수 : 종교 유무와 종교참여도

종교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종교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개신교, 천주

교, 불교, 이슬람교, 기타에 표시한 응답자는 종교 있음으로, 종교 없음에

표시한 응답자는 무교로 구분하였다.

종교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미사)에 참석

하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1) 일주일에 여러 번, 2) 일주

일에 한 번, 3) 한 달에 두세 번, 4) 한 달에 한 번, 5) 일 년에 몇 번, 6)

일 년에 한 번, 7) 일 년에 한 번 미만, 8) 전혀 가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8) 전혀 가지 않는다’를 참여하지 않음

으로, ‘1) 일주일에 여러 번’과 ‘2) 일주일에 한 번’을 자주 참여로, 그리고

나머지 응답을 가끔 참여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종교참여도는 전혀 참여

하지 않음, 가끔 참여, 자주 참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3) 조절변수 : 민족정체성

조절변수인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모국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노

력한다’라는 문항을 활용한다. 이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족정체

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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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이주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

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종교를 고

려하였다. 연령은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범주화하였

으며, 29세 이하를 기준변인으로 나머지 연령대를 모조변인(dummy)으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했고, 중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변인으로 삼았

다. 취업 여부는 현재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

니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를 기준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

람교, 기타, 무교로 구분된다.

이주 관련 변수로는 국적, 배우자 유무가 고려되었다. 국적은 중국, 대

만, 일본, 베트남, 미국/캐나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로 구분했다.

3. 연구 방법

두 가지 모형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전체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후,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에 대하여

재차 분석을 실시한다. 모형 1에서는 종교유무 또는 종교 참여도의 영향

이 각각 검증되고, 모형 2에서는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까지 고려된다. 각

각의 모형에 대하여 교량적 연결망과 결속적 연결망이 차례로 종속변수로

설정된다. 통계 분석에는 Stata 14.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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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표본수 구분 비율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1,392 남 27.23
여 72.77

연령 1,392 29세 이하 23.28
30～39세 26.65
40～49세 27.51
50～59세 16.67
60세 이상 5.89

교육수준 1,380 중학교 졸업 이하 32.97
고등학교 졸업 40.07
전문대학 졸업 10.65
대학교 졸업 이상 16.30

취업여부 1,317 지금까지 일한 적 없음 12.22
한국에서 일한 적 있으나 지금은 일하지 않음 25.36
현재 일하고 있음 62.41

종교 1,344 개신교 14.29
천주교 8.04
불교 22.40
이슬람교 0.07
기타 9.15
종교 없음 46.06

<표 Ⅳ-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Ⅳ.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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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관련 변수

직전 국적 1,392 중국 58.91
대만 7.54
일본 7.54
베트남 12.14
미국/캐나다 3.16
태국 2.37
필리핀 5.10
캄보디아 3.23

배우자 1,389 있음 84.02
없음(미혼, 사별, 이혼) 15.98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72.77%가 여자였다. 연령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으로, 40대가 27.5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65%, 29세 이하가 23.28%, 50대가 16.67%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07%, 중학교 졸업

이하가 32.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16.30%, 전문

대학 졸업이 10.65%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62.41%로 대다수였고,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

람이 25.36%였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는 사람들은 12.22%로 집계되었다.

종교는 무교가 46.0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불교가 22.40%, 개신교

14.29%, 기타 9.15%, 천주교 8.04% 순이었다.

이주 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영주권 취득 및 귀화자 국

적 취득 직전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58.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12.14%, 대만과 일본이 7.54%, 필리

핀 5.10% 순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84.02%,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5.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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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표본수 통계값 [% or M(SE)]

결속적 연결망 0～1 1,392 70.83

교량적 연결망 0～1 1,392 64.22

종교 유무 0～1 1,344 53.94

종교참여도 0～2 1,242 0.66(0.79)

민족정체성 1～5 1,306 2.60(1.29)

<표 Ⅳ-2> 종속, 독립, 조절변수의 기초통계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를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종속변수인 결속적 연결망과 교량적 연결망은 없음과

있음으로 구분된다. 결속적 연결망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70.83%였고, 교량적 연결망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4.22%였다.

독립변수로 먼저 종교 유무를 살펴보면 종교 없음과 종교 있음으로 분

류되어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84%였다. 종교참여도는 0에서 2점

까지 분포 가능하며, 평균은 0.66에 표준편차는 0.79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민족정체성을 살펴보면 가능 점수 분포는 1점에

서 5점까지고, 평균은 2.60에 표준편차는 1.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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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종교참여도가 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

서 종교 유무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245*** .308 .996*** .332
종교 유무 .221* .133 .740** .293
민족정체성 -.174*** .049 -.079 .068
종교 유무×민족정체성 -.195** .098
성별 (여=0, 남=1) -.330** .157 -.327** .157
연령 (29세 이하)
30～39세 .373** .183 .385** .184
40～49세 .042 .181 .036 .181
50～59세 .193 .210 .183 .210
60세 이상 -.012 .289 -.039 .290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231 .146 .242* .146
전문대학 졸업 .147 .218 .137 .218
대학교 졸업 이상 1.060*** .210 1.067*** .211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443* .233 -.444* .233
현재 일하고 있음 -.373* .220 -.384* .221

배우자 (없음=0, 있음=1) -.216 .179 -.206 .179
LR  65.92 69.90
Df 13 14
Pseudo   .043 .045
사례 수 1,216 1,216

<표 Ⅳ-3>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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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에서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 유무는 90% 신뢰수

준에서, 민족정체성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교량

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그림 Ⅳ-1>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는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상

호작용이 확인된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량

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효과는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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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족정체성이

낮을 때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

능성이 크다. 민족정체성이 높을 때는 반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종교

의 유무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민족정체성이 가장 낮을 때와 높을 때의 교량

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은 7%p 가량 차이가 났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4%p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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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254 .308 .191 .340
종교 유무 -.197 .139 -.082 .298
민족정체성 .036 .051 .060 .077
종교 유무×민족정체성 -.045 .103
성별 (여=0, 남=1) .484*** .173 .485*** .173
연령 (29세 이하)
30～39세 .157 .189 .159 .189
40～49세 .062 .190 .060 .190
50～59세 .075 .223 .073 .224
60세 이상 -.725** .284 -.732** .285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325** .157 .328** .157
전문대학 졸업 .364 .239 .362 .239
대학교 졸업 이상 .084 .194 .084 .194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409* .221 .410* .221
현재 일하고 있음 .313 .205 .310 .205

배우자 (없음=0, 있음=1) .146 .187 .148 .187
LR  33.92 34.11
Df 13 14
Pseudo   .024 .024
사례 수 1,216 1,216

<표 Ⅳ-4>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다음으로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를 살펴보았

다. 하지만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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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종교 유무에 따라 사회연결망을 가질 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으니 이어서 종교참여도의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718*** .355 2.467*** .484
종교참여도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음 -.475** .187 -1.230*** .434
가끔 참여 -.031 .211 -1.254** .500

민족정체성 -.191*** .051 -.462*** .126
종교참여도×민족정체성
참여하지 않음 .279** .141
가끔 참여 .451*** .165
성별 (여=0, 남=1) -.356** .161 -.362** .162
연령 (29세 이하)
30～39세 .369* .194 .372* .194
40～49세 .069 .191 .066 .191
50～59세 .082 .217 .060 .218
60세 이상 .049 .297 .101 .299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214 .153 .196 .154
전문대학 졸업 .257 .236 .225 .237
대학교 졸업 이상 1.082*** .220 1.073*** .221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463* .247 -.481* .247
현재 일하고 있음 -.323 .235 -.324 .235

배우자 (없음=0, 있음=1) -.262 .185 -.254 .186
LR  76.84 84.48
Df 14 16
Pseudo   .054 .059
사례 수 1,133 1,133

<표 Ⅳ-5>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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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에 따르면 종교참여도(참여하지 않음 vs. 자주 참여)와 민족정체성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종교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보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낮

다.

<그림 Ⅳ-2>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에 추가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종교참여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Ⅳ-2>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이 낮을 때는 종교참여도가 높아질수

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민족정체성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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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일 때 종교에 자주 참여하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약 86%에

달했다. 반면에 민족정체성이 높으면 종교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

하지 않을 때보다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낮았다. 민족정체성

이 가장 강할 때, 종교에 자주 참여하는 이민자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은 약 49%로,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4%p 가량 더 낮았으

며, 심지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기의 결과를 검토해보면 종교참여도가 높아질수록 교량적 연계를 가

질 가능성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 높은 이민자의 활발한 종교참여는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에 가끔 참여하면 민족정체성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참여하지 않거나 자주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족정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두 경우를 비교해본다

면, 자주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민족정체성이 커짐에

따라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감소하는 폭이 더 컸다.



- 43 -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89 .346 -.078 .424
종교참여도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음 .236 .180 .025 .375
가끔 참여 .289 .201 .659 .453

민족정체성 .041*** .053 .029 .113
종교참여도×민족정체성
참여하지 않음 .085 .133
가끔 참여 -.138 .157
성별 (여=0, 남=1) .461 .176 .471*** .177
연령 (29세 이하)
30～39세 .082 .197 .077 .197
40～49세 .095 .200 .085 .200
50～59세 .123 .232 .127 .233
60세 이상 -.666** .287 -.716** .290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371** .164 .390** .164
전문대학 졸업 .352 .251 .378 .251
대학교 졸업 이상 .124 .201 .145 .201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423* .231 .445* .231
현재 일하고 있음 .310 .215 .313 .215

배우자 (없음=0, 있음=1) .148 .191 .149 .191
LR  30.99 33.89
Df 14 16
Pseudo   .023 .026
사례 수 1,133 1,133

<표 Ⅳ-6>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다음으로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를 살펴보

았다. 그러나 <표 Ⅳ-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참여도나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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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족의 사회연결망 분석

지금까지 종교 유무와 종교참여도가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종교 유무와 종교참여도가 교량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

향이 민족정체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이 약한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

률을 높이지만 반대로 민족정체성이 강한 이민자의 활발한 종교참여는 한

국사회 내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효

과가 주요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분
조선족

(n=591)

동남아

(n=318)

종교 유무 (있음=1) 29.12% 89.49%

종교참여도

참여하지 않음 72.09% 35.51%

가끔 참여 18.11% 42.03%

자주 참여 9.80% 22.46%

교량적 연결망 (있음=1) 58.38% 60.38%

결속적 연결망 (있음=1) 73.10% 69.18%

민족정체성 [M(SE)] 2.53(1.35) 2.95(1.23)

<표 Ⅳ-7> 집단별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

았다. 동남아 출신에는 이전 국적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인 이

민자가 포함된다. 종교 유무를 살펴보면 조선족 중 29.12%만 종교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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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나,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 중에서는 89.49%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참여도를 보면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종교참여도가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6%, 가끔 참여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42.03%로, 각각 조선족의 9.80%, 18.11%보다 높았다.

사회연결망을 살펴보면 교량적 연결망은 동남아 출신의 60.38%가 가지

고 있다고 했고, 조선족 출신은 58.38%가 있다고 대답했다. 결속적 연결

망에 대하여 조선족 출신이 73.10%, 동남아 출신 69.18%가 있다고 응답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정체성을 살펴보면 동남아 출신의 평균은 2.95,

조선족이 2.5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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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족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먼저 조선족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530*** .549 1.363** .560
종교 유무 .410* .213 .980** .452
민족정체성 -.127* .069 -.062 .082
종교 유무×민족정체성 -.220** .152
성별 (여=0, 남=1) -.456** .200 -.448 .200
연령 (29세 이하)
30～39세 .007 .351 .050 .353
40～49세 -.344 .331 -.314 .332
50～59세 -.148 .351 -.127 .351
60세 이상 -.103 .443 -.094 .443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074 .209 -.066 .210
전문대학 졸업 .188 .341 .181 .341
대학교 졸업 이상 .515 .397 .525 .398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424 .486 -.446 .487
현재 일하고 있음 -.470 .466 -.516 .468

배우자 (없음=0, 있음=1) -.178 .241 -.169 .242
LR  27.52 29.65
Df 13 14
Pseudo   .039 .042
사례 수 529 529

<표 Ⅳ-8> 조선족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모형 1에서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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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지

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그림 Ⅳ-3> 조선족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는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이

다.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민족정체성이 낮다면 종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교량적 연결망을 가

질 확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은 수준일 때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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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낮았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81 .537 -.102 .553
종교 유무 -.209 .228 -.444 .458
민족정체성 .002 .077 -.033 .096
종교 유무×민족정체성 .096 .161
성별 (여=0, 남=1) .866*** .248 .864*** .249
연령 (29세 이하)
30～39세 .525 .389 .512 .390
40～49세 .013 .362 .002 .362
50～59세 .589 .404 .583 .405
60세 이상 -.053 .427 -.054 .472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507** .242 .505 .242
전문대학 졸업 .587 .397 .593 .398
대학교 졸업 이상 .340 .412 .341 .412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651 .443 .662 .444
현재 일하고 있음 .792* .422 .815* .424

배우자 (없음=0, 있음=1) -.215 .279 -.218 .279
LR  36.41 36.76
Df 13 14
Pseudo   .061 .062
사례 수 529 529

<표 Ⅳ-9> 조선족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다음으로 조선족 출신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

과를 살펴보았지만 두 모형 모두에서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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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족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종교 유무에 이어 종교참여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2.016*** .632 3.013*** .902
종교참여도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음 -.608* .345 -1.513** .758
가끔 참여 .273 .413 -1.231 .885

민족정체성 -.131* .071 -.460** .221
종교참여도×민족정체성
참여하지 않음 .329 .235
가끔 참여 .589** .299
성별 (여=0, 남=1) -.481** .205 -.504** .206
연령 (29세 이하)
30～39세 .059 .367 .006 .370
40～49세 -.232 .348 -.260 .350
50～59세 -.230 .365 -.275 .368
60세 이상 .017 .461 .039 .460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120 .217 -.125 .218
전문대학 졸업 .343 .362 .313 .364
대학교 졸업 이상 .591 .415 .562 .417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327 .493 -.389 .495
현재 일하고 있음 -.344 .474 -.386 .475

배우자 (없음=0, 있음=1) -.269 .250 -.268 .251
LR  39.20 43.26
Df 14 16
Pseudo   .058 .064
사례 수 505 505

<표 Ⅳ-10> 조선족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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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종교참여도(참여하지 않음 vs. 자주 참여)와 민족정체성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주 참여하는 경우

에 교량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민족정체성이 높

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그림 Ⅳ-4> 조선족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에 추가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끔 참여

vs. 자주 참여)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Ⅳ-4>를 살펴보면 민족정

체성이 낮을 때는 종교참여도가 증가할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아졌지만 민족정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효과는 사라지고 반대로 종교

참여도가 증가할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은 낮아졌다. 특히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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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이 가장 강할 때는 종교에 가끔 참여한다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약 83%였으나, 종교에 자주 참여할 때는 약 46%로 나타났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915 .614 -1.105 .778
종교참여도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음 .750** .327 .984 .623
가끔 참여 .867** .393 1.003 .761

민족정체성 .031 .079 .103 .194
종교참여도×민족정체성
참여하지 않음 -.095 .215
가끔 참여 -.054 .280
성별 (여=0, 남=1) .841*** .252 .844*** .253
연령 (29세 이하)
30～39세 .573 .401 .571 .402
40～49세 -.013 .373 -.020 .374
50～59세 .631 .419 .622 .421
60세 이상 .020 .485 .016 .485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481* .248 .477* .248
전문대학 졸업 .490 .406 .494 .407
대학교 졸업 이상 .290 .419 .289 .420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624 .447 .635 .449
현재 일하고 있음 .693 .426 .710* .428

배우자 (없음=0, 있음=1) -.223 .285 -.218 .285
LR  38.64 38.85
Df 14 16
Pseudo   .068 .068
사례 수 505 505

<표 Ⅳ-11> 조선족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다음으로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영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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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모형 1에서 종교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에 자주 참여

하는 경우보다 참여하지 않거나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다.

한편, 모형 2에서는 조선족 출신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을 수 없었다.

5. 동남아시아 출신의 사회연결망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았다.

구분
베트남

(n=169)

태국

(n=33)

필리핀

(n=71)

캄보디아

(n=45)

종교 유무 (있음=1) 84.52% 100% 97.14% 88.37%

종교참여도

참여하지 않음 42.28% 30.77% 17.46% 42.11%

가끔 참여 38.93% 53.85% 49.21% 34.21%

자주 참여 18.79% 15.38% 33.33% 23.68%

교량적 연결망 (있음=1) 56.21% 66.67% 61.97% 68.89%

결속적 연결망 (있음=1) 63.31% 81.82% 83.10% 60.00%

민족정체성 [M(SE)]
2.99

(1.33)

3.09

(0.84)

3.15

(1.09)

2.39

(1.20)

<표 Ⅳ-12>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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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태국 출신 이

민자는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필리핀 97.14%, 캄보디

아 88.37%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참여도를 보면 자주 참여에 응답

한 비율은 필리핀이 3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캄보디아 출신 중

23.68%가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가끔 참여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태

국이 53.38%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이 49.21%로 나타났다.

교량적 연결망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의 68.89%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태국, 필리핀 출신 중 60% 이상이 있다고 대답했다.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태국과 필리핀 출신은 80% 이상이 있다고 응답했고, 베

트남과 캄보디아는 60%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족정체성을 살펴보

면 필리핀 출신의 평균이 3.15, 태국 3.09, 베트남 2.99, 캄보디아 2.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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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 출신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2.033* 1.127 2.362 1.550
종교 유무 -.940* .497 -1.296 1.249
민족정체성 -.207* .109 -.315 .360
종교 유무×민족정체성 .119 .378
성별 (여=0, 남=1) N/A N/A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48 .298 .446 .298
40～49세 -.091 .500 -.096 .500
50～59세 N/A N/A
60세 이상 N/A N/A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248 .301 .240 .302
전문대학 졸업 -.087 .482 -.085 .482
대학교 졸업 이상 .306 .465 .305 .465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751* .383 -.756** .383
현재 일하고 있음 -.289 .355 -.289 .354

배우자 (없음=0, 있음=1) .043 .937 .042 .937
LR  15.03 15.13
Df 10 11
Pseudo   .042 .043
사례 수 269 269

<표 Ⅳ-13> 동남아 출신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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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에서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

모두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지

고 있을 확률이 낮으며, 마찬가지로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

망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지금까지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대부분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았으나, 동남아 출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와 반대의 결과

가 나타난 점이 특기할만하다.

모형 2에서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하여 살펴

보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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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156 1.301 -1.257 1.648
종교 유무 -.388 .472 2.266* 1.193
민족정체성 .114 .114 1.116** .480
종교 유무×민족정체성 -1.101** .495
성별 (여=0, 남=1) N/A N/A
연령 (29세 이하)
30～39세 -.191 .302 -.161 .305
40～49세 1.227 .790 1.227 .791
50～59세 N/A N/A
60세 이상 N/A N/A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335 .306 .403 .310
전문대학 졸업 .804 .563 .794 .565
대학교 졸업 이상 1.036* .563 1.056* .564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244 .400 .339 .409
현재 일하고 있음 -.036 .355 -.004 .358

배우자 (없음=0, 있음=1) -.607 1.149 -.640 1.153
LR  14.56 21.13
Df 10 11
Pseudo   .045 .065
사례 수 269 269

<표 Ⅳ-14> 동남아 출신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다음으로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의 영

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에서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 유

무와 민족정체성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57 -

<그림 Ⅳ-5> 동남아 출신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는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이

다.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확인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영향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Ⅳ-5>를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낮을 때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지만, 민족정체성이 높을 때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결속적 연결망

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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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아 출신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048 1.064 1.674 1.187
종교참여도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음 -.167 .380 -.439 .974
가끔 참여 -.043 .361 -1.579 .978

민족정체성 -.202* .115 -.413* .228
종교참여도×민족정체성
참여하지 않음 .091 .295
가끔 참여 .508* .299
성별 (여=0, 남=1) N/A N/A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13 .316 .433 .319
40～49세 -.070 .516 -.027 .521
50～59세 N/A N/A
60세 이상 N/A N/A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304 .315 .261 .318
전문대학 졸업 -.009 .524 -.046 .530
대학교 졸업 이상 .362 .498 .319 .504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736* .407 -.783* .412
현재 일하고 있음 -.134 .376 -.138 .380

배우자 (없음=0, 있음=1) .141 .945 .179 .962
LR  11.33 14.99
Df 11 13
Pseudo   .036 .048
사례 수 239 239

<표 Ⅳ-15> 동남아 출신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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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에서 이민자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참여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 동남아 출신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에 추가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끔 참여

vs. 자주 참여)가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Ⅳ-6>을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약하다면 종교에 가끔 참여할

때보다 자주 참여할 때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

나 민족정체성이 강하다면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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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499 1.252 .013 1.326
종교참여도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음 .712* .389 .230 .931
가끔 참여 1.079*** .386 3.159*** 1.072

민족정체성 .103 .121 .237 .222
종교참여도×민족정체성
참여하지 않음 .180 .303
가끔 참여 -.677** .323
성별 (여=0, 남=1) N/A N/A
연령 (29세 이하)
30～39세 -.293 .324 -.331 .330
40～49세 1.151 .804 1.086 .814
50～59세 N/A N/A
60세 이상 N/A N/A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308 .328 .418 .339
전문대학 졸업 .559 .598 .621 .602
대학교 졸업 이상 1.379** .635 1.521** .646

취업여부 (일한 적 없음)
지금은 일하지 않음 .200 .450 .285 .460
현재 일하고 있음 -.252 .392 -.250 .401

배우자 (없음=0, 있음=1) -.805 1.157 -.771 1.186
LR  22.16 30.66
Df 11 13
Pseudo   .077 .106
사례 수 239 239

<표 Ⅳ-16> 동남아 출신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효과

* p<0.10, ** p<0.05, *** p<0.01

다음으로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영

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종교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보다 참여하지 않거나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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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동남아 출신의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모형 2에서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고려하였

을 때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상호작용

(가끔 참여 vs. 자주 참여)이 확인된다.

<그림 Ⅳ-7>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이 낮거나 보통인 수준에서는 종교

에 가끔 참여할 때가 자주 참여할 때보다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민족정체성이 가장 강할 때는 종교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가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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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인과 이민자가 맺는 관계의 방식은 한층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풍경들을 많이

바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할 동

료이자 이웃으로서 이민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중대하다.

누구에게나 사회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복잡다기한 문

제에 직면하는 이민자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은 특히 더 크다. 사회적 관

계에 초점을 두는 사회연결망 연구는 이민자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설

득력 있는 관점과 이해를 제공해왔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종교는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

다. 종교는 민족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민족 공동체 내의 결속

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민국의 사회 구성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종교참여도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면 교량적 연결망과 결속적 연결망 두 관계의 공통된 특성을 염두에 두

면서도 구별되는 차이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를 가진 이민자는 종교가

없는 이민자에 비해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며, 종교에 참

여하지 않을 때보다 자주 참여하는 경우에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종교참여도가

높을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이 영향은 민족정체

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낮은 경

우에 종교에 더 많이 참석할수록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았으나,

민족정체성이 높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민자의 결속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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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망에 대하여 종교 유무나 종교참여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둘째, 조선족 출신의 교량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 유무와 종교참여도의

효과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 비슷했다. 종교참여도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다면 종교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주 참여하는 경우

에는 민족정체성이 커짐에 따라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낮아졌지

만, 종교에 가끔 참여한다면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교량적 연결

망을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결속적 연결망에 대한 종교참여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종교에 자주 참여할 때보다 참여하지 않거나 가끔 참여할 때 결

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동남아 출신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교가 없는 이민자

에 비해 종교가 있는 이민자가 교량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났

으며, 결속적 연결망에 대하여 종교 유무와 민족정체성 두 변수 간에 유

의미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민족정체

성의 변화는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종교가 없다면 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크

게 증가하였다. 종교에 가끔 참여하면 민족정체성이 커질수록 결속적 연

결망을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으나, 참여하지 않거나 자주 참여하는 경우

에는 민족정체성이 커짐에 따라 결속적 연결망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에서 사회자본을 증진할 것으로 여겨져 왔던 종교참여가 다

른 변수의 영향을 받을 때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연구

대부분이 종교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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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런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이 강한 이민자의 종교참여

는 오히려 한국인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다면 이러한 결론은 선행연구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일면을 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이주민들의 사회연결망을 논한다면 그들이 사회연결망

을 형성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의미가 도출된다. 이주민의 사회연

결망을 연구한다면 결속적 연계와 교량적 연계를 개념․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측정에 있어서도 구분해야한다. 분석 결과에서 다루었듯이 조선족

출신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교량적 연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민족

정체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더욱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효과가 나

타났지만, 결속적 연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종교참여는 교량적 연계보다 결속적 연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순하게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

을 것이다.

연구의 마지막 의의는 보다 다각도에서 이민자의 사회연결망을 연구해

야하며, 이러한 연구는 주류사회와의 사회통합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와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족 공동체 외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이주민을 받는 사회의 입장에서도 이주민들과 기존 공동체의 구성

원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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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religious 

participation on social networks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Permanent immigrants in Korea have continued to grow, and the way 

they interact with Korean has become more diversified than ever 

before. Thus, it is quite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ccept immigrant 

as our companion with whom we share our future together. Immigrants 

have to solve a lot of problems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social relationship is a great help in this process. Focusing on this 

issue, social network theory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how 

immigrants settle and lead their lives.

  If social relationship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with who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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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e, they can be divided into bonding ties, association with those 

who have the same background, and bridging ties, which link us to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 The hitherto social network research 

about international migration has focused on the former. However, 

research trends that are limited to bonding ties tend to be static and 

short-ter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e two types of 

networks should be dealt in perspective. The religious participation can 

be a meaningful guide to study for it is related to both.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eligious participation on social networks in 

regards to moder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considering that the 

religion is inextricably linked with it.

  Most of the immigrants in South Korea are Korean-Chinese or 

married immigrant women. Two groups have several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s well as making up a lot of proportion of the whole 

population. After conducting the analysis of the entire population, each 

group will be analyzed for further studies. Neglecting Korean-Chinese, 

a vast amou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originates from Southeast 

Asia. Therefore, research objects are categorized into Korean-Chinese 

and Southeast Asi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rst of all, 

immigrants with religion are more likely to have bridging tie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Though immigrants with higher level 

of religious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have bridging ties, the 



- 78 -

effect depends on the level of ethnic identity. More specifically, if 

ethnic identity is lower, the chances of bridging ties are higher as 

immigrant gets more religious. But when ethnic identity is high, the 

opposite was shown. On the other hand, the religious participation of 

immigrant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onding ties.

  Secondly, examining the effects of religious status and participation 

of Korean-Chinese, immigrants with religion rather than those who do 

not and immigrants who participate in religious events often are more 

likely to have bridging ties. Tak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religious 

participation and ethnic identity into account, the effects of religious 

participation on the bridging ties weaken as the ethnic identity 

increases. Especially when ethnic identity is highest, frequent 

participation in religion lowers possibility of having bridging ties.

  Lastly,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level, the results of 

analysis on overall population and Korean-Chinese were highly similar. 

However, that of Southeast Asian are quite different. There is a lower 

probability of having a bridging tie for immigrants with religion and it 

is determined that having a religion or religious participation marks 

with a significant influence on bonding ties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previous subjects have had no significant implications. When 

considering the interaction effect with ethnic identity, immigrants 

without religion has a significant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thnic identity and the probability of bonding ties. Immigrant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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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in religion frequently have a high level of bonding ties as 

the ethnic identity increases, but the probability gets lower with less 

participation.

  Overall, the results highlight that bridging ties and bonding ties 

should be distinguished by the concept, measurement, and theory in 

searching of immigrants' social networks. Without distinction of social 

networks, the result that the religious participation of immigrants with 

a high level of ethnic identity would undermine social networks with 

Koreans could not have been obtained. Also, it is hard to discover that 

the religious participation of Korean-Chinese has strong effects on the 

bridging ties, whereas that of Southeast Asian on bonding ties. There 

is a need to study social networks of immigrants in a wider variety of 

ways.

Keywords : Immigrant, Religious Participation, Social Network, 

Bridging Ties, Bonding Ties, Ethnic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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