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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본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 1,014명(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800명, 비
참여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9,547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결혼이민자
(50.8%), 비전문취업자(13.3%), 재외동포(5.3%), 방문동거자(5.3%)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0.6%), 한국 문화에 친숙해서(22.6%), 
가족과 친구를 따라서(19.9%), 교육받기 위해(16.1%), 임금수준이 높아서(15.6%)로 나타났다. 셋
째,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의 46.1%가 차별을 경험했으며, 장소는 주로 직장이나 학교이고, 차
별이유로는 한국인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강사 및 직원의 태도, 한국사회이해에 도움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방문동거
인일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베트남 출신일수록, 기혼자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중국(한족) 출신이 아닐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
고 있을수록, 유학생이 아닐수록,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할수록,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한국문화에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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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후반부터 노동과 자본의 세계화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제적 인구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21세기 들어서 이러한 국제적 인구이동1)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UN 국제이주보고서(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에 따르면, 세계 인

구 중 국제이주인구는 2000년 2.8%, 2007년 3.0%, 2017년 3.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국제이주인구의 약 64%(1억 6천 5백만 명)가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이주인구가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

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UN, 2017).2) 

이러한 국제적 인구이동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

국인3)은 1990년에 5만여 명에서 2010년 1,261,416명(전체인구의 2.6%), 2018년 

2,367,607명(전체 인구의 4.5%)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체류 외국인 중에는 외국

인등록자가 1,246,626명(52.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기체류자 679,874명

(28.6%),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4) 441,107명(18.6%)의 순이고, 국적별로는 한국

계(조선족) 중국인 포함 중국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6,633명(8.3%), 미국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8,433

명(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1) 국제적 인구이동을 해외이동 또는 이민이라고 하는데, 이민을 파악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

다. UN 인구국은 ‘거주지’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이민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일상의 거주지를 

3개월∼1년 이하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단기이동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을 장기이동으로 본다. 즉, 

UN 기준으로 일상의 거주지를 3개월 이상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이민이라 한다. 예를 들어, 3개

월 이상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이민자에 포함되는 반면, 3개월 이하 체류하

는 계절노동자, 여행자, 관광객 등은 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설동훈, 2015). 

2) 국제이주인구 10명중 6명이상이 주로 아시아(8천 만명), 유럽(약 7천8백만명)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북미는 5천 8백만명, 아프리카(2천 5백만명), 라틴과 캐리비언(9백 5십만

명), 오세아니아(8백 4십만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국제이주인구가 가장 많은 국

가는 인도(1천 7백만명), 멕시코(1천 3백만명)이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시리아아

랍공화국, 파키스탄, 우크라이나로 각각 1천 1백만명에서 6백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UN, 2017). 

3)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를 포함한 총 국내 체류 외국인

을 의미한다. 

4) 국내거소신고자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살고 있는 곳)

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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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체류 외국인(이민자)5)의 증가는 이민수용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민자 수용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노동공급 증가에 따

른 인력난 해소와 자본수익률이 제고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조세기반 확대로 

내수가 증가하고,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 개인의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Florida, 

2002). 이에 반해, 부작용으로는 이민자들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

소시키고(Caro, 2002),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의존에 따른 재정지출 증

가가 나타나고, 종교적･문화적 갈등으로 사회통합의 비용이 증가하고(Rodrik, 1999), 이

민 2세들의 실업률과 범죄율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erman, 

1997).

우리 정부도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 체류자격 관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은 정부가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

워주고 주류사회의 정착 및 적응도를 높여서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문병기･라휘문･한승준, 2015).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민자 10명 중 2명은 특정국가 출신이

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민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통합정책은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서주연, 2012). 

이처럼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 및 통합시키고자 법무부는 2009년

부터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프

로그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

에게는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필요한 기초지식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

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7)(문병기･이향수･황민철, 2016).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5)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외국인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반해, 이민자는 학술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대상의 범위와 속성을 살펴보면 두 가지 용어의 의미와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민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때로는 혼용하고자 한다. 

6) 아시아 경제(2018년 12월 19일자)-“국내 체류 외국인, 언어소통･차별대우 가장 힘들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910192724993, 검색일: 2019년 10월 1일).

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전 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획득, 국적 취득에 있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대기시간 축소, 필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문병기･이향수･황민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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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 요인과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참여현황을 분석하였고, 국

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

램 참여자 800명과 비참여자 214명을 포함하여 총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참여현황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8)은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주

류사회에 조기적응하고 동시에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처인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차원에서 사회생활

에 필요한 언어 및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의사소

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

결하고자 법무부가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9)(김종세, 2013). 

이후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12년 1월 26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제5장 2절 제39조 및 제40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출

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적이나 우리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체

8) 이민자 사회통합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이민자와 소수인종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갖는 다양

한 문화 및 종교의 특성을 주류사회에 조화시키려는 개념이었다(Heckmann et al., 2010). 또 다른 

측면에선 이민자들이 이민수용국의 시민으로 시민권적 측면에서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을 의미

하기도 한다(설동훈･이병하, 2013).

9) 우리나라의 경우 체류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 주체의 체류 외국인 대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주체의 결혼이민자와 이들의 가족

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민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통합교육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기관의 사회통합 교육 제공은 프로그램의 유사 또는 중복이라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하는 원인이다(라휘문･김태희･김승렬, 2016).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

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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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사회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 제2항과 제3항)(김종세, 2013).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원

활한 의사소통과 지역사회의 적응･융화에 필요한 기본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민자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귀화신청, 영주자격 신청,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황혜연･서은숙, 2018).

2018년 현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가 1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 내에서 난이도에 따라 기초, 중급 및 심화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기

초와 중급 및 한국문화, 영주, 귀화 공통소양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단계별로 

10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5단계는 7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기간은 단계별로 8

∼17주로 되어 있다.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연도별 참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9,547명이 참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처음 시작한 2009년에 1,331명(0.6%)이었

으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2012년에 12,444명(5.9%)으로 1만 

명을 넘어서더니 2016년에 30,515명(14.6%), 2017년에 41,500명(19.8%), 2018년에 

50,639명(24.2%)으로 2016년부터는 매년 1만 명이 증가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

램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민자들의 체류자격별11)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전

10)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신청절차, 교육과정 및 이수 후의 혜택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회통

합정보망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http://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 

S_TOP_SY, 검색일: 2019년 7월 25일).

11) 우리나라 법무부가 발급하는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비자)은 크게 8개(A∼H) 범주 총 36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세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

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

(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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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합계를 기준으로 결혼이민(F-6)이 106,532명(5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전

문취업(E-9)이 27,850명(13.3%), 재외동포(F-4) 11,207명(5.3%), 방문동거(F-1)가 11,133

명(5.3%), 유학(D-2)이 9,999명(4.8%), 방문취업(H-2)이 3,805명(1.8%), 기업투자(D-8)가 

2,219명(1.1%), 영주(F-5) 1,968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주로 결혼이민자(50.8%), 비전문취업자(13.3%), 재외동포(5.3%), 방문동거자

(5.3%) 임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류자격별 참여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체류자격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결혼이민
(F-6)

846 3,266 4,971 8,238 8,572 13,131 14,534 16,563 18,766 17,645
106,532

(50.8)

비전문취업
(E-9)

19 44 148 1,356 1,272 2,181 2,734 3,177 6,182 10,737
27,850
(13.3)

유 학(D-2) 14 64 154 388 392 806 1,302 1,730 2,369 2,780
9,999
(4.8)

방문동거
(F-1)

246 558 534 878 593 391 1,475 1,539 1,824 3,095
11,133

(5.3)

재외동포
(F-4)

-　 -　 -　 -　 -　 -　 -　 1,487 3,894 5,826
11,207

(5.3)

방문취업
(H-2)

83 130 111 238 212 324 413 519 794 981
3,805
(1.8)

영 주(F-5) 90 125 33 66 117 159 193 270 343 572
1,968
(0.9)

기업투자
(D-8)

11 89 159 248 328 333 288 245 279 239
2,219
(1.1)

기 타 22 153 409 1,032 2,528 5,036 4,856 4,985 7,049 8,764
34,834
(16.6)

합 계
1,331
(0.6)

4,429
(2.1)

6,519
(3.1)

12,444
(5.9)

14,014
(6.7)

22,361
(10.7)

25,795
(12.3)

30,515
(14.6)

41,500
(19.8)

50,639
(24.2)

209,547 
(100.0)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201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전체 참여자는 

50,639명이며, 이중 5단계(한국사회의 이해 기본)가 11,030명(21.7%)으로 가장 많고, 그 

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동

포영주(F-5),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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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가 10,195명(20.1%), 3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가 9,862명(19.4%), 2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가 6,242명(12.3%), 5단계(한

국사회의 이해 심화)가 5,402명(10.6%), 0단계(한국어 기초)가 4,036명(7.9%), 1단계(한국

어와 한국문화 초급1)가 3,872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수는 전체가 2,552

개이며, 이 중 5단계(기본)가 519개(2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단계가 486개

(19.0%), 3단계가 470개(18.4%), 5단계(심화)가 350개(13.7%), 2단계가 332개(13.0%), 0

단계가 198개(7.7%), 1단계가 197개(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국적별 참여 현황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베트남이 

15,932명(31.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한국계 포함)이 4,883명(9.6%), 우즈

베키스탄 3,212명(6.3%), 필리핀 3,191명(6.3%), 캄보디아 2,248명(4.4%)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단계별 참여자는 5단

계와 4단계가 전체의 52.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전체의 41.0%로 주요 참여자임을 알 수 있다. 

<표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단계 및 국적별 참여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 명, %)

교육단계별
교육과정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국적별
참여자수
(비율)

0단계 (한국어 기초)
198
(7.7)

4,036
(7.9)

베트남
15,932
(31.4)

1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197
(7.7)

3,872
(7.6)

중국(한국계 포함)
4,883
(9.6)

2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332

(13.0)
6,242
(12.3)

우즈베키스탄
3,212
(6.3)

3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470

(18.4)
9,862
(19.4)

필리핀
3,191
(6.3)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486

(19.0)
10,195
(20.1)

캄보디아
2,248
(4.4)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 기본)
519

(20.3)
11,030
(21.7)

기타 국가
21,173
(41.8)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 심화)
350

(13.7)
5,402
(10.6)

- -

전체
2,552

(100.0)
50,639
(100.0)

전 체
50,639
(100.0)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2019)



290 ｢행정논총｣ 제57권 제4호

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먼저, 이성순(2008)은 2009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전국적

으로 실행되기 이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고, 운영 측면에서 체류자격별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서비

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이성순

(2010)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

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욱(2011)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세부 프로그램인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최배영･한은주(2012)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세(2013)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도입배경 및 의의를 설명하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라휘문･김태희･김승렬(2016)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황민철･임동진･김태환

(2018)은 삼각측정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나 프

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

성순(2011)은 독일과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년도, 법적기반, 추진부처, 교육대

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 후 혜택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이천(2012)은 덴마크, 독일, 한

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강의구성 및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관련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박혜숙(2012)은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독일어 교육과 우

리나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어 교육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준현･문병기(2014)는 호주, 영국, 독일의 이민자 사회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외 주요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주로 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

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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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들은 실증적인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Nakhaie, 2017). 

주요 국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 

겪는 애로사항에는 편견, 차별, 인종차별(Shcroeter & James, 2015; Cheran, 2001; 

Richmond, 2001), 사회적 소외, 언어장애(Beiser & Hou, 2001; Hou & Beiser, 2006; 

Stewart et al., 2008;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015), 사회복지서비스 접근

에의 장애(Bowes & Wilkinson, 2003; Makwarimba et al., 2013), 실업, 하향적 직업이동, 

재정적 어려움(Krahn et al., 2000; Hou & Beiser, 2006; Este & Tachble, 2009; 

Bevelander & Pendakur, 2014),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연계 부족(Stewart et al., 

2008)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2015년 11월에서 2017년 7월까지 35,670명의 시리아 난민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결과, 난민들은 수요조사와 위탁(needs 

assessment and referral)(81.2%), 지역사회연결(50.3%), 언어교육(34.1%), 고용(12,3%), 

취업정보서비스(12.3%)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2017). 

다음으로, 개별 분야 연구로 이민자들의 언어능력, 사회적 자본 등이 이민자들이 정착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캐나다 연구들을 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영어나 불어) 교육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사회적 접촉, 인적자원 및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Beiser & 

Hou , 2001; Hou & Beiser, 2006; Dustmann & Fabbri, 2003; Stewart et al., 2008). 언어

의 장벽은 건강 및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에 어려움을 주는데 반해(Bowen 2000), 높은 수준

의 언어능력은 고용의 기회를 의미 있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언어의 어려

움은 심지어 사회적 지원 서비스(구직지원, 수급자격 확인, 응급서비스, 정착지원 등)를 받

는 것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et al., 2008).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이민자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iddens, 1984; Foucault, 1980; Granovetter, 1988; Granovetter, 1995; Lamba, 2003).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연결성은 심지어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도 완화해 주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dge et al., 2014; Noh et al., 1999; Din-Dzietham et 

al., 2004; Makwarimba et al., 2013).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일반이민자와 난민들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이민자들에 비해 난민들은 정착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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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일반이민자들과 달리 난민들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일반이민자들이 난민들에 비해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정착

(settlement), 통합(integration) 측면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적자본(기

술이민자)과 물리적 자본(투자자나 기업가) 측면에서 일반이민자들이 난민들보다 우수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Valtonen, 2004; Valenta & Bunar, 2010; Ferede 2010; 

Bevelander & Pendakur 2014). 또한 일반이민자들이 난민들보다 건강, 언어능력, 교육수

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Yu et al. 2007; Bevelander & Pendakur 

2014). 이는 일반이민자와 난민들은 입국초기단계부터 이민 신분의 차이와 그로 인한 서

비스의 접근성의 차이가 그 원인이며, 이러한 차이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Choi et al., 2015; Francis & Miu-Chung, 2016).

Ⅲ. 연구가설 및 조사설계

1.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 및 교육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이민자 연구

는 주로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문화적응서비스 참여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

이 진행되었다(이영분 외, 2010; 성향숙, 2010; 이주재 외, 2010, 김안나 외. 2012). 예를 

들어, 이주재･김순규(2010)는 우리나라 결혼이민 여성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녀수, 가구소득, 서비스인지도,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복

지서비스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의 연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김안나･최승아(2012)는 결혼

이민여성들의 한국적응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연령, 학

력, 배우자여부, 취업상태, 자녀수, 국적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

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미취업일 경

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필리핀 또는 일본 국적일수록 한국적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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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

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황민철･문병기(2017)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타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민간기관 운영 사회통합교

육) 참여요인 연구에서, 거주기간, 거주 지역, 한국인 친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 분석하고 있다. 즉, 이민자 중 거주기간이 길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한국인 친

구 수가 적을수록 타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보다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

지서비스나 한국적응서비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차별경험, 국적취득 여부)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육성과 연구 역시 제한적인 편이다. 이민

자들의 언어 및 정착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국외 연구들이 일부 있다. 수년에 걸쳐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이

나(Brindley, 2000; Brindley & Slayter 2002; Wigglesworth, 2000) 이민자의 정착문제 

(Colic-Peisker 2009; Colic-Peisker & Tilbury, 2007)에 연구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일

부는 이민자 언어교육과 정착 관련 변수들 관계의 탐색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매우 제한

적이고 대부분이 질적 연구를 활용하고 있다(Stevens, 1999). 실제로 이민자 성인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민족지학(ethnography) 또는 사례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Mathews-Aydinli, 2008).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언어교육에 대한 성과

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습자를 위해 개발한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the 

Second Language)’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및 읽기의 네 가지 기술 영역이 기준점수를 

충족하는지를 토대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양적 성과지표

로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 이민자의 참여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다(Dallimore, 2018). 또한 최근에는 이민자들의 국적취

득 여부, 고용정도, 언어능력, 삶의 만족도(Hwang, 2016)나 문화이해 수준, 전반적인 프

로그램 만족도 등도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다(황민철･문병기, 2017). 최근 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의 비교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국적취득, 취업, 임금, 한국문화수용, 한국어실력,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민철 외, 2018).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민자 언어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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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과로 프로그램 인지정도, 프로그램 참여정도, 프로그램 만족

도, 한국문화 수용정도, 삶의 만족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성과(문화적응, 사회소속감, 

경제적 만족도)가 차이가 날 것이다. 

2. 측정변수 및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크게 보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①인구학적 특성 변수, ②사회학적 특성변수, ③사회통

합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성과 변수로 구분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변수는 성별, 연

령, 학력수준, 결혼여부, 종교유무, 동거 가구원수를 포함하였고, 사회학적 특성 변수에

는 출신국가 및 민족, 체류자격,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역, 취업여부, 한국어 실력 정도를 

포함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및 교육성과 변수는 이민자들의 이주이유, 차별

경험여부, 차별장소, 차별이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 국적취득 여부, 한국문화 적

응정도,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 경제적 수준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민자들의 이

주이유, 차별경험여부, 차별장소, 차별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은 한국내 거주하는 이

민자들의 주된 이주이유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

여 이민자들에 대한 삶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

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변수들은 내용적 특성에 따라 가부

와 5점 척도, 선택형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측정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

명과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위와 같은 측정변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통계분석방

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자들의 한국거주이유, 차별경험, 차별장소, 차별

이유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으

로 빈도분석, 교차분석(χ2), 집단차이분석(T-test, ANOVA)을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사

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는 체류자격(비자유형)별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집단별 차이분석(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경험 여부, 사

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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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성과(문화적응, 사회소속감, 경제적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선형(Linear) 회귀분석방법을 각각 사용하였다. 

<표 3> 설문조사 측정변수들의 설명 및 측정 방법

측정영역 측정변수의 설명 및 측정방법

인구학적 특성 변수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2=20대, 3=30대, 4=40대, 5=50대이상

학력수준 6=초졸이하, 9=중졸, 12=고졸, 14=2년대졸, 16=4년대졸, 18=석사, 20=박사 

결혼여부 0=미혼, 이혼 등, 1=결혼상태 유지

종교유무 0=종교없음, 1=종교있음

동거 가구원 수 1=1명, 2=2∼3명, 3=4∼5명, 4=6명이상

사회학적 특성 변수

출신국가나 민족
중국한족출신(1=중국한족, 0=중국한족이외 출신)
베트남출신(1=베트남, 0=베트남 이외 출신)
한국계출신(1=한국계, 0=한국계 이외 출신)

체류자격(비자유형) 1=결혼이민(F-6), 방문동거(F-1), 0=그 외 비자유형자

한국 거주기간 1=1년미만, 2=1∼3년미만, 3=3∼5년미만, 4=5∼10년미만, 5=10년이상

거주지역
서울지역(1=서울, 0=서울 이외 지역), 
수도권지역(1=서울/경기/인천, 0=비수도권지역)

취업여부 0=취업경험 없음, 1=현재취업, 2=과거취업

한국어 실력 정도
이민자가 자기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의 총합계(4-20)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및 교육성과 변수

한국으로 이주한 이유 1개 선택형 설문문항

차별경험 여부 0=차별경험 없음, 1=차별경험 있음

차별경험 장소 4개 선택형 설문문항(4점 척도)

차별에 대한 이유 4개 선택형 설문문항(5점 척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 0=미참여, 1=참여

한국 국적취득 여부 0=한국 국적미취득, 1=한국국적 취득

한국문화 적응 정도 8개 설문항목 총합;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8-40)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 4개 설문항목 총합;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4-20)

경제적 수준 만족도 1개 설문항목 총합; 1(전혀 만족하지 않다)∼5(매우 만족한다) (1-5)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

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자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법무부 사회통합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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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교육을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참여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나 타 부처(여성가족부 등)의 한국어 교육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전혀 받지 않은 외국

인 이민자로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

우, 법무부의 협조로 2012∼2017년 7월까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였

거나 참여 중인 이민자 교육 참여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프

로그램 비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점지역이나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 근처 지

역에서 설문조사 대상자를 접촉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방식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를 위해 설문지를 

5개국(중국, 베트남, 한국, 필리핀, 캄보디아) 언어로 번역을 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언어

가 가능한 면접조사원들을 활용하여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고, 필요시 응답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 팩스, Web조사방식도 병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유한모집단이 전체 21,488명이여서 

95%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0%p로 800명을 확보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통합프

로그램 비참여자는 모집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자와 같은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

서 최대 허용오차 6.67%p로 214명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과 표본배분 방식은 국적 및 

국내체류,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이며, 체류자격은 균등배분하면서 각 체류자격별로 

국적, 성별 규모를 고려한 비례배분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1

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설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전

문으로 하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68.8% 남

성이 31.2%로 여성이 약 2배 많고, 연령별로는 20대 49.3%, 30대 38.9%, 40대 7.2%, 50

대 이상이 4.6%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참여연수로는 평균이 14.1년으로 나타났고,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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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고졸 이하(46.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30.6%), 대학원졸(23.1%)의 순

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 64.1%, 미혼 35.9%이며, 종교유무에는 종교 없음 

64.7%, 종교 있음 35.3%로 나타났다. 동거 가구원 수로는 2∼3명(40.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5명(29.2%), 1명이하(22.9%), 6명이상(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주요 특성으로는 여성, 20대, 고졸 이하, 기혼, 종교 없음, 2∼3명

의 가구원 수라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측정변수(N = 1,014) 평균(표준편차) / %

인구학적 특성 변수

성별 여성(68.8%), 남성(31.2%)

연령 20대(49.3%), 30대(38.9%), 40대(7.2%), 50대이상(4.6%) 

교육기관 참여연수 14.1(3.5)

학력수준 고졸이하(46.4%), 대졸(30.6%), 대학원이상(23.1%)

결혼여부 미혼(35.9%), 기혼(64.1%) 

종교유무 종교없음(64.7%), 종교있음(35.3%)

동거 가구원 수 1명이하(22.9%), 2∼3명(40.8%), 4∼5명(29.2%), 6명이상(7.1%)

사회학적 특성 변수

출신국가나 민족
중국(한족)(39.7%), 베트남(29.7%), 중국(한국계)(21.7%), 필리핀(5.1%), 
캄보디아(3.7%)

체류자격(비자유형)
결혼이민((34.0%), 유학(27.8%), 방문동거(17.1%), 재외동포(15.1%), 
비전문취업(6.0%)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4.3%), 1∼3년미만(13.4%), 3∼5년미만(25.7%), 5∼10년미만
(44.3%), 10년이상(12.2%) 

거주지역 서울지역(28.9%), 수도권지역(63.2%) 

취업여부 취업경험 무(31.1%), 현재 취업 중(57.6%), 과거 취업경험 유(11.3%)

한국어 실력 정도(4-20점) 14.7(3.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및 교육성과 변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자(78.9%), 비참여자(21.1%)

한국 국적취득 여부 취득자(21.7%), 미취득자(78.3%)

한국문화 적응 정도(8-40점) 30.6(5.3)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4-20점) 15.0(3.2)

경제적 수준 만족도(1-5점)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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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출신국가나 민족을 살펴보면 중국(한족)(39.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29.7%), 중국(한국계)(21.7%), 필리핀(5.1%), 캄보디아(3.7%)의 순으로 나

타났다. 체류자격(비자유형) 별로는 결혼이민(F-6)(34.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

학(D-2)(27.8%), 방문동거(F-1)(17.1%), 재외동포(F-4)(15.1%), 비전문취업(E-9)(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5∼10년 미만(44.3%)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3∼5년 미만(25.7%), 1∼3년 미만(13.4%), 10년이상(12.2%), 1년미만(4.3%)의 순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63.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지역(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보면 현재 취업 중(57.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취업경험 무(31.1%), 과거 취업경험 유(11.3%)의 순이다. 또한 한국어 실력은 평

균 14.7점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은 78.9%, 한국국적 취득률은 21.7%이고, 한국

문화 적응정도는 평균 30.6점이고, 한국사회 소속감은 평균 15.0점이고, 경제수준 만족

도는 평균 3.5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이민자들의 차별정도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

조사대상 이민자들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

유, 차별경험 여부, 차별장소, 차별이유 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대상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1순위 합계 기준),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0.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족(친구) 따라서(19.9%),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서(16.1%), 임금수준이 높아서(14.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비참여자의 경

우,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2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임금수준이 높아서

(20.1%),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17.8%), 가족(친구) 따라서(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가족(친구) 따라서(21.3%),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15.6%), 한국 임금수준이 높아서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를 1, 2순위 중 합계의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0.6%), 한국문화에 친숙해서(22.6%), 가

족(친구) 따라서(19.9%),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16.1%), 임금수준이 높아서(15.6%)로 나

타났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한국에 호감이 높고, 한

국 문화에 친숙하고, 가족과 친구를 따라, 교육받고 취업하기 위해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299

<표 5>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
(단위: %)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

1순위 2순위

프로그램
비참여자

프로그램
참여자

합계
프로그램
비참여자

프로그램
참여자

합계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13.6 8.0 9.2 9.3 9.5 9.5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 23.8 32.4 30.6 27.3 24.9 25.4

한국 임금수준이 높아서 20.1 12.4 14.0 14.9 15.8 15.6

한국 문화에 친숙해서 6.1 9.5 8.8 15.5 24.4 22.6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 17.8 15.6 16.1 14.9 11.7 12.3

가족(친구) 따라서 15.0 21.3 19.9 13.9 10.0 10.8

다른 국가 이주의 차선책으로 2.3 0.5 0.9 3.6 2.3 2.5

다른 국가 이주 준비를 위해 0.9 0.3 0.4 0.5 1.4 1.2

기타 0.5 0.1 0.2 - - -

합계(%, N)
100.0
(214)

100.0
(800)

100.0
(1,014)

100.0
(194)

100.0
(787)

100.0
(981)

 χ2=32.405, df=8, p=0.000(1순위); χ2=11.484, df=7, p=0.119(2순위)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차별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민자의 46.1%(467명)가 한국사회에 생활하면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통합프로그램 비참여자 중에는 57.0%가, 참여자 중에는 46.9%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와 비참여자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와 차별경험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별을 경험한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4점 척도), 직장(일터) 및 학교 등에서

(2.69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거리나 동네에서(2.55점), 상점, 음식점 등 공공장소

에서(2.55점),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2.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

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참여자들이 참여

자들보다 거리(동네), 공공장소,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약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의 차이는 없었다. 차별장소

가 직장(일터) 및 학교 등이 다른 장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거리,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처럼 일회성 또는 간헐적인 만남 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

는 곳에서 차별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을 받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한국인들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이다’(2.7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이민자이기에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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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한다’(2.68점), ‘한국어 능력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2.54점), ‘내가 이민자라 

나를 피하는 경험을 한 적 있다’(2.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이유에 대한 전체 항목

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참여자들이 참여자들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능력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 비참여자들

이 2.67점이고 참여자들이 2.51점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참여자들이 참여자들보다 스스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정리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46.1%가 차별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직장(일터), 학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차별받는 이유로는 한국인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언어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6> 이민자들의 차별경험 여부와 차별받는 이유
(단위: 명, %)

설문항목 세부 설문항목

사회통합프
로그램비참

여자
(N)

사회통합프
로그램
참여자

(N)

전체평균
(N)

집단별 
차이분석

차별경험
여부

차별경험 있다.
57.0
(122)

46.9
(375)

46.1
(467) χ2=1.025, 

p=0.311
차별경험 없다.

43.0
(92)

53.1
(425)

53.9
(547)

차별을 경험한 
장소

(4점 척도)

거리나 동네에서
2.65
(88)

2.52
(344)

2.55
(432)

T=1.609
p=0.205

상점, 음식점,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2.57
(90)

2.55
(349)

2.55
(439)

T=0.042
p=0.837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2.15
(86)

2.11
(325)

2.12
(411)

T=0.123
p=0.726

직장(일터), 학교 등에서
2.66
(90)

2.70
(337)

2.69
(427)

T=0.218
p=0.641

본인이 
차별받는 이유

(5점 척도)

내가 이민자라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대
우한다.

2.68
(214)

2.68
(800)

2.68
(1,014)

T=0.001
p=0.973

한국어능력 때문에 한국인들이 놀림을 
받은 적 있다.

2.67
(214)

2.51
(800)

2.54
(1,014)

T=3.953
p=0.047

내가 이민자라 한국인들이 나를 피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38
(214)

2.27
(800)

2.29
(1,014)

T=2.267
p=0.132

한국인들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2.80
(214)

2.74
(800)

2.75
(1,014)

T=0.583
p=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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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육 참여자 80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10개 설문항목(①교육시설, ②강사능력, ③강사 및 직원태도, ④교육시간, 

⑤교육정보제공, ⑥프로그램개발, ⑦의견수렴, ⑧사후관리, ⑨한국사회 이해에 도움, ⑩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를 보면, 

강사 및 직원태도(4.39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이해에 도움(4.34점), 강사

능력(4.31점),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4.23점), 교육정보제공(4.22점), 프로그램개발

(4.08점), 의견반영(4.08점), 교육시설(4.07점), 교육기간(4.07점), 사후관리(3.83점)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4.0점 이상으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

났다. 특히 강사 및 직원의 태도, 한국사회이해에 도움, 강사능력,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정보 제공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교육수료 후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 참여자들이 사후에도 정보제공 및 교류활동을 기대하는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교육 참여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항목
(5점 척도: 부정→보통→긍정)

결혼이민
(N=292)

비전문취업
(N=40)

유학
(N=202)

방문동거
(N=133)

재외동포
(N=133)

전체평균
(N=800)

집단별차이

① 교육시설이 우수하다. 4.07 4.28 4.02 4.20 3.92 4.07
F=2.829
p=0.024

② 강사의 능력이 우수하다. 4.29 4.33 4.23* 4.36 4.50* 4.31
F=2.793
p=0.025

③ 직원 및 강사의 응대태도가 친절하다. 4.31 4.33 4.39 4.46 4.50 4.39
F=2.120
p=0.077

④ 교육기간 및 시간이 적정하다. 4.05 4.18 4.02 4.20 4.02 4.07
F=1.328
p=0.258

⑤ 교육관련 정보제공을 잘 한다. 4.16 4.35 4.19 4.29 4.26 4.22
F=1.313p
=0.264

⑥ 수강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
한다.

4.04 4.03 4.02 4.17 4.18 4.08
F=1.375
p=0.241

⑦ 교육생의 의견(건의사항)이 잘 반영된다. 4.01 4.10 4.12 4.17 4.05 4.08
F=1.261
p=0.284

⑧ 교육수료 이후 사후관리를 잘 한다(정보제공 및 
교류활동 등).

3.78 3.98 3.81 4.02 3.75 3.83
F=1.835
p=0.120

⑨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4.26 4.40 4.32 4.39 4.45 4.34
F=1.858p
=0.166

⑩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21 4.35 4.21 4.29 4.24 4.23
F=0.546
p=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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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결혼이민, 비전문취업, 유학, 방문동거, 재외동포)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차이여부를 분석한 결과, 강사의 능력에 대해 유학생(4.23점)과 재외

동포(4.50점)들 간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차이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외

동포들이 유학생들보다 강사의 능력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집단 

간에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다른 설문문항에 있어서도 체류

자격별로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대체

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차별경험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 및 

국적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변수는 ①개인특성변수(성별, 연령, 교육, 종교, 가구원수), ②출신국가변수(중국(한

족), 베트남 출신 등), ③체류신분(비자)변수(결혼이민, 유학 등), ④거주지역변수(거주기

간, 서울지역 등), ⑤생활적응변수(차별경험여부, 한국어실력,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여

부 등)로 구분하였다. 

먼저,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차별경험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p<0.05)로 동거가구원수(-0.053), 결혼이민자(-0.880), 

방문동거(-0.990), 취업여부(0.5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 중 차별

을 경험할 상대적 확률을 나타내는 Exp(B) 값을 살펴보면, 취업여부(1.715), 동거가구원수

(0.949), 결혼이민(0.415), 방문동거(0.3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중일수록, 동거가

구원수가 적을수록, 결혼이민자와 방문동거인이 아닐수록 생활하면서 차별을 경험할 확률

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취업을 하지 않고, 동거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결혼이

민자와 방문동거인일수록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 중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직장(일터) 등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95% 신

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p<0.05)로 결혼여부(0.750), 중국(한족) 출신

(-0.730), 베트남 출신(0.804), 방문동거인(0.882), 거주기간(0.401), 서울지역(0.845), 한

국어 실력 정도(0.157)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상

대적 참여 확률을 나타내는 Exp(B) 값을 살펴보면, 방문동거인(2.416), 서울지역(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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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2.234), 결혼여부(2.118), 거주기간(1.493), 한국어실력(1.170), 중국(한족) 출

신(0.4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동거인일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

록, 베트남 출신일수록, 기혼자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중

국(한족) 출신이 아닐수록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표 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로짓 회귀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차별경험여부
(경험했음=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참여=1)

국적 취득
여부(취득=1)

B Exp(B) B Exp(B) B Exp(B)

성별(여성=0) 0.038 1.039 -0.172 0.842 -0.257 0.774

연령(20대/ 30대/40대/50대이상) -0.098 0.907 0.026 1.026 -0.062 0.940

교육 년 수 0.033 1.034 -0.013 0.988 -0.037 0.963

결혼여부(미혼=0) 0.129 1.138 0.750** 2.118 -0.479 0.619

종교유무(종교 없음=0) 0.204 1.226 -0.328 0.720 -0.093 0.911

동거 가구원수 -0.053 0.949 0.205 1.227 0.501*** 1.650

중국(한족) 출신(그밖에 출신=0) -0.251 0.778 -0.730* 0.480 -0.500 0.606

베트남 출신(그밖에 출신=0) -0.276 0.759 0.804* 2.234 0.519 1.680

중국(한국계) 출신(그밖에 출신=0) -0.046 0.955 -0.529 0.595 0.665 1.944

결혼이민(F-6) 비자 -0.880* 0.415 0.213 1.238 4.035*** 56.571

유학(D-2) 비자 -0.743* 0.475 0.411 1.508 1.247 3.480

방문동거(F-1)(그밖에 비자유형=0) -0.990** 0.372 0.882* 2.416 4.241*** 69.449

재외동포(F-4) 비자 -0.793 0.453 0.646 1.909 1.893 6.622

거주기간 -0.010 0.990 0.401*** 1.493 0.466*** 1.594

서울지역(그밖에 지역=0) -0.053 0.948 0.845*** 2.328 -0.178 0.837

수도권지역(그밖에 지역=0) 0.308 1.361 0.010 1.010 -0.139 0.870

차별경험여부(경험 없음=0) - - 0.151 1.163 -0.043 0.958

취업여부(취업경험 없음=0) 0.539*** 1.715 0.138 1.148 0.544** 1.712

한국어 실력(4-20점) -0.010 0.990 0.157*** 1.170 -0.015 0.98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참여=1) 0.168 1.183 - - -0.059 0.943

국적취득여부(취득=1) -0.016 0.984 -0.122 0.855 - -

Constant 0.059 1.061 -3.399 0.033 -6.423 0.000

N / -2 Log likelihood
Model chi-square / df
Cox and Snell R2 / Nagelkerke R2

1,014 / 1351.315
48.069*** / 20
0.046 / 0.062

1,014 / 882.350
162.756*** / 20
0.148 / 0.231

1,014 / 782.009
278.709*** / 20
0.240 / 0.370

 * <0.05, ** <0.01, *** <0.001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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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p<0.05)로는 동거가구원수(0.501), 결혼이

민(4.035), 방문동거(4.241), 거주기간(0.466), 취업여부(0.54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들 중 상대적 국적취득 확률을 나타내는 Exp(B) 값을 살펴보면, 방문

동거(69.449), 결혼이민(56.571), 취업여부(1.712), 동거가구원수(1.650), 거주기간(1.59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의 특성으로 방문

동거자일수록, 결혼이민자일수록, 취업중일수록,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국적취득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국

적취득의 비율이 높은 이민자 집단은 방문동거자와 결혼이민자이다. 왜냐하면 유학생이

나 이주노동자와 같은 다른 이민자 집단에게는 국적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그 외에 취업 

중이거나 동거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거주기간이 길수록 국적 취득 확률이 높은데 이는 

직업을 갖고, 가족구성원들이 많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국적 취득의 필요

성이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성과 정도를 한국문화 적응정도, 한국사회 소속감 정

도, 경제적 수준 만족도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9> 참조). 

먼저, 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년수

(-0.143), 종교유무(0.758), 유학(-2.232), 수도권지역(-0.754), 차별경험여부(-1.194), 한

국어 실력(0.499),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1.128)가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95%의 신

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년수가 적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유학생이 아닐수록,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할수록,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한국문화에 적응정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유학생일수

록, 수도권지역에 거주할수록,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한국문화에 적응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독립변수 중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β)의 값을 보면, 한국

어 실력(0.316), 유학(-0.187), 차별경험여부(-0.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화 

적응에 한국어 실력, 비유학자, 차별경험 순으로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력이 높고, 유학생, 수도권지역일수록 문화적응 정도가 낮은 것은 본 설문조사 

참여자 중 학력이 높은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일부가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한국문화 적응에 어러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금지정책이 이민자들의 문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305

적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한국문화에 적응할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응에 있어서 언어교육(언어능력)과 사

회적응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선형 회귀분석)12)

12) R2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라고 불리는데, 종속변수의 분산 중 몇 %가 독립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이학식 외, 2015). <표 9>를 보면, 인구사

회학적 특성변수(독립변수)가 경제적 수준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0.070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제적 수준 만족도를 7.0% 설명한다

는 의미이다. R2의 값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에서 회귀계

수(B)는 경향치(trend)를 측정하는 반면 결정계수(R2)는 측정치들이 회귀선 주위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결정계수가 높고 낮음은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계수(R2)가 낮은 경우 정확한 예측(predictions)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다(Ogee et al., 2014). 본 회귀분석의 목적은 종속변수 경제적 수준 만족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간의 경향치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경제적 수준 만족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다소 낮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교육성과(문화적응, 소속감, 경제적 만족도)의 정도

한국문화 
적응정도(8-40점)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 
(4-20점)

경제적 수준 
만족도(1-5점)

B β B β B β

성별(여성=0) -0.283 -0.025 0.570* 0.081 0.192** 0.098

연령(20대/ 30대/40대/50대이상) 0.202 0.030 0.406** 0.099 -0.009 -0.008

교육 년 수 -0.143** -0.096 -0.046 -0.050 -0.000 -0.002

결혼여부(미혼=0) 0.158 0.014 0.351 0.051 0.064 0.034

종교유무(종교 없음=0) 0.758* 0.068 0.687*** 0.100 0.198*** 0.105

동거 가구원수 0.291 0.048 0.393** 0.105 0.122*** 0.118

중국(한족) 출신(그밖에 출신=0) -1.044 -0.096 -1.857*** -0.277 -0.192 -0.104

베트남 출신(그밖에 출신=0) -0.706 -0.060 -0.132 -0.018 0.052 0.026

중국(한국계) 출신(그밖에 출신=0) 0.378 0.029 -1.759*** -0.221 -0.133 -0.060

결혼이민(F-6) 0.317 0.028 1.326* 0.191 -0.075 -0.040

유학(D-2) -2.232** -0.187 0.806 0.110 -0.048 -0.024

방문동거(F-1)(그밖에 비자유형=0) 0.296 0.021 2.060*** 0.236 0.044 0.018

재외동포(F-4) -1.180 -0.079 1.028 0.112 -0.168 -0.066

거주기간 0.278 0.053 0.115 0.035 -0.066* -0.074

서울지역(그밖에 지역=0) 0.347 0.029 0.035 0.005 -0.080 -0.040

수도권지역(그밖에 지역=0) -0.754* -0.068 0.679** 0.100 0.153* 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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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 ** <0.01, *** <0.001

다음으로,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0.570), 

연령(0.406), 종교유무(0.687), 동거 가구원수(0.393), 중국(한족) 출신(-1.857), 중국(한국

계) 출신(-1.759), 결혼이민자(1.326), 방문동거자(2.060), 수도권지역(0.679), 한국어 실

력(0.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들 중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동거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중국(한족)과 중국(한국계) 출신이 아닐수록, 

결혼이민자일수록, 방문동거인일수록, 수도권지역 거주자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

록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

수(β)의 값을 보면, 중국(한족) 출신(-0.277), 방문동거인(0.236), 한국어 실력(0.221), 중

국(한국계) 출신(-0.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소속감에 중국(한족) 출신, 

방문동거인, 한국어 실력, 중국(한국계) 출신 변수의 순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소속감을 가지는 이민자들의 특성이 남성일수

록, 연령이 높고, 종교가 있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결혼이민자이며 방문동거자이

고, 수도권지역 거주자이고, 한국어 실력이 높은 이민자인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한

족)이나 중국(한국계) 출신 이민자들은 우리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우리사회 소속감을 

느끼는데 있어서도 한국어 실력이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떤 사회에 

문화적응과 소속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언어사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경제적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0.192), 

종교유무(0.198), 동거가구원수(0.122), 거주기간(-0.066), 수도권지역(0.153), 한국어 실

력(0.047), 국적취득여부(-0.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들 중 남성일수록, 종

교를 갖고 있을수록,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수도권지역 거주

차별경험여부(경험있음=1) -1.194*** -0.111 -0.332 -0.050 -0.091 -0.050

취업여부(취업경험 없음=0) 0.155 0.013 0.255 0.036 -0.063 -0.032

한국어 실력(4-20점) 0.499*** 0.316 0.214*** 0.221 0.047*** 0.17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참여=1) 1.128** 0.086 -0.134 -0.017 -0.044 -0.020

국적취득 여부(취득=1) -0.333 -0.026 -0.027 -0.003 -0.191* -0.087

Constant 23.098 9.158 2.816

N / R2 / Adjusted R2

F-Value, Sig
Durbin-Watson

1,014/0.282/0.266
18.521 / 0.000
2.016

1,014/0.183/0.166
10.582 / 0.000
1.968

1,014/0.070/0.050
3.536 / 0.000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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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

과는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는 이민자는 남성이고, 종교가 있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고, 

수도권지역 거주자이고,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이민자들인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이

민자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이민자들 중에 주로 한국어 실력이 있는 남성이며, 결혼

하여 부모나 자녀가 있고, 수도권 지역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경제적 수준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β)의 값을 보면, 한국어 실력(0.174), 동거가

구원수(0.118), 종교유무(0.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의 경제적 수준 만족도

에 한국어 실력, 동거가구원수, 종교의 순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어 실력이 본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고 

종교가 있을수록 가구구성원들 간의 가족애와 경제적 책임감, 심리적 안정감이 결합되

고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거주기간이 길수록, 국적취

득을 할수록 이민자들이 경제적 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져 국적을 취득할수록 내국인과 경제적 삶의 격차와 상대적 빈곤감을 

인식하여 경제적 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

이 낮을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유학생이 아닐수록, 비수도권지역 거주자일수록, 차별경

험이 없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우리문화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

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동거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중국(한족)

과 중국(한국계) 출신이 아닐수록, 결혼이민자일수록, 방문동거인일수록, 수도권지역거주

자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경제적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동거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수도권지역 거주자일수록, 한국어 실력

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 적응정도, 한국사

회 소속감 정도, 경제적 수준 만족도 등 세 가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종교유무, 수도권지역, 한국어 실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특성으로 종교를 갖고 있

는 이민자, 거주지역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거주자가, 생활측면으로 한국어 실력이 우리

사회 문화적응, 소속감, 경제적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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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본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 

1,014명(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800명, 비참여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참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9,547명이 참여하였으며, 체류자격별로는 주로 결혼이민자(50.8%), 비전문취업자

(13.3%), 재외동포(5.3%), 방문동거자(5.3%)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0.6%), 한국문화에 친숙해서(22.6%), 가족(친구) 따라서(19.9%), 한국에서 교육

받기 위해(16.1%), 임금수준이 높아서(15.6%)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한국에 호감이 높고 한국 문화에 친숙해서 가족과 친구를 따라 

교육받고 취업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이 인식하는 차별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민자의 46.1%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직장(일터),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이

민자를 차별하는 이유로는 한국인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민자들의 언어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척도) 결과, 강사 및 직원

태도(4.39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이해에 도움(4.34점), 강사능력(4.31점),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4.23점), 교육정보제공(4.22점), 프로그램개발(4.08점), 의견반영

(4.08점), 교육시설(4.07점), 교육기간(4.07점), 사후관리(3.8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강사 및 직원의 태도, 한국사회이해에 도움, 강사능력,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정보 제

공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차별경험은 취업중일수록, 동거가구원수가 적

을수록, 결혼이민자와 방문동거인이 아닐수록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으로 방문동거인일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베트남 출신일수록, 기혼자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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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중국(한족) 출신이 아닐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민자들의 국적취득 요인으로 방문동거자일수록, 결혼이민자일수록, 취업중일수록,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국적취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년수가 적

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유학생이 아닐수록,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할수록, 차별경

험이 없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한국문화에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소속감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동거가구원수가 많

을수록, 중국(한족)과 중국(한국계) 출신이 아닐수록, 결혼이민자일수록, 방문동거인일수

록, 수도권지역 거주자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일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수

도권지역 거주자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에도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 확대와 체류유형의 다양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민자들을 위한 세심한 사회통합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가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0.6%), 한국문화에 친

숙해서(22.6%), 가족(친구) 따라서(19.9%), 한국에서 교육받기 위해(16.1%), 임금수준이 

높아서(15.6%)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는 주로 단순기능노동자 또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취업과 결혼이 중요한 이주 이유였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와 함께 변화가 있음

을 의미한다.13) 실제로 체류 외국인들의 구성을 보면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유학생, 

생산숙련직, 단기취업, 해외동포 그리고 정치적 난민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입국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향후에도 확대･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입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한국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 의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13)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를 보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50% 이상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출신이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95% 이상이 중국 및 

중국(한국계),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이다. 반면 전문인력의 경우 회화지도(E-2), 전문직업

(E-5)은 주로 북미계와 유럽계인 반면,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은 아시

아계로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등의 출신이다(김영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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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의 

46.1%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한국인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편

견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한국형 이민자들에게 나타나고, 한국인들이 

백인들에게는 호감을 많이 갖고 있으나 다른 유색인들은 인종차별하고 있다는 임도경

(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14). 특히 동남아시아계의 이민자들에게 인종적 배

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 등 법령제정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의 다양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인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강사 및 직원의 태도, 한

국사회이해에 도움, 강사능력,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정보 제공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

다. 향후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운영기관의 효율화와 교육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한국문화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가 문화적응과 소속감

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교육이 이민자

들의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Hou 

& Beiser, 2006; Stewart et al., 2008). 

다섯째, 이민자들의 우리사회로의 정착과 통합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보다 한국문화 적응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14) 임도경(2010)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크게 세 유형(친한국형, 반한국형, 한국우호형)으

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친한국형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 미국계 혼혈, 유럽 등 백인 이민자들로, 

이들은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정이 많고, 예의 바르고, 끈질긴 성격을 갖고 있고, 한국은 선진국

으로 안전하고 다시 방문하거나 살고 싶은 곳으로 인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반한국형 이민자들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계 유색인종 이민자들로, 이들은 한국은 돈 벌 기회가 많지 않고, 살기 좋은 

곳도 안전하지도 않으며, 한국 사람들은 자기나라의 것만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전

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닫힌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우호형 이민자들은 주로 한국

계 동포 이민자들로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311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방문동거인, 서울지역에 거주

자, 베트남 출신, 기혼자, 한국어 실력이 높은 사람, 장기 거주자, 비중국(한족) 출신 등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에 혜택이 있는 것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우리사회에 정착, 적응 및 통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정 

이민자 집단이 있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

여를 하고 있고 참여에 대한 요인과 교육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에서 겪는 불편한 삶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민과 사회통합 관련법과 제도의 지속적 개선

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

통합이 단순히 동화가 아닌 상호관계, 언어적 소통의 가능성, 문화적 공유의 가능성 그리

고 사회적 연대감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민자의 사회문화 통합뿐만 아니라 이민

수용국 국민들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OECD, 2006; Ber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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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articipatory Facto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s of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A Focus on 

Comparing Program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Dong-Jin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that provides 

language and basic knowledge education necessary for immigrants' social life and the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surveyed 1,014 immigrants 

(foreigners staying in Korea: 800 participants in KIIP and 214 non-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209,547 people participa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KIIP from 2009 to 2018. Mainly involved among them were married immigrants 

(50.8%), non-specialized workers (13.3%), overseas Koreans (5.3%), and visiting domestic 

residents (5.3%). Second, the main reason for migration to Korea was because of the 

attractiveness of Korea (30.6%),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22.6%), following family and 

friends (19.9%), for education (16.1%), and high wages (15.6%). Third, 46.1% of the 

immigrants who stayed in Korea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mainly recognized the 

location as the place of work or school and the reason for discrimination was Korean 

prejudice or the lack of language ability. Fourth, the results of the KIIP satisfaction survey 

showed that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he overall operation of KIIP in terms of the 

attitudes of instructors and employees, and help in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Fifth, 

being Vietnamese, visiting cohabitants, residing in Seoul, being married, having longer 

residence periods, exhibiting higher Korean proficiency, and not being Chinese (Han) made 

immigrants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KIIP. Finally,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by immigrants included lower level of education, being more 

religious, not being an international student, residing outside of a metropolitan area, having 

les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higher Korean proficiency, and a higher degree of 

participation in KIIP.

【Keywords: Immigrant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Immigrant 

Discrimination, Participatory Factors, Educational Perform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