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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의 유입, 존재양태, 기존 사회와 맺는 관계,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변천 등을 둘러싸고 관련된 주요 영역들 내지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힘과 가

치정향의 충돌과 타협, 작용과 반작용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들로 구성되는 정치적 현

상이다. 그러한 점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작

된 ‘이주노동정치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성격을 판별하는 하나의 시험대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98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화가 결정된 

1993년 말까지의 이주노동정치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정책사나 운

동사의 관점들을 포괄하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정치사의 시각에서 행정, 경제, 노동, 

시민사회 간 관계들의 복합적 전개과정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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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87 민주화운동이 직선제 개헌으로 일단락되면서 군부독재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87체

제’의 시작이 군부독재 시절 유산의 종언이나 민주주의 승리의 최종적 선언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둡게 가려진 과거사(事)와 군부독재시기에 형성된 권위주의와 군사

주의의 문화적, 제도적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民主)의 제도와 문화를 복원하거나 정초하

기 위하여 더 많은, 그러면서도 더 다양한 후속 ‘민주화들’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7~9월 노동자투쟁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신호탄이었다. 이는 이후 더딘 진전과 빠른 후퇴, 

거듭된 좌절과 희망의 교차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소수

자운동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걸음들이 축적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굴절과 퇴

행의 순간들을 거치면서도 조금씩 포용성의 수준을 높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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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장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주노동자운동1) 역시 이 역사

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소수자이자 노동자로서 포용

과 배제의 첨예한 경계에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은 인정투쟁과 계급투쟁이 

교차하면서 경계의 질서를 문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후속 민주화운동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운동을 국내 민주주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그것

이 접맥되어 있는 보다 넓은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이주노동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

과 상태를 판별하는 유의미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의 핵심 개념인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의 유입, 존재양태, 기존 사회와 맺는 관

계,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변천 등을 둘러싸고 관련된 주요 영역들 내지는 세력들 간에 벌어

지는 힘과 가치정향의 충돌과 타협, 작용과 반작용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들로 구성되는 

정치적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정치사 연구는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들

이 이뤄지고 서로 연관되는 과정으로서의 이주노동정치의 변동을 추적하는 작업이 된다.

그런데 국내 이주노동정치 연구는 그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다문화 열풍’ 속에서 이민자 통합 이론 

및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윤인진 2008, 

77-8; 이병하 2011, 78). 그러면서 학계의 주 관심 대상도 이민자 통합모델로 수렴되는 경

향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국내 이주노동정치 연구는 주류적 관심 밖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이주노동정치사의 초기(87~93)에2) 관한 연구적 관심은 이 시기가 이후 

이주노동정치의 방향과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이주노동정치를 연구대상으

로 삼고 그 초기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는 이주노동과 관련된 현상을 정치

  1) 여기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운동과 이들과 연대하거나 이들을 지원하
는 사회 내 조직적 운동을 포괄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밝혀둔다. 

  2) 필자는 기존 연구에 나타난 시기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1기
(1987~1993)는 외국인력정책이 전면화된 형태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형성되기까지의 시기이
자 이주노동자운동의 생성기이다. 2기(1994~2004)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
고 진화하여 나가면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자 이주노동자운동이 본격적
으로 성장, 분화해가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3기(2004~현재)는 정책적 관심의 초점이 외국인력
정책에서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이동한 시기이자 
이주노동자운동이 분화, 제도화되어 간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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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정책사나 운동사의 관점에서 출발한 기존의 논의들과는 차

별된 입장에 서 있다.3) 물론 이주노동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사와 운동사 연구가 정책

과 운동 일변도의 서사로 이뤄졌다고 말하거나, 혹은 정치사의 접근을 정책사와 운동사를 

대체하는 접근법으로 강변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정책사와 운동사를 

포함하면서도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이주노동정치사의 지형을 그려 내는 작업이 이

주노동 문제와 관련한 운동들과 정책들의 특징,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식형성과 실천

행위를 보다 맥락화하여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심중에 두고 행정, 경제, 노동, 시민사회를 주요 영역들로 보고 그 관계가 구체적이고 다양

한 계기들 내지는 맥락들과 접맥되면서 전개되어 나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본격적인 이주노동 유입의 맥락과 특징을 서술한다. 다음으로는 외국인력도입 논

란의 첫 시험대인 광원수입 논란을 살펴보고, 이후 외국인력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제

한적 산업연수생제도의 실시로 이어진 과정을 서술한다. 이어진 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수가 격증하는 가운데 정부 내 외국인력행정의 노동분업이 형성되고 사회 내 이주

노동자운동이 태동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곧이어 이러한 과정이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

화로 귀결된 경위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 시기 

이주노동정치사가 민주주의와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를 서술한다. 

II. 이주노동의 한국행: 맥락과 특징

이주노동자들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은 먼저 국제노동이동양상의 변화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전후에서 1970대 초반까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급성장하는 서유럽지역의 저숙

련 노동시장으로 유입었다. 그러다가 오일쇼크 위기가 터진 1973~4년을 기점으로 이들의 

유입이 제한,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국제노동이동은 지속

되었다. 걸프지역 산유국들과 아시아 ‘용들’이 자본투자와 산업화의 진척으로 이주노동을 

대규모로 흡수하였고(Castles 2006, 746), 한국 역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제이주

노동의 일부를 본격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3) 정책사를 다룬 연구로는 최선화(2003), 심보선(2007), 이혜경(2008), 이병하(2011) 등이 있고, 운
동사를 다룬 연구로는 설동훈(2003), 이정환(2003), 케빈 그레이(2004), 박경태(2005), 이선옥
(2005), 김남국(Kim 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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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주노동의 본격적 국내유입의 맥락과 특징을 보면, 우선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

제호황과 국제행사의 개최로 저개발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국제행사 개

최와 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출입국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이들의 유입이 촉진되었다

(이정환 2003, 377).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임금 수준이었다. 한국사회는 6월 항쟁

으로 열린 사회운동의 활동공간을 매개로 민주노조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던 시기에 

있었다. 이 시기 많은 노조들이 임단투를 조직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예컨대 1988년에 조직노동자들은 생산직의 경우 15.5%의 노조평균 타결임금인

상률을 획득했다(김세균 2002, 212). 이는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예컨대 1990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월평균소득은 중국 노동자의 26배가량, 태국 노동

자의 5배가량에 이르렀다(중소기업중앙회 2012, 140). 결국 이러한 상황이 저개발국 ‘산업

예비군들’의 한국행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한 또 다른 핵심적 이유는 노동시장 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이다. 이는 다시 인력난 심화와 사용자의 외국인력 선호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인력난을 보면, 당시는 3저 호황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광범위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인

력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운

동을 기업과 그룹으로 내부화하기 위한 물질적 ‘양보’의 일환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서

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조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임영일 1998, 

169; Koo 2013, 290-92).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저숙련 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확대와 200만호 주택건설정

책 역시 인력난을 가속화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1차 노동시장과 단

순 작업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의 2차 노동시장의 분화가 가속화되었고, 후자의 

인력부족률은 상승일로였다. 1989년에 3.2%였던 인력부족률은 이듬해 5.5%로 급상승하

였고, 특히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한 생산직 분야의 1991년 인력부족률은 9%를 넘어 섰다. 

그 가운데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 생산직 인력부족률은 무려 15.3%를 기록하였다(중

소기업중앙회 2012, 140). 이에 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사체를 통하여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력도입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기협), 주택사업협회, 석탄협회는 각각 상공부, 건설부, 동력자원부를 중심

으로 정부에 해외인력수입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보자. 당시 한국의 자본생산성은 하락국면

에 있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경쟁 제조업체들이 등장한 1990년대 초에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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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은 한계에 도달하였다(지주형 2011, 160).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내부요인론을 강변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가 손 쓸 수 없

는 바깥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요인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규정하고 “극렬한 노사분

규”를 질타하였다(대통령비서실 1990, 612). 이러한 논리에 근간한 지배세력의 헤게모니적 

노동배제정책은 수많은 노동쟁의를 목도한 사용자들의 심중에 대내외적 경제구조에 앞서 

노조와 노사분규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각인시켰다. 사용주들은 내국인근로자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노조분쟁 우려가 없고 저렴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셈법으로 법적 신

분,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리가 모두 취약한 이방인들을 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의 유입은 정부와 노동계의 미온적 대응 속에서 확대되었다. 당시 

정부는 강력한 ‘법질서’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불법체류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역량

의 부족이나 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예컨대 정부는 적발된 

불법취업외국인들 대다수에게 출국권고와 같은 미온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경향신

문 91/09/16, 14). 한편 한국노총과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계는 외국인근로자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인 사회적 쟁점화와 반대 투쟁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

적이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노동계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의 부재 

또한 이주노동의 유입과 ‘불법’취업을 용인, 장려한 배경 요인이었다.

III. 첫 시험대: 광원수입 논란

1991년 2월 25일,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태백시를 방문하여 지역 탄광업계 노동자와 사

용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광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인근로자수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4) 당시 이 발언은 뜨거운 찬반논쟁을 불러왔

고, 그러면서 외국인광원수입 문제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의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

대가 되었다.

당시 광원의 근로조건은 도시락을 ‘사자(死者)밥’이라 부를 정도로 열악하였다. 연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손실비율로 따지는 노동강도율은 22.84로 제조업(1.95)과 건설업(2.85)

  4)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산업연수생제도 같은 편법으로 부족한 노동인력을 충당하기에는 역부
족”이며 “글로벌화 되어가는 경제현실에서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을 막을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술회하였다(최병렬 2011,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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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안재성 1988, 25). 특히 전국 산재사망자 100명 중 18명이 광산

에서 발생할 정도로 광산노동자 산업재해율은 대단히 높았다(전국광산노동자조합연맹 

2011, 534). 또한 당시 광산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는데 그러한 임

금마저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처럼 낮은 임금에는 부

조리한 도급제의 문제가 함께 도사리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였다. 결국 견디다 못한 광

산노동자들의 파업행렬이 이어졌다.

근로조건과 임금이 광산인력난의 구조적인 배경요인이라면 정부의 석탄합리화조치는 

인력난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저유가-저달러 현상으로 인

한 국내유가 하락, 고급에너지 수요증대와 석탄소비 감소, 수입탄 대량반입과 국내탄 과

잉생산에 따라 1989년부터 비경제탄광합리화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주로 중소탄

광회사들의 폐쇄를 불러왔다. 또한 폐광 탄광근로자 재해근로자 보험급여 및 진폐환자 부

담금을 잔존가행 탄광에 전액 전가함으로 탄광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다(전국광

산노동자조합연맹 2011, 554). 결국 광산노동자의 작업조건은 더 험악해졌고, 임금수준 및 

후생복지상태도 더욱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광근로자 부족 현상은 악화일로였

다. 광산업계, 석탄협회, 동력자원부가 외국인광원수입을 검토하고 정부에 요청한 것은 바

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한편 상술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 장관의 광원수입 발언을 광산노동자 처우 개선은 고

사하고 오히려 탄광업계 요구에 편승하면서 광산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받아들였다. 광산노동자들과 노동계의 반대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었다. 태백

시 광산노동자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와 재야단체들은 1991년 5월 18일 태백시 장

성광업소 노조사무실 앞에서 ‘광부수입검토 반대’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가졌다(동아일보 

91/05/19, 15). 이에 앞서 5월 3일에는 전국광산노동조합총연맹(이하 광산노련)의 주도 하

에 서울 노총회관에서 산하 전국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이 모여 ‘91임투승리를위한전국

광산노동자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해외노동력수입 기도를 규탄하며 반대시위를 벌였다

(전국광산노동자조합연맹 2011, 533-34).

한국노총과 전노협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당시 해외광원수입문제가 해외노동력

수입에 대한 정부당국의 중요한 정책변화로 풀이되었던 것이다. 노동계는 외국광원수입 

허용 문제를 일반 외국인력도입 문제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신뢰하지 않

았고, 광산근로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국내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우려하였다. 특히 경영주들이 채산성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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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국내근로자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노조관계자들은 국내근로자

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까지 읽었다. 이

처럼 광산노련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전노협까지 외국인광원도입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광원수입은 결국 무산되었다(정영섭 2012, 68).5)

결국 외국인광원수입논란은 광원수입 무산으로 일단락되면서 외국인력의 도입방식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식은 사실상 정책 대상에서 멀어져 갔다. 실제로 

이후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방식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기울었다.

IV. 법무부 훈령 제255호: 제한적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광원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곧 외국인력도입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

내 노동자립도 훼손, 사회정책적 부담, 외국인 범죄, 인종차별, 외국인 권리 침해, ‘저질문

화’ 유입 등 반대 목소리는 다양하였다. 대안 제시형 반대도 있었다. 노동구조 개선, 제조업

으로 인력을 재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여성노동력과 고령자 등 유휴노동력 일

부의 산업인력화 등을 통하여 인력난을 완화,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노동부와 법무부는 노동계 반응, 행정역량 미비, 국제문제 발생, 사회적 부작용 등을 우려

하여 외국인력도입에 난색을 표하였다(조선일보 90/07/13, 7). 한편 한국노총과 전노협을 

비롯한 거개의 노동단체들은 내국인근로자 취업기회 박탈과 근로조건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였다(하갑래·최태호 2005, 114-15).

외국인력도입 요구 또한 강력하였다. 인력부족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중소제

조업계에서 인력확보문제가 절실하였다. 외국인력도입 찬성 측에서는 향후에도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쉽게 개선될 전망이 없고,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극복

  5) 노동운동이 광원수입 무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정부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를 함께 고려
할 때 보다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노동부 측은 외국인력수입 반대
가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광원수입은 예외적인 조치라 해명하기도 하였고, 일부 실무자들
은 광원수입의 전제조건인 노사 간 100% 완전합의가 현실성이 없기에 광원수입허용방침이 사
실상 의미가 없다고도 해석하였다(동아일보 91/07/29, 5). 더욱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포함하
여 굵직한 선거들을 연이어 치러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광원수입이라는 악재를 짊어질 뚜렷한 이
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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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값싼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력채용합법화를 건의하였다. 특히 

중기협이 이러한 요구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이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 관련 부처의 대체적인 입장은 인력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과감히 결정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90/07/13, 7).

상술한 논란 속에서 외국인력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상공부였다. 상공부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인력수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노동부와 법무부의 반대를 

피하기 위하여 단순기능해외인력의 국내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공부는 

국내인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해외진출 필요성이 높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해외인력의 

국내연수를 허가하되 3개월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연수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

수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준비하였다(동아일보 91/06/28, 15).

이 방안은 9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산업인력수급대책긴급회의를 거친 뒤 10월 9일 국무

회의에서 실시가 결정되었다. 산업재해 산업연수생에 대한 처우 문제로 부처 간 논란이 있

긴 하였지만 정부는 3개월로 되어 있는 외국기능인력의 연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

고, 중소기업은 종업원수의 10%, 대기업은 5% 범위 내에서 외국기능인력을 연수형식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동아일보 91/10/10, 3). 얼마 뒤인 10월 26일, 마침내 한국정부 최

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정책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법무

부 훈령 제255호)이 제정되고, 다음 달 곧바로 시행되었다.6)

지침 제3조 2항에 따라 연수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법무부장관의 인정 하에 추

가로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1년 연수가 가능해졌다. 제도 자체의 취

지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모기업에 연수시킨 뒤 다시 현지의 공장

에 투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국내취업 금지원칙을 고수

하면서도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합법화하는 편법적 조치였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

구에 부응하여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하여 산업연수 체류자격

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편법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길을 연 셈이다(하갑래·최태호 

2005, 115, 211).

상술하였듯이 법무부 훈령 제255호는 정부가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어느 정

도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반대를 피하기 위하여 택한 절충안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노동계 

  6) 법무부 훈령 제255호와 그 시행세칙의 내용은 송병준(1993, 99-106)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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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계에는 외국인력도입 문제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조

직화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였다.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차 사

그라지는 와중에 이러한 흐름을 부추기는 동시에 이에 편승한 정부-자본의 공세가 거세었

고,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력도입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적극적 반대의 칼날은 무뎌져 있었

다. 한국노총의 경우 성명서를 내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그 이상의 집단행동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최선화 2003, 45). 전노협 또한 외국인고용문제를 전반적인 고용문제와 연

계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만드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였고 대체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노조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확대되었다

(최홍엽 1997, 88). 

정리하면 정부 최초의 공식적 단순기능외국인력정책인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실시는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화되고 자본-정부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던 가

운데 운동의 동력이 떨어진 노동계의 적극적 대처의 부재 속에서 업계의 요구를 대변한 상

공부가 타 부처와의 갈등을 조정,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V.   정부 내 외국인력행정의 노동분업과 사회 내 이주노동자운동의 

태동

1. 산업연수생 도입의 본격화와 문제점

법무부 훈령 제255호에 의하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유입 경로는 해외투자, 기술제

공, 설비수출 관련 해외현지법인을 통해서 이들을 유입하는 것(제2조 1항)을 기본으로 하

되,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

는 산업체에서 연수하려는 자를 들여오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 시 해당 산업체

가 제2조 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그러한데 이러한 방식은 

외국인연수생 활용 대상기업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대기업 내지 중

견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하갑래·최태호 2005, 115).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협은 법

무부 훈령 제255호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연수기간 연장과 연수대상업체 조건 

완화를 건의하였다(중소기업중앙회 2012, 141). 이에 정부는 이미 상공부 장관 추천업체에 

한하여 해외동포 및 외국인력을 연수 형식으로 산업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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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2002, 103).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 및 고용주 

자진신고기간’(1992. 6. 10~1992. 7. 31)이 지난 1992년 9월에 이르러서였다. 정부는 9월부

터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염색, 도금, 주조, 열처리, 기계 분야 등 10개 업종

에 대하여 상공부 장관 추천으로 1만 명의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상

공부는 후속 조치로 같은 달 ‘외국인연수자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7) 이 지침은 ‘실무연수’

라는 이름 하에 사업주가 사실상 연수자로부터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 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지침은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추상적인 내용에 그쳤고, 산업재해나 임금지불 등 기본 근로조건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최홍엽 1997, 89-90). 이처럼 상공부 지침은 외국인력을 

‘연수’라는 틀에 배속시키고 이에 벗어난 취업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행정권

력의 행사였다. 더욱이 이러한 와중에 연수생의 선발, 훈련, 초청 등의 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국내 민간인력업체에 의한 대행서비스로 이루어지면서(남성일 외 1996, 52), 이른바 

‘이주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적, 외교적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정부는 1993년 4월 산업연

수생제도를 일시 중단하였다. 물론 이 결정에는 나빠진 국내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미 

일정수의 연수생이 들어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실제로 199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

가 하강하고 고용사정도 악화되었고, 연수추천인원은 당초에 목표한 1만 명에 육박하는 

8000명에 달하여 있었다(남성일 외 1996, 53; 박상규 2012, 1993).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수생 이탈 등에 따른 관리상 문제와 편법 도입에 따른 부담의 가중으로 이 제도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였다. 

2. ‘불법’ 외국인근로자 활용정책과 행정의 노동분업

“지난해 우리는 8.6%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
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 […] 여기에 인력난 […] 으로 생산활동이 적지않
은 제약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 임금은 생산성의 증가범위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민생치안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 증강된 경찰의 인력과 장비, 그동안 ‘범
죄와의 전쟁’에서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범죄를 소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7) 이 지침은 송병준(1993, 107-109)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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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문 중8)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와 공산권 붕괴”를 “나라 안팎의 2중의 소용돌이”로 규정하면서 

대내적으로 ‘생산성’과 ‘민생치안’으로 대변되는 자유경제질서와 법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통치의 방향을 세웠다(노태우 2011, 24). 행정의 수많은 대상들이 이러한 통치의 틀 속에서 

관리되었고, 불법체류외국인 문제 역시 그 궤를 벗어나지 않았다.

1992년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주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해였다. <표 1>에서 보

듯이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고, 그 수가 격증하고 있었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매도하고 임금인상 요구를 불온시하는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저

임에 노사분규 우려도 낮은 외국인력의 도입은 분명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당해 굵직한 선거들을 앞두고 산업인력난 속에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과 추방을 손쉽게 택하기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당시 외국인 범죄의 급증과 흉포화

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통치 전략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

안 심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이

처럼 상반된 두 측면은 일견 통치의 딜레마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보면 정부는 불법

체류외국인 문제를 ‘생산성―치안’의 전반적인 통치의 틀 내에서 부처 간 ‘행정의 노동분

업’을 통해서 관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주요 관련 부처들인 법무부, 상공부, 노동부를 

  8) 대통령비서실(1992, 772-776), 굵은 글씨 필자.

<표 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의 변화추이

(단위: 명)

연도 전체 등록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06,409
07,410 
14,610 
21,235 
45,449 
73,868 
66,323 

2,192 
2,403 
2,474 
2,833 
2,973 
3,395 
3,767 

0
0
0
0

0,599
4,945
8,048

04,217 
05,007 
12,136
18,402 
41,877 
65,528 
54,508 

출처: 설동훈(200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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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부처 간의 이견, 경쟁, 대립, 갈등의 관계성

이 부각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큰 통치의 차원에서 이들 간의 노동분업의 모습에 주목

한다.

법무부로부터 시작해보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은 업계의 인력난과 

동포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미온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한 축으로, 그리고 소비나 유흥산업 등 서비스업

을 다른 한 축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묵인이나 출국권고 정도의 미온적 조치가 

보다 일반적이었다면, 후자의 경우 국민감정 등을 이유로 들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포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비-동포 불법체류외국인에 

비하여 그 정도가 덜하였다. 그러가다 1992년 3월 파키스탄인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벌어

진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무부의 입장이 강경해졌다. 이 사건은 불법체류 조직

폭력배 간의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범죄의 흉포성이 부각됨으로써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최인섭·최영신 1994, 13). 이는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싼 종합적 질문을 낳았고, 법무부의 강경 대응의 명분으로

도 활용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불법취업과 외국인 범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벌조항이 대

폭 강화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과 중국교포와 동남아인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 및 사증 발급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한겨레 92/04/01, 14; 조선일보 92/04/01, 

22).

특히 법무부는 6월에 외국인 체류관리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불법체류외국인 

및 고용주 자진신고기간설정’을 공고하여 신고한 불법취업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면제하

고 신고사업주 책임으로 당해 12월 말까지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기한을 연장하는 한시

적 국내체류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총 32개국 6만1126명의 불법체류외국인과 1만796명

의 고용주가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2002, 133; 조선일보 92/08/04, 22). 그러한데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로 인하여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의 단계적 출국과 업계의 인력난 심화(이는 ‘생산성’의 문제와 직결된다)가 예견

되자 정부는 앞선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공부 장관의 연수대상업체 추천이라는 형식으

로 연수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발생할 인력 부족을 메우

기 위하여 취해진 보완적 행정 조치였다. 그러한데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유예기

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몇 차례 연기되었다. 이미 자진신고를 한 불법체류외국인 가운

데 2만7000명은 제조업 취업자라는 이유로 1992년 말에 출국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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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93/05/04, 10), 이후 1993년 5월에는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유예기간이 6월 말에 끝남

에 따라 출국유예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그해 6월 법무부에 불법체

류를 신고한 외국인력 1만8000여 명은 강제출국조치가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9월부터 연

말까지 단계적으로 자진출국 하도록 되었다(경향신문 93/09/29, 6). ‘시한부 합법화’ 내지 

‘유사 합법화’로 불리기도 한 이러한 행정조치는 인력난과 업계 반발을 우려한 상공자원부

와 사회문제화로 체류연장불가 입장을 견지한 법무부 사이에서 ‘생산성’과 ‘치안’의 두 행

정 방침의 경중을 따지다가 찾아낸 잠정적 타협점이었다.

한편 정부의 출국유예방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처우는 별다른 개선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를테면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1992년 9월부터 ‘외국인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미등록자에 

대한 산재 승인도 불허하였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고건수 증가로 인하여 관

리와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관계법 적용에 부담을 느

끼게 되자 법무부로 하여금 ‘외국인취업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하였다(이정환 

2003, 380). 1991년 10월부터 미등록외국인이 산재보상을 받도록 하는 노동부 지침에 근

거하여 간헐적이나마 산재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더욱 힘

들게 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미등록자에 대한 산재승인이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

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노동부에게 지침 철회를 요구하였고, 산재업무를 담당한 노동

부는 이를 수락해 이후 미등록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승인을 불허하기도 하였다. 심지

어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상지급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93구16774 1993. 11. 26)

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보다도 부처 지침이 더욱 큰 구속력을 갖는 당시의 관

행 속에서, 향후 불법취업외국인들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내외국인의 형평

성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취업외국인이 임금체불, 산업재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

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들을 우선 강제출국 조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려 

하였다. 이렇듯 급증하는 미등록외국인 산재문제에 관하여 노동부와 법무부는 전반적 통

치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리하면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실질적으로 미등록노동자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편법이었고, 주요 관련 부처인 상공(자원)부,9) 법무부, 노동부는 마치 ‘한지붕 세가족’처럼 

부분적으로 이견, 갈등,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통치의 차원에서 보면 외국

  9) 상공부는 1993년 3월 6일 동력자원부를 흡수하면서 상공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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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을 위한 협력적 행정노동분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 내 이주노동자 지원의 조직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 권력의 대응은 생산성-치안을 최우선시하는 통치 틀을 벗어나

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들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배제되고 있

었다. 법적 신분,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리가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모욕, 성희롱, 폭행, 여권압수, 불법신고 등 다종다기한 횡포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결국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는 점차 종교계와 사회운동가를 위시한 시민

사회세력이 다루어야 할 몫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권리문제를 둘러싸고 생산성-치안

의 통치 논리에 근간한 정부의 외국인력 행정과 인권과 노동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둔 시민

사회 내 이주노동자운동 간에 갈등적 노동분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절에서는 

당시 출현한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요 사례들로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선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소개한다. 

1990년대 초 국내에는 이미 많은 필리핀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10) 이들은 대

다수가 가톨릭 신자로서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모여들어 종교, 사회활동을 하였고, 1992년 

5월부터는 필리핀 출신 사제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서울 자양동성당에서 타갈로그로 미사

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자양동성당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 매주 일요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정환 2003, 383). 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지원

활동으로 평가 받는다. 1992년 10월 당시 이 모임에는 대표인 서강대 신윤환 교수를 포함

하여 대학교수 10명, 변호사 5명, 약사 2명, 목사, 노동상담가, 노무사들이 참여해 약 40여 

명에 이르렀다(경향신문 92/10/17, 11). 이들 가운데에는 박석운 전 노동인권회관 소장과 

이영순 여성노동자회 고문과 같이 국내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 모임을 종교운동의 차원이 아닌 인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종내에는 내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10) 1992년 2월 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총 5만2434명 가운데 필
리핀인은 2만2027명으로 중국교포보다 많았다(경향신문 92/02/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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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 이주노동자 지원 움직임은 종교계에서도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1992년 8

월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이하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설립되었

다. 이는 1992년 5월 가톨릭노동장년회에서 활동하던 백월현 씨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외

국인노동자 문제를 진언하면서 시작되어 마침내 당시 서울시 중구 저동에 있는 노동문제

상담소 3~4층에 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백월현, 지도신부 도요안)가 설립되었고, 서울

대교구가 운영비를 지급하였다(도요안 외 2008, 390).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설립이전부

터 노동과 인권 문제에 관계해 온 소장과 직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집단적, 제도적 수준에서까지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상담소는 상담활동 외에도 이들을 대

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단체 결성의 자극제가 되었다(이정환 2003, 

379-80). 또한 상담소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갔는데, 이를테면 산재를 접수하여 적십

자 병원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롯데복지재단을 통하여 치료비를 후원 받고, 상담

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중교포의 문제는 중국노동자센터로 이송하기도 하였다(이광규 

1996, 25). 이렇듯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이후 인천, 수원, 안산, 

마산 등지에까지 지부를 둘 수 있었다.

종교계 내의 이주노동자 지원 움직임은 개신교 내에서도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움직

임은 1990년대 초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공단과 건설현장 부근의 교회, 그리고 

노동운동을 해오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이정환 2003, 

381). 그러한 가운데 특히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1992년 11월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선교위원회’를 설립해 의료지원팀을 구

성하여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무료 진료와 상담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외적 배

경을 보면, 당시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본국의 종교단체나 국제인권

단체에 호소하자 본국 단체들은 국제적 종교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 국제기관들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이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

을 촉구하였던 것이다(이정환 2003, 381-82).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

응의 필요성과 국제기관의 요청 속에서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선교위원회’는 인명진 목

사가 재직하던 갈릴리 교회를 주 선교활동 현장으로 선정하였다(이정환 2003, 382). 인 목

사는 구로공단에서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며 노동, 인권 운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격적인 이주노동자 선교 및 지원 사업을 이끌었다. 1992년 12월부터 시작된 갈릴리 교회의 

활동은 일반 선교 단체나 외국인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에서 수행한 국내 최초의 조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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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선교지원 활동이기도 하였다(서경기 2004, 61).

상술한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위 사례들을 포함하여 당시 등장한 이주노동자지원

의 정치적 실천들은 다양한 갈래를 보였음에도 대체로 군사정권의 통치 하에 형성된, 인권

과 노동의 가치를 옹호하는 인적, 문화적, 제도적 유산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이주노동자운동에 뛰어든 활동가들 가운데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박경태 2005, 107). 당시 이주노동자운

동은 이전의 정치, 사회운동의 역사와의 연계 속에서 외국인노동자문제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발굴, 실천한 것이다.11)

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집단적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1992년 9월 11~14일에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필리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법, 한국의 노동 상황, 한국문화, 공동체 결성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01, 220-21),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 최초 외국인노동자

조직체인 ‘필리핀인공동체’가 자양동성당의 착한목자수녀원 사무실을 빌어 설립되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1993년 1월 22~24일에 개최한 제1회 구정 세미나 이후 1월 말

에는 네팔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이주노동자공동체

들은 대체로 상호부조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부는 후에 소수민족집단거주지나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공동체에 해체압력을 가하기도 하였고, 실

제로 필리핀인공동체의 경우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해체되었다(이정환 2003, 364).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 시도는 대부분 미등록이주노동

자로서 불안정한 삶을 살던 터에 자신들의 생존권과 사회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

회적 경험이자 소수자의 수동성과 피해자 의식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활동이었다. 

11) 물론 이주노동자지원의 전반적 모습이 이러한 특징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적 경험과 개
인 판단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예컨대 ‘외국인노동자피난처’의 김재오 전도사는 배낭여행에
서 만난 외국인들의 ‘코리안 드림’을 접한 뒤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한겨레21 94/03/24, 74-75), 희년선교회 대표인 이만열 교수는 기독교인으로서
의 신념 외에도 역사학자로서 일제에 당한 설움을 또 다시 타민족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
적 인식 하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겨레 2013/08/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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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화

정부는 1993년 11월 24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

수 규모를 연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강제출국이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취업자에 대해

서는 새로 입국하는 산업기술연수생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1994년 4월 말까지 또 다시 

출국을 유예시켜주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독립법인을 두어 외국인

력의 총괄관리를 맡기기로 하였다. 당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의 강제출국시한(12월 15일)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외국인 국내취업의 양성화

조치였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전면적 시행 방침은 얼마 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법무부 훈령 제294호, 1993. 12. 28)으로 제도화되어 이듬해 

곧바로 실시되었다.12)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는 기존의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로 변경되었으며(제2조 2항), 산업체별 인원수는 50명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었다(제3조 1항). 또한 연수자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법무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제3

조 2항). 그리고 1994년 1월 4일 상공자원부가 중기협을 연수추천단체로 지정함으로써 외

국인 산업기술연수자의 추천창구는 중기협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중기협은 ‘외국인산

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산업기술연수협력단’(KITCO)을 설치하여 연

수인력의 신청, 추천, 관계부처 승인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중소기업중앙

회 2012, 141-42).

산업연수생제도 전면화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 이는 외국인력의 취업확대를 요구

하는 상공자원부와 노동계 반발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노동부 간의 입장차

가 결과적으로 상공자원부의 우위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데 이러한 모습은 우

리의 노동행정 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동행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12)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 1995.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
리지침’(법무부 훈령 제294호, 1993. 12. 28), 국가기록원 보존(관리번호: CA00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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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이 이를 담당하기로 된 공식기구가 아닌 다른 국가기구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점

이다(최선화 2003, 41). 최장집(1989, 222)이 설명하듯이 사실상 노동자정책의 원칙을 설정

하는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은 노동담당기구가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중앙정보부, 경제기획

원, 상공부와 같은 다른 기관들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고, 노동부처의 기능은 주로 행정적

이고 기술적 문제를 취급하는데 한정되어 왔다. 요컨대 한국의 노동정책은 산업정책의 일

환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렇기에 정책과정에서 노동부는 부차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반-노

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화 과정에서도 노동부는 상

공자원부가 주장하는 ‘연수’ 명목의 근로자 수입 입장을 수용하였을 뿐더러 애초에 견지한 

불법취업자 강제출국의 입장까지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운운하는 현실론에 밀려 양보하였

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바로 상술한 노동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화는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기협의 끈질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객정치’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

기협이 외국인력도입의 공식적 단일창구로 기능하게 된 사실은 그 증거였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라는 국가의 공적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민단단체 

인13) 중기협에 위임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홍엽(1997, 91)의 설

명처럼 중기협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낮은 보수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소기업 사용자

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단체”이며,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이 단체를 단일창구로 정한 결정

은 사실상 노동자성이 불구화된 외국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 배치하는 결과

를 용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성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모방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독자적인 정책형성의 노력 없이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을 참고한 안을 수

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대목은 실제로 당시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화가 정부의 ‘의

도적인 전략’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점이다(Seol and Skrentny 2004, 508-9; 이혜경 2008, 

120-21). 당시 일본의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정책은 재외동포의 후손을 활용한 노동허가

제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

었다.14) 그러한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13) 엄밀히 말하면 중기협은 특별법에 조직과 역할이 규정된 법정단체이기도 해서 비정부기구와 준
정부기구 사이에서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14) 1990년 6월 1일 일본의 개정 입관법(入管法) 실시 후 중남미로부터 일본계의 유입이 급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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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임금의 이점만을 살려 산업연수생제도만 선별적으로 모방하고 이를 전면화하였

다. 또한 산업연수기술협력단(KITCO)도 1991년 9월에 설립된 일본의 국제연수협력기구

(JITCO)와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국제연수협력기구의 운영 방식이 업계, 노동계, 정부의 

이해를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연수기술협력단은 중기협 산하 기관이라는 

조직상 특성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철저하게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었다(Seol and 

Skrentny 2004, 494). 그리고 정부는 법무부 훈령 제294호를 통하여 이러한 외국인 연수생 

관리의 위탁 방식을 법률이 아닌 정부 지침 수준의 방식으로 용인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의 상황 또한 산업연수생제도 전면화의 배경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구분해서 보면, 우선 노동계의 경우 대체로 정부의 

고용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본 측은 당시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

리화를 추진하면서 탄력적 고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임의 비정규 임시직인 외국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에 부응한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전노

협을 위시한 노동계의 대응은 “주로 상황에 쫓아가는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수동적이었

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발간위원회 2003, 237). 한편 시민사회 내에서도 외국인노

동자에 대한 지원 활동이 조직화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 시도되었지만, 그

러한 노력들은 정부의 본격적인 외국인력활용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집단적 반대를 조

직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당시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 확대는 노동계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미약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비교적 손쉽게 도입되었다. 

VII. 결론

민주화 이후 산업연수생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까지의 시기는 국내 노동정치의 전

환 방향, 속도, 그리고 내용을 정하는 중요한 국면이었다. 6월 항쟁을 통해 열려진 정치의 

공간에서 노동자대투쟁이 분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화된 민주노조운동은 ‘민주화’ 

이후의 더 많은 ‘민주화들’을 위한 투쟁과 변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한편 이러한 움

직임에 대하여 자본과 정부는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을 구사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

다. 이들은 개정 입관법상 ‘정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지위를 부여받아 취업활동에 제한
이 없었다(노동부 1992, 17). 이처럼 일본의 주된 단순기능인력정책은 고용기회를 일본계 동포
에게 우선 허용하는 ‘니케진’(日系人) 제도였다(하갑래 200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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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흡수함으로써 잃어버린 통제력을 복원하기 위해 가빴다. 바로 이러한 국면에서 이주

노동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노동의 정치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외국인력

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생산성-치안의 통치틀 내에서 이주노동자 문

제에 대하여 상황논리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등록 외국인노동

자들의 불법 취업을 노동시장 관리의 차원에서 사실상 묵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

동’ 내지는 ‘고용’을 허가하는 대신 ‘연수’의 형식을 활용한 편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처럼 국내 노동행정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난 이중적 

외국인력행정은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운동의 역동성을 통제, 흡수,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

행화, 제도화되면서 이주노동정치의 민주적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물론 그

러한 제약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의 확산과 연대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

지만 말이다.

한편 이주노동정치사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물론 ‘이주노

동’과 ‘다문화’ 현상은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갖는 독립된 연구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원을 포괄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정책이라는 보다 큰 그림 속에서 그 화학적 결

합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포용성

과 결핍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

정책들과 다문화정책들이 전반적인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적 균형

점을 찾기 위한 탐문을 구체화할 수 있다. 예컨대 포괄적인 정책 영역 내에서 이주노동의 

문제가 ‘다문화’의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문화 정책과 

그 결과들이 그 나름의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선-성장의 논리 하에 노동배제적인 이주노동

행정과 공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문화의 가시성’과 ‘이주

노동의 비가시성’의 결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을 ‘교환’의 방

식으로 해소하려는 신자유주의 논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등

에 관하여 논할 수 있다.1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난 사반세기의 국내 이주노동정치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다문화정책-이주노동정책 조합의 (불)균형 상태를 비판적

으로 성찰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을 보다 포괄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데 도움이 

15)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갈등에 대하여 ‘교환’(trade-off)의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이는 일
시성의 구실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게 된다(유홍림 200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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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글이 이주노동정치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탐문과 논의를 위한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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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y of Migrant Labor Politics in South Korea: 
1987~1993

 Jun Sung H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arly stage (1987~1993) of the history of 

migrant labor politics in South Korea.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migrant labor issues represent a comprehensive political phenomenon, in which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st key actors and spheres involved incessantly take place regarding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receiving society, and migrant labor policies. Employing the new concept of “migrant 

labor politics”,  this research, therefore, also takes up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history in 

order to sharpen our knowledge and evaluation of the complex formation of the migrant 

labor politics of South Korea. In light of this, the main focus is on the ongoing political 

relations among the four main spheres in particular ― the administration, the economy, 

the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to sharpen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a migrant labor-receiving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Keywords: Democracy, Industrial Trainee Programme, Migrant Labor Politics, migrant 

workers, multicultura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