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9, No. 3, 2017. 8, pp. 267-287

－ 267 －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 이주노동자와의 

 통합에 관한 사례 연구*

-  경기도 A읍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서영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자와의 통합단계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연구자는 사례연구로 접근했다.�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민들과의 통합은 상호 타자화 단계,�도구적 차원의 허용 단계,�저항과 상호

긴장 단계,�타협 단계,�상호 공존의 단계로 나타났다.�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통합 방안으로 이주민의

임파워먼트,�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철폐를 제안했다.�

주제어:� 사회통합,� 사례연구,� 외국인 혐오

*이 논문은 2016년 12월 9일 한국이민정책학회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16 공
동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ᆞ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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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의 지평이 이민국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비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4%를 넘지 않아 이민국가로 지칭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

측이 있었다.1) 하지만 2016년 10월 현재 국내 거주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성 비율에서 4%를 상회했다(법무부, 2016). 한국은 이제 우리의 선택과 호불호를 불문하고 

이민국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

고 있을 때 이주노동자2)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오경석, 

2007). 결혼이주여성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쇠퇴, 국내 혼인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 고령 미혼남성 증가 등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을 출산과 돌봄 노동의 주체로

만 격하시킨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형식적 담론 수준에서의 비판이고 실제적인 담론의 실천 수준

에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민의 유입은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국가 발전을 지속해 온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동시에 또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은 우리 국가 경제에 구조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

식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주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황정미 2007; 양계민, 2010; 고상두ᆞ김

예슬, 2012; Sinwell, 2011).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지원 역시 장애인구나 노령인구 등에서 상대적 박탈

감을 유발할 수 있다(김영숙, 2015). 김영숙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는 반다문화 담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고, 그 담론 체계들 중 하나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에 투입되어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에 투입될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제한된 자원

의 배분을 둘러싸고 청ᆞ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소위 노년정치

(Gerontocracy)라는 새로운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리 사회는 이민자와 원주민들의 갈등이 증폭

되어 이민자정치(Immigrantcracy)라는 새로운 신조어와 현상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UN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가 총인구 구성에서 4%를 넘을 때 이민
국가 또는 다문화사회로 규정한다(오경석, 2007).

2)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노자(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위에 따라 합법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 등록노동자, 미등록노동자 등으로 지칭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체류의 합법 불법 
또는 기간의 장ᆞ단기를 불문하고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 타지역(외국)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하는 
개인들을 이주노동자(Immigrant Worker)로 규정한다. 본고에서는 ILO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
된 외국 출신 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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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발칸반도화(Balkanization)를 막고 안정 속에서 사회 발전을 지속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민자들과의 통합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통합

은 국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애국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민국가에서의 통합은 이민자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거나 기계적인 편입을 하게 하는 것이 아

니라,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획득케 하는 한편 상호 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인

정하는 사회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공학이라고 할 수 있다(Habermas, 2000; Rubin, 2009).

그간 우리 학계에서도 학제를 막론하고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를 

관통하는 주제를 범박하게나마 정리하면, 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고 우리는 이들에 대해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서은숙, 2016; 김용찬, 2016). 이러한 관점은 통합을 주류 

사회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것임을 상정하고 있기에 이민자와 원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이민

자들의 강점과 잠재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피해자라는 부정

적 이미지로 정형화하는 한편 철저하게 타자화시킬 수 밖에 없다(김예란 외, 2009; 마정미, 2010; 

김재일ᆞ정창화, 2012; 허찬행ᆞ심명섭, 2016). 사회현상을 파지하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감정, 

정서적 접근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변적이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우

호적이었다가 경제ᆞ사회적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는 이와 같은 예를 서구의 이민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구미 각국의 경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민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환영받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불

만이 고조될 때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 주류 문화 질서의 파괴자 등으로 취

급되었다(Taras, 2009; Mosseleson, 2010; Johnes, 2011). 이와 같은 통합 담론의 취약성과 관념적 

허구에서 탈피하고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통찰 지향적 이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sser(2001)는 통합을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 통합과 이민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거주민들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구성

되는 사회통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거시 차원의 익명성에서 탈피하고 체감 차원에서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박해육ᆞ윤영근, 

2016). 

연구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수도권 A지역을 사례로 하여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사회통합

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역동적 과정과 내용은 물론 여기에 영향을 

준 사회ᆞ경제적 조건과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람들 간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편 

정책 입안자와 실천가들에게는 현실지향적이고 통찰력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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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은 사회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주목을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

단이나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질성을 희석시키고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연대하여 단일한 집

합체로 발전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배병호, 2009; 허영식, 2016; Taylor, 1994). 이렇듯 

통합은 이질성의 제거를 본질로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양성의 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민사

회는 필연적으로 다양성이 돌출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존의 집합성, 단일성과 충돌한다. 때문에 

이 다양성은 차이의 인정과 존중이라는 사회적 기제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Riedmueller 

and Vinz, 2007).

통합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이민연구에 있어 권위자로 지칭되는 Kymlicka(1995)에 있

어서도 동일하다. 그는 통합의 구체적 내용을 시민권의 획득으로 정의했지만 통합의 의미를 이민자

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을 과정이 아닌 바람직한 결과로 정

의하는 연구자도 있다. Berry(1997)는 이민자들과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동화(assimilation), 통합

(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분리(separation)3)로 구별하여 접근했고, 네 가지 유형 중 통

합을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민자 연구에 있어 고전적 저작으로 꼽히는 그의 관

점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이민자들은 정착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적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민자들의 적응과 통합은 당사자

들의 가치관, 정체성, 행위 전략 뿐만 아니라 이민지의 정책, 사회적 조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이자 내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이민국의 사회적 방식과 작동 기제에 따라 다양한 적응 양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민사회의 이주민 대우 방식은 Castles과 Miller(2003) 분류에 의하면 동화주의모형

(assimilationist model),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nary model), 다문화주의모델

(multicultural model)이다. 동화주의모형은 프랑스, 영국형으로 이민자들이 자국민이 될 것을 전제

로 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와 기회에 있어 자국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반면 차별배제모형은 일본형으로 이민자가 자국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국

민과 이민자에 대해 차별적 접근을 고수한다. 차별배제모형에서는 차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민자

들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포용하기도 하고 뱉어 내기도 한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캐나다, 호주형으로 이민자와 같은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극적 우대 조치, 상호 존중과 관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유지한다. 이 모델의 궁

3) Berry(1997)는 이민자들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과 이민국의 정체성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모국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민국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동화, 모국과 이민국의 정체성 모
두를 부인하는 것을 주변화, 모국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이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분리, 모
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민국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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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지향점은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민자 정책은 위의 세 가지 모형 중 어느 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혼합형이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별과 배제모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이주노동자 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했음은 부인할 수 없지

만, 가족 동반 입국 불허, 순환 근무제도 등은 정주화 방지 정책으로 차별배제모형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동화모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

우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사회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들어 다문화주의 접근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혼 후 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유예 기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화주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사회통합은 거시적 차원의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민자들의 통합은 거시적 수준에서는 그 동태적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상 생활이 이루

어지고 있는 구체적 생활 세계에서의 구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사례 연구 접근의 의의

사례연구란 특정 현상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경험적 탐구 연구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여 현상에 대한 심층적 기술을 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Yin, 2009). 사례연구는 또한 큰 집단

이나 거시 차원에서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작은 하나의 단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인데

(Gerring, 2004) 본 연구의 경우 사회통합이라는 거시 차원의 문제를 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연구하여 그 결과를 거시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사례연구가 적절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사례연구는 현상의 역동적 과정과 살아있는 유기적 존재로서의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파

악하는 데에 있어 매우 적절한 연구접근(이지훈, 2000; 이영철, 2009)으로 본 연구주제인 이주민들

과의 통합과정과 내용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2) 연구디자인

(1) 연구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은 경기도 A지역이다. 연구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세평적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으로 접근했다. 세평적사례선택이란 특정 분야에 오랫

동안 종사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게 사례나 연구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여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의 권익 옹호 활동을 10년 이상 



272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 3호

수행한 사회운동가 2인, 종교인 3인, 사회복지 실천가 3인에게 사례를 의뢰했고 그들로부터 A지역

을 소개받았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A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온 지역주민 15인, 이주노동자 10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지역주민 20인과는 1인당 5분에서 20분 간의 짧은 인터뷰를 했

다. 심층인터뷰에 응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A : 원주민 연구참여자

구분 성별 연령 직업 거주 기간
연구참여자 1 남 53세 식당경영 30년
연구참여자 2 남 70세 농업 62년

연구참여자 3 남 54세 부동산중개업
48년

(지역개발위원장)
연구참여자 4 여 50세 식당경영 41년
연구참여자 5 여 48세 문구점경영 47년
연구참여자 6 여 57세 제조업경영 50년
연구참여자 7 남 49세 회사원 20년(노조위원장)
연구참여자 8 남 50세 택시기사 28년
연구참여자 9 여 54세 유흥주점 15년
연구참여자 10 남 50세 상업 49년
연구참여자 11 남 57세 제조업체사장 18년
연구참여자 12 남 60세 편의점 59년
연구참여자 13 남 48세 공구상 47년
연구참여자 14 여 63세 농업 62년
연구참여자 15 남 52세 종교인(목사) 30년

B : 이주노동자 연구참여자

구분  연령 성별 직업 월수입(만원)
연구참여자 1 38세 남 제조업사원 150만원
연구참여자 2 40세 남 제조업사원 180만원
연구참여자 3  37세 남 제조업사원 140만원
연구참여자 4 35세 남 제조업사원 160만원
연구참여자 5 46세 남 제조업사원 150만원
연구참여자 6 42세 남 농장노동 150만원
연구참여자 7 39세 여 농장노동 140만원
연구참여자 8 37세 여 농장노동 130만원
연구참여자 9 36세 남 무역상 300만원
연구참여자10 40세 남 무역상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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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사례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요구한다. Yin(2009)는 사례연구의 자료원으로 인터뷰, 관찰, 문서, 기

록물, 물리적 인공물을 제시했고, Marshall과 Rossman(1989)은 영화, 사진은 물론 민족지학, 생활

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주 자료로 했고, A지역에서 

한 달간 7회의 관찰을 하여 원자료를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이민자 지원 단체의 소식지, A지역 향토

지를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심층면담은 2016년 1월 7일에서 2016년 8월 24일까지 수행했고, 

관찰은 2016년 6월 3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 수행했다.

(4) 자료분석

자료는 Yin(2009)이 제안한 패턴매칭, 설명, 시계열 분석 중 시계열 분석과 설명 중심으로 수행

했다. 연구자는 먼저 A지역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유입된 시기에 따라 이를 구조화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떠한 전

개 과정을 거쳤으며, 여기에 영향을 준 맥락적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

4. 연구결과

1) 연구현장

연구현장은 경기도 A시 A읍이다. A읍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도농복합 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전에는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양돈과 양계, 목축이 주 산업이였다. 과거 1970년대 후반 새마을 운

동이 시작되었을 때 3개의 새마을 공장이 들어섰고, 그 후 섬유, 봉제, 피혁 및 단순 제조업체 공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이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웠고, 지역의 모든 공장들은 가동률 100%를 넘을 정도로 다시 호황을 맞았다. 

현재 매주 일요일이면 읍 소재지 상업 거리에는 내국인들보다 이주노동자가 더 많을 정도로 이주노

동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2000년을 넘어선 이후 이 지역에도 역시 결혼이주여성들이 급증했다. 그리

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상주 거주 인구구성비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이주민 구성 

비율이 높다.

이 지역의 특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읍 소재지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 건물이다. 이 

지역에는 농협 은행을 비롯하여 4개의 국내 은행이 입점해 있는데 지역 초입에 있는 W은행은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은행 벽면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은 모든 은행이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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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요일에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송금과 입출금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였다. 읍 소재지에는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을 공사 현장에 

파견하는 인력 파견업체는 물론 필리핀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필리핀마트, 태국마트가 있고, 한국인

이 운영하는 다국적 마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과 나이지리아 출신 이

주노동자가 운영하는 무역업체, 할랄4)푸드점 등이 있다. 

2)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통합단계와 내용분석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을 취합한 원자료(Raw Data)와 연구자의 관찰기록 그리고 문헌자료 등을 분

석한 결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주민들과의 통합은 첫째, 상호 타자화의 단계, 둘째, 도구적 차원

의 허용 단계, 셋째, 저항과 상호 긴장 단계, 넷째 타협 단계, 다섯째 상호 공존의 단계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 내용과 사회ᆞ환경적 맥락 그리고 지역주민

과 이주민들의 반응과 인식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상호 타자화의 단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의 만남과 접촉이 있은 후 첫째 단계는 상호 타자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례지역의 경우 이러한 단계는 1990년대 중ᆞ후반에 발생했다. 상호 타자화의 단계에서 지

역주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 온 하층계급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배

격했고 폄하했다. 지역개발위원장을 지낸 연구참여자 A-3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에 이주노동자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일하는 기계”였다.

처음에 외국애들 왔을 때 지금은 이주노동자니 외노자(외국노동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만 해

도 불법체류자 그랬던 거예요. (이하 중략) 걔네들이 필요는 했으니까 근데 사람으로 대우한다기 보

다는 저기 저 트랙터 보이시죠? 그냥 트랙터 콤바인 그런 것처럼 일하는 기계... (이하 중략) 알아듣지

는 못해도 어설프게 말은 할 줄 아니까 딱 일하는 기계 정도... 딱 그게 맞다고 봐요. (연구참여자 

A-3)

이러한 말하는 기계증후군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근

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물론 인권유린도 당연한 것으

4) 할랄(HARAL)이란 이슬람어로 허용된 것들이란 뜻으로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된 닭, 소, 양고기 
등을 말한다. 이슬람의 교리에는 식물, 육류와 바다고기들 중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비늘이 없는 생선 등은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허용된 음식들도 잔인하게 도살된 동물 등은 제외되며 오로지 율법에 의
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살된 것만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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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했다고 참여자들은 구술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자화는 이주노동자에게서도 동일했다. 초

창기에 이 지역에 이주한 후 현재는 내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역시 한국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동시에 인간이

하라는 인식을 지녔다고 말한다. 영어가 가능한 고학력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과거 6ᆞ25 전쟁 당

시 필리핀이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구한 역사를 알고 있었고, 필리핀의 막사사이 대통령이 집

권할 당시 한국은 필리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필리

핀 이주노동자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과거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한국이 뭐 그렇게 잘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막사이사이 대통령 때 우리 필리핀은 우리 

아시아에서 잘사는 두 번째로 잘사는 부자 나라였다. 한국은 매우 못사는 나라였다. 상황이 약간 변화

가 있었다. 언제 다시 한국이 못사는 나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쌍하고 매우 어리석

다. 필리핀 마닐라에도 한국 사람 많이 있다, 30년 40년 전에 그 사람들 매우 가난했다 그리고 한국도 

가난했다. (연구참여자 B-7)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이주노동자를 타자화했지만 이주노동자 역시 지역 주민들을 타자화했다

고 분석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주민들을 타자화시킨 데에는 과거 한국의 가난한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회한과 보상 심리는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6ᆞ25 

한국전쟁 그리고 보릿고개를 경험한 70세 노인 연구참여자 A-2는 지역주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배

척하고 무시한 데는 미군들에 대한 보상심리가 깔려 있다고 구술했다. 이 지역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인접 지역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고 지역주민들의 구술을 종합해 보면 미군들은 압박자들

이고 지역주민들은 미군들에 대하여 공포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2에 의하면 이러한 배경

에서 우리 땅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그 억눌린 한을 풀 수 있는 만만하고도 약한 대상이였다.

조금 더 가면 000에 미군부대들이 있는데 그 미군 놈들이 천하의 잡놈이였단 말예요. 훈련한다고 

탱크 몰고 짚차 몰고 가면서 우리 농사지은 건 완전히 망쳐 놓고 다녀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있어야 말이지. 저기 000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옛날엔 2차선 비포장 도로였단 말예요. 양놈들이 차를 

얼마나 쌩쌩 모는지 교통사고 엄청났어요. 미군 애들 차에 치이면 진짜 개값이였다구. (이하중략) 그

래 어떡하냐구. 미군들이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그러구 힘이 센데, 일본 놈들한테 시달림 당하다 미군 

놈들한테 시달림 당하구, 외국 놈들 들어오니까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연구참여자 A-2)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구술은 지역의 중ᆞ장년 주민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순이ᆞ미선이 

사건 때 반미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석했던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취합하면 그 지역사람들은 평소 미

군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있었고, 과거에는 한국이 힘이 약해 제대로 된 반발 한 번 못했으나 한

국이 어느 정도 국력을 갖추자 미군에게 저항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2002년 한

일 월드컵 당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이

러한 기억이 반미 시위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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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의 원인으로서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 온 낯선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에 대한 본

능적 경계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고, 이는 과거 외국인들에게 당한 억압과 이로 인해 축적된 분노가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투사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구적 차원의 허용 단계

 상호 타자화의 단계 이후에는 내국인 차원에서 도구적 차원의 허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이 지역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호황을 맞았다. 지역주민들은 막연하지만 

이러한 경제 호황의 기저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집단적으로 공

식적으로 표명화하지는 않았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지역경제가 침체된 데에는 제조업 쇠퇴와 맞물

려 내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이탈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폐점 하는 곳도 속출했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러던 차에 지역에 들어온 낯선 이주노동자들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소비

의 주체였다.

옛날에는 지금 여기가 토요일 밤하고 일요일만 되면은 명동은 저리 가라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밤마다 나오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먹는 술하고 음식 때문에 돈도 엄청 벌었다구. 여긴 시골이

라 먹고 쓸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진짜 강아지 새끼도 만 원짜리 물고 다녔다구. 그 때 땅값 이 상가 

지역은 평당 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하 중략) 한국 사람들 없고 공장들 문 닫기 시작하니까 파리 

새끼만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외국사람도 받기 시작한 거야, 뭐 돈

에 국적이 따로 있나? (연구참여자 A-1)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들

은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 A지역에서 30년 이상 식당과 주점을 운영했던 연구참여자 A-4의 구

술에 의하면 초창기 이주노동자들은 식당은 물론 주점에도 출입할 수 없었고 때로는 손님임에도 불

구하고 주인의 화풀이 대상이기도 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객이 된 후 지역주민들은 이주노동자들

에게 자신들의 영역을 약간은 개방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도구적 차원에서의 허용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기에 자신들의 자리를 조금 내어 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도구적 차원의 

허용은 다양한 인구ᆞ사회학적 배경의 지역주민들의 간단한 구술에서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목

사, 읍 사무소 공무원, 제조업체 경영주, 택시 운전기사의 구술을 취합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사회

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 약간의 존중과 허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택시기사인 연구참여자 A-8의 

구술이 이러한 해석을 압축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택시에 손님이 있나! 내가 거지를 태워도 외국 놈을 태우니까 찝찝하드라

구, 이 새끼는 뒷자리 타요. 처음엔 안 태웠는데 집에 돈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에이, 바가지나 씌우자 

태웠지. 시커먼 애들 셋, 태우면 오늘 연탄 3장 배달했다 처음엔 그랬는데 얘네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뜸하면 많이 나와요. 얘네들도 사람인데 번 거 다 송금하겠냐고? 술도 먹고 오입도 하겠지, 지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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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손님으로 존중하죠. (연구참여자 A-8)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이익이 되는 선에서 허용은 했지만 또 다른 경계는 넘지 못하게 강요했

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과 동일해지는 것이였다. 초창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이 일하는 기계였다면, 그 다음 인식은 돈 쓰는 기계 정도였다. 경제 상황 또는 장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주민들에 대한 대우는 A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과거 집창촌

으로 유명한 서울 00구 지역의 경우 초입에는 이 지역은 ‘외국노동자들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씌어

진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벌

어지자 그 현수막이 사라졌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성매매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내국인

이건 외국인이건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미군기지 주변의 유흥가에

서도 나타난다. 미군기지 주변의 유흥가는 오로지 주한 미군들만을 상대로 영업했지만 주한 미군이 

쓰는 달러화가 약세에 처하고 주한 미군들의 소비 수준이 떨어지자 불법으로 손님을 받기 시작했고 

내국인 손님들도 끊기고 주한 미군 병력이 빠져나간 이후에는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

다고 한다(연구참여자 A-9의 구술취합, 재정리). 

(3) 저항과 상호 긴장 단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들의 인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동시에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화두가 등장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변화는 미미했다고 분석된다. 

제조업 경영자 연구참여자 A-6은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놈들이 다 역적들이고 빨갱이보다 더한 놈들이라구, 외국애들 어차피 지 나라 갈거구. 여기서 번 

돈 송금 못 하게 하면 여기서 쓸 거 아냐? 첨에 말도 못하는 것들이 지들도 빽이 있다 그러니까 인제 

대들고 인제 지들끼리 뭉쳐요 이 쪽에 어떡해 당할 수가 있나 그거 뭐 인권이니 지랄하는 걔들 100프

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세금도 안 내는 놈들이에요.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세금은 

다 우리가 내는 건데. 특히 노00 때 우리가 낸 세금 반 나갔고, 외국노동자 애들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그게 역적이지 뭐냐구. 지들은 세금도 안내. (연구참여자 A-6)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아의식과 권리의식의 증강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그 배후에 이

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치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만 해도 제조업체 경영자들은 물론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위원장을 지낸 연구참여자 A-7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보류했던 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저항의 시기로 설명했다. 그의 구술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자신들의 

뒤에는 사회지지 세력이 있는 걸 인지한 후에는 경영자들은 물론 지역주민 관계에서도 자기들의 주

장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시킨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집단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적 지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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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들은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과 압력이 있었음을 구술했다(연구참여자 

A-2, A-6, A-12). 당시 지역 건설현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투입되어 있었다. 건설현장의 임금은 

제조업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평균 임금이 제조업체 남성 노동자의 경우 150만원 정도였는

데 건설노동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 정도였고 특히 기술이 있는 기능공의 경우 15만원 정도

였다. 때문에 일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 일하면 한 달 평균 30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건설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일

자리를 뺏어가고 노동단가를 낮추는 주범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건설 노동 현장에

서 일하는 지역주민 4명의 구술을 취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건설 노동은 힘들지만 단가가 높다. 그나마 노동을 해

서 목돈을 쥘 수 있는 분야이다. 한국 사람과 외모가 비슷하고 힘이 센 몽골 출신들 땜에 힘이 많이 

들었다. 외국 노동자들은 고분고분하니 사장들이 선호한다. 원래대로 하면 지금 기술자들의 임금이 20

만원이 넘어야 하고 잡역부는 15만원 정도는 더 해야 하는데 현재 20년 전 단가인 15만원에 머물러 

있다. 결국 외국 노동자는 일자리를 뺏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단가를 낮추는 주범이다... (지역주민 구

술 요약)

지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주노

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 인력 파견업체 경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연구자가 조

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 노동현장의 경우 사업자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파트 

공사 현장을 예를 들면 공사를 총괄 진행하는 시행업체는 필수 인력을 채용하고 대부분 하청업체에 

일임한다. 또한 하청업체는 소위 오야지라고 불리는 시행업자들에게 또다시 일임하는데 이 시행업자

는 역시 필요할 때마다 인력 파견업체에게 의뢰하여 노동자들을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 구조이다. 여

기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업체가 인력 파견업체다. 흔히 현장에선 용역 파견업체라고 한다. 연구참

여자 A-1, A-10의 구술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인력 파견업체에 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지속된다면 자신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일부 건설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을 방해하는 한편 관리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

기도 했다. 지역 건설노동자에게 조선족 출신의 형틀5)목수들은 원성의 대상이자 주된 표적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자리 싸움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는 반이슬람 정서가 표출되었다. 초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낯선 타자에 대한 호기심 

5) 형틀목수란 콘크리트 건물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를 부어서 양생시킬 수 있는 거푸집을 제작하는 
기능공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과거 거푸집은 나무로 제작하였고 이를 시공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으나 지금은 유로폼이라고 하여 새로운 형태의 거푸집이 출현하였고 이 거
푸집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핀으로 고정하는 것이기에 과거에 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고 
이로 인하여 중국동포 출신의 형틀목수들이 조직을 꾸리고 사업주와 교섭하여 수주한다고 한다. 항
상 내국인들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하기에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구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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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약간의 경계심이었다고 한다. 남인도,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은 샬와르카미즈(Salwar 

Kameez)라는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다닌다. 이는 무슬림 남성들의 전통 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터번을 두르기도 하고 이 샬와르카미즈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수염을 기르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특이한 복장에 약간의 이질적 감정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A-5, A-15의 구술에 의하면 이명

박 정부 당시 수쿠쿠6)(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 혜택이 발표되고 이로 인한 기독교계의 저항이 있

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지니지 않았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더욱이 무슬림 출신들이 노동자가 아닌 무역상으로 등장하자 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에서 공포로 발전했다. 지역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물론 그 소문의 출처는 알 수 없지

만 지역주민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한국에 반무슬림 정서가 팽배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무슬림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을 들고 전 세계를 무슬림 제국으로 만들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는 근거 없는 담론과 함께 무슬림

은 IS(이슬람국가)의 주된 지원세력, 각종 테러의 배후 조정세력, 여성의 인권이 극도로 억압된 야만 

사회 등으로 폄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힘도 배가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운동가나 종교인들의 지

원을 받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15년 이상 전개해 온 개신교 

목사는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성경 레위기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도 한 때는 남의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였으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이하 중략).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

천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인 거죠. (연구참여자 A-15)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주노동자 집단은 지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으로 성장했고 세력 균

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4) 4단계: 타협단계

연구참여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주노동자 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사회에

서도 미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구술했다. 지역주민들은 다문화라는 생경한 단어에 점차 익숙

해져 갔다. 연구참여자 A-6의 구술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안 하면 안되

는 것”으로 인지했다. 마을 회의나 읍내 이장단 회의에서도 다문화가 거론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이

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안개 

6) 수쿠쿠(Sukuk)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슬람 채권자본이다. 이슬람의 종교적 율법에 의
하면 남에게 자본을 빌려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타인이나 타국에 자
본을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이나 임대료,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취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슬
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수쿠쿠에 투자 수익을 면세해 주는 법안을 기획했으나 기독교계의 반발
과 일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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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물체를 보는 것처럼 뿌옇고 희미했지만 정부에서 떠드니까 확실해 보였다”(연구참여자 

A-12)는 구술이 시사하듯 지역주민들의 경험과 정부의 아젠다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연구참여자 A-12의 구술처럼 총력 동원을 사회적 가치로 여겨 온 경험

과 농촌지역의 사고 전파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옛날 반공운동도 그렇고 우리 농촌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대체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요. 정부에서 다문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하중략) 시골 

사람들은 개인적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구 똑같이 생각하니까~ (연구

참여자 A-12)

이주노동자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변화는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이주노동자

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인권 운동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구성원들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체류한 연구참여자 B-4는 그 이유를 일자리 창출 능력

을 상실한 모국의 경제와 생존의 토대인 자신의 직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구술했다.

우리 나라 000 가도 직업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일 년도 십 년도 일할 수 있어요. 000은 한 개월 일

하기 어렵습니다. (이하중략) 한국 사장님 전무님 싫어요. 욕하고 새끼 새끼해요. 그래도 공장은 좋아

요. 한국 사람도 싫어요. 한국은 공장이 많아요. 000고향. 공장 없어요. (연구참여자 B-4)

연구참여자 B-3은 “한국이 싫어도 돈이 있어 떠날 수 없다”고 했고, 연구참여자 B-1, B-3, B-5 

역시 동일한 취지의 구술을 했다. 연구참여자 B-7은 일하던 회사가 없어져 한동안 모국 송금도 못

하고 생활고를 겪은 경험이 있다. 그가 일하던 곳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던 곳으로 8명의 이주노동

자가 일하고 있었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국가 출신으로 강한 유대를 중심으로 공장주

에게 임금 인상과 일요일 휴무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장주

는 지가가 오른 공장부지를 매각했다. 연구참여자와 그의 동료들은 한국의 노동법과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했다.

미등록 노동자로 한국 체류 10년이 넘는 연구참여자 B-2와 B-10은 A지역에서 잠시 이주노동자

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있었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노조 결성 움직임은 찻잔 속

의 태풍으로 끝났다. 이주노동자들과 당시 노조 결성에 참여했던 내국인 노동 운동가의 구술을 취합

하여 정리하면 노조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조는 매우 위험시되고 있고 

자칫 이 뇌관을 건드리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규제와 탄압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

을 감지했다.

살인해도 되지만 노동조합은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다른 친구들 노동 그거 한다고 했

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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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곧 한국 정부의 역린(逆鱗)을 건드리

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A-6, A-11의 구술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부터 한

국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

를 이전했다. 단순 임가공업과 대기업ᆞ중견기업의 하청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A지역에도 그 여

파가 미쳤다.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한 소기업들 중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주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잔업거부, 복리후생비 증액과 같은 요구를 중단했다.

2016년 5월 29일의 관찰에도 이 같은 조심스러움이 나타났다. A지역 초입의 보세 의류매장은 이

주노동자들이 쉬는 일요일에만 영업을 한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했

다. 모국어가 다른 그들에게는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

의 경영문제도 간혹 대화의 주제로 등장했다. 회사에 대한 불평보다는 자신들의 회사가 외국으로 떠

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매출 감소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더 많았다.

A지역에는 이주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구 간의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역을 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조국은 아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

각합니다. (연구참여자 B-8)

(5) 5단계 : 상호 공존의 단계

세력 균형과 타협 단계에서의 특징이 타자성에 대한 수용성이라면 상호 공존의 단계는 타자성의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핵심적 특징은 익명성이 강한 국가ᆞ사회차원에서의 다문화 담론

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지역사회, 개인 대 개인 간에서 생성된 담론이 다르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가ᆞ사회차원의 담론은 다분히 가치론적인 동시에 또한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기에 국가ᆞ사회차원에서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문제인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을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하고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담론은 결혼이주

여성들을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보통의 한국 여성으로 보는 관점이 담겨져 있다고 분석된다. 읍내 

거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15인7)의 구술을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을 돈에 팔려 온 여

성으로 보았던 초기의 편견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도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여

성, 시가보다 친정을 중시하고 모국 송금에 열을 내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한국 여성들도 역시 이러

7) 15인과는 짧게는 2분, 길게는 10분의 인터뷰를 했으며, 남성이 7명, 여성이 8명, 70대가 2명, 60대
가 6명, 50대가 3명, 40대가 4명이었다. 직업은 농업이 3명, 제조업이 2명, 식당업 4명, 축산업 3명
이었다. 15인 모두는 20년 이상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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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많고 친정으로의 송금을 인지상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들도 보통의 한국 여성이라는 담론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부정적이고 일탈적인 면보다는 그들

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력과 미담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역시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란 이야기를 한 사람은 네 사람에 불과했

고 열한 사람은 모두 결혼이주여성들의 미담과 선행, 한국 여성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효성스러

운 며느리상 등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ᆞ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이 죽었는데...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필리핀 특산물 여주8)

(Bitter Melon)를 재배하여 집안을 일으켰다.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를 몇 년째 수발하고 있다.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아이를 잘 키워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다.

위의 담론들은 여성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담론이고 한국 여성들조차도 거부하

는 것을 만만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현하였다고 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련된 억압으

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론들이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

니라 면 대 면의 관계에서 직접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실생활 속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ᆞ사회차원의 담론이 지역사회 차원으로는 침투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구체적 예로는 

Halal Food에 대한 담론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북 익산에 할랄단지(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근본주의 기독교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했다.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자명하다. 한국이 이

슬람화 될 우려가 있고, 테러의 온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보다 범위가 넓은 중범

위 차원에서는 이슬람과 테러를 동일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주민, 특히 보수적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슬람과 테러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율법하고 사는 게 같나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율법 지키고 사나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고 했는데... 신부는 술 먹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라고 했는데...목사는 결혼하고 (이하중략) 그 

분들은 그 분들 율법대로 할랄음식 먹으면 되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율법 지키면 되는 거지. (A지

역, 기독교회 전도사, 35세, 남)

이주노동자와 제조업체, 농장 경영주 사이에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 의식이 생성되어 있었다고 분

석된다. 지역 제조업체 경영자의 구술에 의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국인 경영자들은 내국

인보다는 이주노동자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한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국적이 뭐가 필요해요. 서로 같이 있어 봐요. 미운 정도 고운 

8) 여주(Bitter Melon)란 필리핀 원산지 식물로서 한국의 수세미와 모양이 비슷하다. 최근에 당뇨에 특
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강하제와 함께 
여주 섭취를 처방한다고 한다(지역주민의 구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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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다 생기는 것이고. (제조업체 경영자, 58세, 남)

위와 같은 공동체 의식은 등록ᆞ미등록 노동자를 불문하고 거의 공통적인 정서라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정서는 경영자 내국인 직원들의 이주노동자 문화 존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분석된

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A지역에는 소수이지만 무슬림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하

고 기숙사에 할랄푸드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그 사람들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엔 공장문 닫을 수는 없고, 아잔이라고 하루에 다섯 번씩 

하는 기도 다 하게 할 수는 없지만도. 기도실 그거 두 평도 안되는 거 만들어 주고 회식할 때 고기 따

로 주문하고. 술 같은 거 억지로 권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A지역 제조업체 경

영자, 54세, 남)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과 내국인들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생성된 친숙함이 통합의 

기초가 되었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과는 경제적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통합의 기초가 되었고, 이

는 타자성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A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민자들과의 사회통합 과정과 

내용 그리고 맥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이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은 과정인 동

시에 결과이며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을 그들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배척하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

에서 이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상호존중과 인정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배려와 관용 등을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우

리 사회에 이익이 되고 기여할 때, 즉 노동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가 될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2세를 양육했을 때 공존의 영역이 생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째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은 상호작용이다. 이민자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때 통합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사회통합을 연구한 

Hoffman-Nowtny(1973)는 이민자들이 이주한 곳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동시에 지

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권력과 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임파워링(Empowering)과정이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에 대한 함의이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외국

인 혐오, 인종차별주의(Racism)는 경기불황 등이 원인이 된 자원전쟁, 원주민들이 느끼는 기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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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사회적 갈등의 희생양 찾기 등이 구조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했다(Pain, 2007; Scnenk, 

2010; Amisi, 2011).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다툼과 같은 자원전쟁과 기득권의 위협이 원인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집단적 피해의식도 외국인혐오의 사회적 조건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수성일 수도 있지만 지구화 시대의 친밀성은 연구결과와 같이 

상호 공존의 영역이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는 과거의 열등감

을 왜곡적 방법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집단 무의식의 발로로 볼 소지도 있다. 늘 강대국의 침략에 시

달렸던 한국인들의 집단 상흔이 강대국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 땅에 유입된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으

로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이주민들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열등감을 치유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엘리트들의 선동에 대한 함의이다. 외국인 혐오의 원인으로 거론되

는 엘리트 선동이론에 의하면 제노포비아는 정치ᆞ경제 엘리트들이 자국 내의 모순과 갈등을 무마

하기 위해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한다(김세균, 2006; 김용신, 2014).

우리 사회의 경우 경제 엘리트들에 의한 외국인 혐오 선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곧 생산원가의 절감이고 이는 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 엘리트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무슬림 혐오는 종교 내부의 모순과 갈

등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현재 우리의 종교계는 세속주의, 성장제일주의, 

물신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직시하고 내

부 개혁과 성찰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 반대로 무슬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위기를 증

폭시키고, 내부의 결속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적지 않은 이들이 무슬림과 IS(이슬람국

가)를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례인 A지역에서는 이 같은 선동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는 체계 간의 경계와 상호 불침투성이라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성

이라고 할 수 있다. A지역 주민들은 무슬림 노동자들과 빈번한 교류를 가졌고 상호작용을 해 왔기

에 친밀성이 구축되었다.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외국인 혐오는 본질적으로 낯섦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Bauman, 2000). 이주의 시대라 지칭되는 21세기에 지역사회 차원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친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과 

같은 이주민들과의 통합은 결국 양방향적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주민들을 향하여 지평을 이

동시키고 이주민들 역시 그들의 지평을 한국 사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양방향

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교차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호교차 

문화교육은 학교교육 현장과 사회교육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호교차 문화교육 

정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지와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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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Integration with 
Immigrant Workers in Local Community
- Centered Kyung Ki Do. A Town Case - 

Kim, Seo Young
(Seoul Social Welfare Grag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stages and definite contents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local community's level. Author approached this study with case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depth interviews with twenty five persons.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was revealed as 

follows; 

 The   stage is mutual-otherization, the  stage is tolerance as mean, and 

the  stage is resistance and mutual tension. Next, the   stage is compromise, 
and final stage is mutual coexistence. 

Therefore, the author suggested the empowerment to immigrants and abolition 

of xenophobia and racism on the basis of this case study.

 Key words : social integration, case study, xen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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