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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이주의 글로벌화에 따른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양상

 OECD 국가 내 인구 10명 중 1명꼴은 이민자/외국인이 차지(Tharaux & Kuby, 
2022)

 OECD 25개 회원국가 대상 분석결과, 이민자/외국인들은 이주 수용국에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보다 더욱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대상(OECD, 2021a) 

- 이민자/외국인이 지출한 세금 등 경제적 기여(2조 5천억 달러, ‘17년 기준) 〉이
민자/외국인을 위해 이주 수용국이 제공한 공공 서비스 비용(2조 억 달러, 동년 
기준, <그림 1-1> 참조)

<그림 1-1> 이민자/외국인의 경제적 기여 vs. 부담: OECD 국가 수준(’17년 데이터 기준)

출처: OECD(2021a).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1 p.16.

서 론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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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공간은 “지역”이며,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 차원의 역할이 중요 

 그러나 외국인/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18년 이후 지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18년(5.7%) → ’21년(12.9%) 사회통합실태조
사, <그림 1-2> 참조)

 

<그림 1-2> 사회적 배제정서의 변화 비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22a).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70. 

- 외국인 주민 수 지속 증가추세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한 적극적 이민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현
상이 고착화되는 경우 향후 강력한 사회통합 위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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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체류 외국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

 생산가능인구(만명): 3,621(’10) → 3,765(’20) → 3,738(’20) → 2,852(’40), ’20
년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출생자 < 사망자)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1))

- 60년 생산가능인구는 ’20년 대비 43.3% 감소가 전망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감소폭(OECD, 2021b)

<그림 1-3> 생산가능인구의 시계열 변화추이: OECD 국가(2020-2060년)

출처: OECD(2021b). Pensions at a Glance.

- 정부는 ’21년 7월 범부처 인구정책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외국인정책
반”을 구성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완화 및 국가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정책안을 마련(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 당시 범부처 인구정책TF 외국인정책반에서 제시한 정책안 중 하나로 “균형잡힌 
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추진 노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
으로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 협업 강화,” “이민자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제시

1)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
ationByNumberMain.do?mb=Y&menuId=M_1_4&themaId=D02#:~:text=15%2D64%EC%84%B8%2
0%EC%83%9D%EC%82%B0%EC%97%B0%EB%A0%B9,46.5%25%20%EC%88%98%EC%A4%80%EC%9
D%BC%20%EC%A0%84%EB%A7%9D%EC%9E%85%EB%8B%88%EB%8B%A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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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관찰되는 양상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존보다는 분리현상이 강화(체류 외국인 거
주지-내국인 주민 거주지 간 공간적 분리(segregation) 심화

-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의 미약 & 사회적 고립 
등의 경향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는 체류자격이 취약한 외국인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 

- 종래 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이 체류목적(취업, 교육, 결혼, 인도주의적 사
유 등)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해당목적 달성에 국한된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적
으로 허용하다 보니 이들이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나 멤버십이 사
실상 제대로 정립되기 어려운 상황   

-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 따른 전 세계 이민자/외국인을 받아들이는 52
개 참여국가들 간 통합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2019년 조사결과 기준), 한국
의 이민자 관련 통합정책 수준은 전 세계 평균을 일부 상회하는 수준(20위, 56
점/100점, Solano & Huddleston, 2020)     

<그림 1-4> 한국의 이민자통합정책지수

출처: Yoon(2021),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p.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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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PEX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체류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정치참여 
부분에서는 조사대상국가들보다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반면, 가족결합, 국적
취득, 건강/의료, 사회적 차별 등과 관련해서는 평균 이하의 상황을 보이는 상황
(Solano & Huddleston, 2020; Yoon, 2021) 

□ 체류 외국인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양상

 종래 정부의 체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 부처기능별로 복지 관점에
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와 연계한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가 체류 외국인 대상 정책방향의 설계 및 추진과정을 주도하고, 지방자
치단체들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수준

- 체류 외국인들이 가진 다중적 정체성(외국인+지역 주민)과 이들이 지역사회 구
성원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일률적으
로 일방적인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접근

- 체류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적 공간인 지역 차원에서 이들과 자립하여 살아
가기 위한 방향의 설정, 이들이 가진 욕구와 행정수요의 파악,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사회경제적 기여자이나 동반자로서 내국인 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한 세부 방법론 등은 결국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

□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가진 “주민성”의 확립과 더불어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와 자격, 의무 체계의 정립이 시급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상 체류 외국인들은 지역 주민으로 인정되지
만,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와 처우가 사실상 연계되지 못하는 정책
적 아이러니가 현장에서 발생

- 모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 합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역 주민으로서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내국인 주민들과 공존하여 살아가는 대상으로서 체류 외국인들
이 구성원으로서 멤버십과 그에 걸맞은 사회적 권리/자격을 부여할 필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개정(’22년 1월)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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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에 체류 외국인 수를 반영하는 등 정책대상집단으
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내 역할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등에 체류 외국인 
관련 규정이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 현장에서는 관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마련되지 못해 법과 행정체계 간 괴리가 심화되는 양
상

□ 정책대상집단으로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분류하는 방식이 정부부처 간 각기 다르고,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지속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행정적 용어임(행정안전부, 2010)

- “외국인 주민” 안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국적취득자 및 이들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이들조차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범주 속에서 관
리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이 유지(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2.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배경에서 설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제약요인 탐색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책적 보완 방안 제안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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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외국인 주민” 관련 개념 정립 및 관련 용어들과 비교
- 근거 법령, 범위, 소관부처, 개념적 특성
- 외국인 관련 정부부처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비교(외국인, 다문화가족, 난민,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의 유형과 특성 분석
- 체류 자격별, 거주지역별, 국적별 특성 등
- 지역별 외국인 주민 지원 추진체계 및 관련 조례

 외국인/이민자 관련 종래 사회통합 측정·평가 방법의 검토
- 측정·평가 방식(사용된 지표체계, 지수) 관련 분석 및 비교
-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 및 대안의 모색 필요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통합지수 등 객관적 분석체계 구축 방안(연구설계)
- 지역사회 통합수준 측정·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표개발(정책영역, 이슈 

등) 
- 향후 주기적인 외국인 주민의 통합수준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 및 전략체계(연구

방법론의 마련)  

 기존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진단
- 체류 외국인 관련 정부 정책의 성과 진단: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소요 파악
-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적응 및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도출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 구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중앙-지역-시민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등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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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 역량 확보방안 제안
- 지자체 내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 제안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문헌분석, 내용분석(정부부처 및 지자체 내부자료 포함)

 체류 외국인 관련 공공데이터 등 실증분석 

 사례 분석(국내외 관련 사례 등)

 체류 외국인 FGI를 통한 주요 이슈 도출

제3절 연구설계

<그림 1-5> 연구의 흐름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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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문헌연구, 통합수준 평가,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FGI, 통합모델 모색 
등의 단계로 구성됨

-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인 주민 용어의 정의, 외국인 주민 유형 및 특징,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체계와 성과 및 한계 등을 종합 

- 통합수준 평가는 외국인 주민들 둘러싼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측정 
사례와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 한국사회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민
의 생활환경, 지역사회의 대응문제 등을 파악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모색하며, 주 내용은 통합의 방향성 
설정, 통합 전략, 주요 대상별 통합 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  





제2장 외국인 주민의 
유형과 특성

 

제1절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정립 및 연관 용어 간 비교

제2절 외국인 주민 유형 및 특징 분석 

제3절 지역별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추진체계

제4절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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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정립 및 연관 용어 간 비교

1. 외국인 주민 개념

□ “외국인 주민”의 법률상 개념은 부재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결합된 행정적 용어

- 2010년경부터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정부 공식문서 등에 사용하기 시작
- 「주민등록법」2) 상 주민의 범주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

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

 법률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구성원이라
는 점을 감안할 경우,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구성으로서 자격에 대한 논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존재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거소를 가진 자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주민”으로서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등록외국인은 주민세 납부대상으로, 주민으로서 의무를 旣 수행하고 있는 대상
- 주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주민투표법」이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룰」에서 일정

기간 정주 요건을 가중하여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 관련 법률, 사회복지 관련 법률, 사회통합 관련 법률 등 개별법에서 

그 규율 대상인 외국인 주민의 범주를 축소 또는 확장하는 방식의 입법화가 필
요한 상황

2) 제1조(목적)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과 특성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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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념을 수정하
여 사용하는 방안의 마련을 고려할 필요

 국내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으로 관리
- 「출입국관리법」3)상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 기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
동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도록 함

- 외국인 주민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자격과 지위,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및 체류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등
록을 함으로써 이들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는 이원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

□ 외국인 주민을 지역 내 실질적인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작업이 필요

 외국인 주민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조례 용어로 실질적인 행정 대상에 포함
-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지방자

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세부적인 규모 등이 매년 공표되고 있음
- 해당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정책당국이 체류 외국인을 지역 내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항들이 규정되고 있음

3) 제1조(목적)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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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시흥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외국인 주민이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4)과 한국 국적

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390196455002&histNo=005&

menuNm=main

예시 2)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외국인 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390196456002&histNo=005&

menuNm=main

 “외국인 주민”의 구성 범위에 대한 불명확함과 모호함이 지속
- 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편람」 (2010)에 따르

면, 외국인 주민은 90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 “그 자녀”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는 이미 한국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외국인 주민”의 범주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 그리고 한국인 간 경계를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만드
는 상황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한국국적 자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 주민의 범주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 하여 
“등록외국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외국인 등록대장(외국인등록번호, 외국
인등록증)을 기반으로 행정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 & 보다 명확한 경계선 
설정이 가능 

4) 202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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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 범주를 등록외국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새롭게 범주화

 외국인 주민 범주를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된 외국인 전체로 할 것인지도 하나의 
쟁점 현안이라 하겠음

- 「주민등록법」상 주민 개념에 거소등록 및 주민세 납부대상인 등록외국인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주민등록법」상 주민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률, 사회복지 관련 
법률, 사회통합 관련 법률에서 그 대상인 등록외국인의 범주를 축소 또는 확장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요구됨

- 전체 등록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체류자
격에 따른 주민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여겨짐

- 외국인 주민의 개념을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과 연동시키게 되면, 규율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여겨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변경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2.1.13.)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등의 지위
가 재조명된 상황

- 그러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인구수 산정은 「주민등록법」상 인구수를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은 제외된 상황

- 지역 내 실질적인 체류자이자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자로서 “인구” 인정기준
을 전체 도시로 확대하여 행정·재정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자체에서 확대되는 양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

9%EC%9E%90%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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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주민 연관 용어

□ 정책대상에 따른 관련 부처별 용어 사용

 다문화가족
-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 지역전달체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상: 결혼이민자 및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현안: 정책대상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심 특히, 결혼이민여성 및 아동·청소년으

로 제한됨

 이주배경청소년
-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 지역전달체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시·도 다문화가족센터 등
- 정의: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대상: 외국인 주민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 현안: 법제18조2항에 해당되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부모 둘 다 외국인인 외국인자

녀의 경우 모든 사회서비스분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거·돌봄 환경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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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지역전달체계: 없음
-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대상: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노동자 
- 현안: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포취업 및 결혼이
민자 등의 취업활동은 제외되며 지자체 수행 전달체계가 없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직접예산으로 통역 등을 주요업무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기타 체류 외국인
- 관련법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주무부처: 법무부, 교육부 등
- 지역전달체계: 없음
- 정의: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대상: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등
- 현안: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규정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우에 대한 책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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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

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

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D%95%9

C%EC%99%B8%EA%B5%AD%EC%9D%B8%EC%B2%98%EC%9A%B0%EA%B8%B0%EB%B

3%B8%EB%B2%95

□ 행정통계의 분절

 통계 작성 기관별·유형별(보고통계, 조사통계, 가공통계로 구분) 다르게 정리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가공)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보고),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

무부·통계청, 조사)
-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보고)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동향(보고),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

사(조사)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조사),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조사), 결혼

중개업 실태조사(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외래 관광객조사(조사)
- 한국청소년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조사) (2021, 법무부 이민행정통계 

발전방향 연구, 사)공공정책연구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간 비교

- 행정안전부: 매년 11월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한 외국인 주민 통계를 
다음연도에 공표함으로써 현행화 어려움

- 법무부: 매월 출입국관리 통계월보에 기반한 외국인 주민 통계 발표하지만, 귀
화자현황 포함되지 않음



20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통계
생산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목적
각 지자체 외국인 주민의 거주현황 파악, 

관련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현황 파악, 

관련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기준일
/공표

매년 11. 1. / 다음연도 11월 매년 12. 31. / 다음연도 7월

작성방법 통계청(인근주택총조사) → 행안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

분류기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근로자, 결

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입국자(국민·외국인 포함)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단기체류 외국인 포함)

 국적취득·이탈·상실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

대상기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주요개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E-1~E-7, E-9~E-10, H-2

결혼
이민자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유학생
D-2(D-2-1~D-2-8 포함), 

D-4(D-4-1, D-4-7)

외국
국적동포

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기타
외국인

그 외 체류자격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화한 자(국

적회복자 제외)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

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국

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장·단기 체류자격(A-1~T-1)별 외국인

등록
외국인

D-1~D-10, E-1~E-7, 
E-9~E-10, F-1~F-3, F-5, 
F-6, G-1, H-1, H-2 등 

장기체류자격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C-4, E-1~E-7, E-9~E-10, 
H-2

결혼
이민자

F-2-1, F-5-2, F-6-1, F-6-2, 
F-6-3

외국국적
동포

F-4, H-2,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및 단기체류자 중 체류기간 경과자

 국적취득자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관련부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4) 법무부 이민정보과(02-2110-4094)

<표 2-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비교

출처: 행정안전부(2021d). 참고자료(“「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vs.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년보」 비교”),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

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none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통계 대상기준, 분류기준 차이 및 공표 시기 차이로 인한 수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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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행정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주민 주요 현황으로 행정안전부 공표 통계 및 교
육청 자료 현황

연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주민 자녀

기타

2019.11 59,634 16,590 4,012 403 14,309 14,969 4,290 5,061

2020.11 62,397 14,470 3,846 534 17,470 15,977 4,408 5,692

증▲

감▼

2,763

▲

2,120

▼

166

▼

131

▲

3,161

▲

1,008

▲

118

▲

631

▲

출처: 행정안전부(2021a)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

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

_000000000014&nttId=88648#none 및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

BoardArticle.do;jsessionid=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

00014&nttId=96092

** 이중국적자, 기준일전후로 3개월 이상 미체류자 제외 

***기타에는 기업투자, 취재, 불법체류자가 포함 (불법체류자는 지역별, 국적별 비율에 따라 안분)  

<표 2-2> 시흥시 전년도 대비 외국인 주민 현황(2020.11월 기준)
                                         (단위: 명)

안산
(1위)

수원
(2위)

화성
(3위)

시흥
(4위)

부천 평택 김포 용인

93,792
(13.1%)

66,668
(5.5%)

63,718
(7.2%)

62,587
(11.7%)

51,369
(6.2%)

39,760
(7.3%)

32,317
(6.8%)

32,051
(3.0%)

출처: 행정안전부(2021a)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

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

R_000000000014&nttId=88648#none

**전국: 안산, 수원, 화성, 시흥, 구로구, 영등포구, 부천 순

***지자체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순위: 안산시(13.1%), 포천시(12.5%), 시흥시(11.7%)

<표 2-3>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비율 순위(2020.11월 기준)
(단위: 명,%) 



2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흥시 

외국인

주민 자녀 

2,966 2,817 3,265 3,510 3,973 4,689 5,087 5,584

출처: 행정안전부 2014년~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표 2-4> 외국인 주민 자녀현황 귀화 및 외국국적자녀 + 국내출생자녀 수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기도
32,
576

40,
381

61,
280

64,
404

67,
247

66,
654

67,
447

93,
008

97,
323

103,
272

108,
801

113,
598

시흥시 2,840 3,298 3,676 4,030 4,340 4,316 4,788 6,905 7,507 8,020 8,723 9,076

출처: 행정안전부, 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관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10&tblId=TX_11025_A001_A&conn_path=I3)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하였음

<표 2-5>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문화
학생수

전체
학생수

전체학생 
대   비

전년대비
증가율

2021 2,360 646 177 3,183 60,452 5.27% 18.9%

2020 2,082 448 148 2,678 57,404 4.67% 8.6%

2019 1,951 388 127 2,466 56,252 4.38% 31.9%

2018 1,475 269 125 1,869 54,420 3.43% 15.1%

2017 1,296 220 108 1,624 53,141 3.06% 15.6%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학생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77326/fileData.do?

recommendDataYn=Y 

**다문화학생 현황은 다문화가족 자녀 수 + 외국인가족 자녀 수 

***2021년 다문화 유아 수 179명(시흥 전체 다문화 학생 수 대비 5.32%)

<표 2-6>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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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인 주민 유형 및 특징 분석

1. 체류기간 중심 외국인 주민 유형 

□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 양상

 체류 외국인 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12년 145만 
→ ’19년 252만), ’20년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글로벌 외적 충격(external shock)
이 발생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20년 204만, ’21년 196만) (법무부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2022a: 19)

-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전세계 국경의 일시적 폐쇄와 입국 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출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양상이 증가

- 정부의 방역정책(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 내 
불안감 심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관련 신규 쿼터가 국경폐쇄 조치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양상이 발생(축산경제신문, 2020; 한국농어민신문, 2021) 

 ‘19년을 저점으로 코로나 펜데믹으로부터 충격파가 완화되면서 장기 체류를 희망
하는 등록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

<그림 2-1>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변화추이: 시계열 비교(2012-2022년 11월 기준)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a: 19)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연령별 비교 시 20-40대의 청·중년층(65.7%)이면서 중국
계(한국계 포함), 베트남, 태국 국적자들(85.5%)이 다수를 차지(법무부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2022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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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26.9%, 590,582명), 20대(22.3%, 489,761명), 40대(16.5%, 362,318명) 순
- 중국 국적(38.6%, 848,192명). 중국 국적 동포(한국계, 27.6%, 605,117명), 베

트남(10.6%, 233,660명), 태국(8.7%, 191,316명) 순  

□ 단기 및 장기체류 외국인 현황(’22년 11월 기준 데이터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중심의 체류자
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2a: 20)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 외국인 비율: 80.1%(’11년) → 77.3%(’15년) → 
76.5%(’22년)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단기체류 외국인 비율: 19.9%(’11년) → 22.7%(’15년)→  
23.5%(’22년)

- 시계열 상 변화추이를 고려할 경우 장기체류자 비율은 미세하게나마 감소하는 
양상인 반면, 단기체류자 비율은 반대의 경향이 관찰

<그림 2-2> 장단기 체류 외국인 변화추이: 시계열 분석(2011-2022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a: 20)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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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류 외국인의 세부 현황(’22년 11월 기준 데이터 기준)

 등록 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 규모의 과반수 이상(53.8%)을 차지하며,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국적으로 수도권 지역(58.5%, 
690,761명)에 거주하는 경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a: 23-24)

- 거주지역: 경기(32.1%) 서울(20.4%), 충청남도(6.4%), 인천(6.0%) 순
- 출신국적: 중국(한국계 포함, 35.5%), 베트남(16.6%), 우즈베키스탄(4.1%), 캄보

디아, 네팔(3.7%), 필리핀(3.6%) 순

 등록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비교 시 비전문취업(E-9, 20.7%), 영주권자(F-5, 
14.8%), 유학(D-2, 11.5%), 결혼이민(F-6, 11.4%), 방문취업(H-2, 8.8%), 방문
동거(F-1, 8.5%) 순(’22년 11월 데이터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
22a: 27)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 중 22.7%(498,842명, ’22년 
11월 기준)를 차지하며, 시계열상 17-22%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

-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한국계 포함)가 전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3
명 중 2명 이상을 차지(71.7%, 498,842명)

- 거주지역별 비교 시 경기(42.9%), 서울(27.9%), 인천(7.1%) 등 수도권에서 4명 
중 3명 비율로 거주하는 양상

□ 정주화 양상 증가

 외국인 주민의 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통계청 KOSIS 국
가통계포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통계 시계열 자료 분석결과, 
2016-2021년)

- 이는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주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추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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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 변화추이: 시계열 분석(2016-2011년)

출처: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

041_A&conn_path=I2 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

- “주민” 개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에만 집중되어 있던 정책을 광범위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대두

2. 거주 및 영주자 증가 현상으로 살펴보는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 

□ 외국인이면서 생활인구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가족, 복지 분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 

□ 밀착행정 현장인 지자체 정책대상 외국인 주민 유형을 행정평가지표로 살펴보고자 함 

 적용 가능한 행정평가지표 분야 현황
- 지역사회보장 분야 :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 동행정 평가지표 
 동행정일반분야 : 민방위관리, 동 자율방재단활동, 동 클린평가, 동 친절도향상

평가, 주민자치운영 평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복지분야 : 동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주거복지관련 평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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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 유형 특징에 따른 지표적용 분야
- 지역사회보장분야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외국인 주민 전체를 포함시켜 평가되

어야 할 부분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개인 사례 개별로 처리되고 있음
- 특히, 동행정 복지센터 사례로 관리되고 있음
- 동행정평가의 복지 분야에서 평가지표 가점항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일선행정

에서의 외국인 주민 처우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음

제3절 지역별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추진체계

1.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현황

□ 정책대상별 해당 부처의 지역전달체계가 상이하거나 부재한 상황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동포 등의 외국인 주민 대상 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재

- 해당부처 산하의 공단, 재단, 기관 형태로 중앙부처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양상

- 농어촌 인력공급과 관련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
업장의 수요에 따라 직접 인력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법무부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업무지침에 근거함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이민 행정 수행 전달체계 부재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그 자녀 및 근래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또
는 직접 추진되고 있음

- 외국인 주민(북한이탈주민 포함) 지역인프라조성사업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형
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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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해당부처 지역 전달기관 분야 

외국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외국인청 및 사무소 체류

사회통합운영기관 통합

계절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고용

다문화가족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 교육, 적응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 적응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

다문화학생 교육부 교육청
학교(초·중·고·대학교) 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적응

외국인 주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플러스센터 편의

전담부서 통합

출처: 연구자 작성

<표 2-7> 외국인/이민자 세부 정책대상에 따른 서비스 지역전달체계  

□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을 위한 대응

 외국인 관련 기본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2007년 제정 이래, 지자체의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나, 법령과 정책현실 간 간극이 확대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2007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업무 편람」을 처음으
로 발표

- 외국인 주민에 관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 바 있음
- 4년이 지난 2011년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인력이 확충됨
-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담부서, 인력충원, 분장사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 설치 가이드라인(안)

- 시·도 수준에서는 외국인 주민 수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2.5% 이상인 
시·도(6개)에 과 단위(12명 내외)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기타 시도는 5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 수준에서는 외국인 주민 수 3만 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6개)는 과 단위(12명 내외)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외국인 주민 1만~3만 
명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이 5~10%인 시·군·구는 6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
외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출처: 행정안전부. (201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

Id=BBSMSTR_000000000008&nttId=2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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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조치로 전국의 지자체에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고 주장도 있지만, 
실제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을 의미

- 전국지자체 다수의 부서 명칭에서 ‘여성’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지자체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으로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에 사실상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일부 지자체들에서 다문화가족 외 외국인 담당을 위한 부서가 신설 또는 
업무가 새롭게 분장되고 있는 상황 

-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 행정전달체계는 사실상 거의 부재
한 상황이 지속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문화·외국인 담당부서 현황
- 경기도 1개 광역만 다문화가족 외 외국인 전담부서 존재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남은 일부 외국인 업무 담당자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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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명 부서명 (다문화/외국인) 다문화가족 외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정책팀

가족다문화지원팀

외국인 주민사업팀 전담 

2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다문화외국인지원팀

3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4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담당

외국인생활지원담당 전담

5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이주민지원팀   담당

민주인권평화국 국제평화협력과 외국인지원팀 담당

6 대전광역시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팀

기획조정실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교류팀 담당

7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담당

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10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가족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정책팀

전담외국인권익팀

외국인지원팀

11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12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

13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정책팀

14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

15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팀

행정부지사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 담당

16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 여성가족행복과 다문화팀

17 경상남도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 다문화담당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회 내부자료

**대전광역시의 경우 외국인 담당업무로 국제교류팀이 있으나, 주무관 1인 업무담당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외국인 담당업무 부재, 사업별 산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지원업무는 팀 단위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에 포함되어 있음

<표 2-8> 17개 광역자치단체 다문화, 외국인 담당부서 현황(2022.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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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체계 현황

□ 외국인 주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정부 간 유일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설립·운영 중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설립근거로 2012년에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구성 출범, 10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동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정책에 관한 지자체의 필요와 정책적 개선에 관한 내용

을 꾸준히 중앙정부에 제기하고 있음
- 회원도시 간에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 현안을 공유해오고 있음
- 특히, 2019년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법무부-지자체 회원도시들 간 정

책협의회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여러 갈등 현안들에 대응
- 현재 협의회는 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구성

서울
(7)

인천
(1)

경기도
(14)

충남
(2)

전남
(1)

전북
(1)

경남
(1)

구로 
종로
성동 
강서 

서대문 
영등포 
금천

남동

안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고양

시흥 
용인 
김포
화성 
광주 
포천

남양주

천안
아산

광산 익산 김해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회 내부자료

주: 24개 기초자치단체(최초 구성시), 영등포구(2017년 가입),  금천구(2018년 가입), 익산시(2020년 가입)

<표 2-9> 협의회 가입 회원도시 현황 

- 동 협의회 외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형성된 외국인 주민 관련 협의체 등은 사실
상 전무한 상황

- 협의회는 임원도시 구성 및 사무소 운영이 규약에 명시되어, 협력 성과와 한계
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발전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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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회장 부회장

1, 2대
2012. 11. 7. 

~ 2016. 11. 6.
안산시장 구로구청장

3, 4대
2016. 11. 7. 

~ 2020. 11. 6.
구로구청장 시흥시장

5대
2020. 11. 7. 

~ 2022. 11. 6.
시흥시장 영등포구청장, 화성시장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회 내부자료

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4조: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며,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표 2-10> 협의회 임원도시 구성 현황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분석
- 임원도시 특히 회장도시를 거치면서 외국인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지자체 내 

확대되는 긍정적 경향이 일부 관찰
- 협의회 사무소로서의 업무 외 지역 거주 외국인 현황이 높았던 지자체들을 중심

으로 일부 지역차원의 외국인 관련 정책 현황도 증가
- 협의회 내 협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 현황이 반영된 자체 고유 사업들

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예시) 2022년 협회비 지원 선정사업: 광주시 다문화자녀성장지원사업, 영등포구 다담(다문화

를 담은) 서고조성사업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회 내부자료

- 2020년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
으로써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는 도시 간 협력 정책을 점진적으
로 추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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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구)명 부서명
비고

(외 업무부서)

1 종로구 보육지원과 출생다문화지원팀
2 성동구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3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
4 강서구 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
5 구로구 상호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팀 외국인지원팀
6 금천구 가족정책과 외국인다문화팀
7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다누리정책팀 다누리지원팀
8 남동구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9 광산구 복지정책과 다문화정책팀

10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11 성남시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12 안양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13 부천시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팀
14 평택시 여성보육과 가족다문화팀
15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과
16 고양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17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가족다문화팀

18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지원팀, 
다문화지원팀

19 용인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20 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21 화성시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22 광주시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23 포천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24 천안시 여성가족과 가족행복팀
25 아산시 여성복지과 외국인생활지원팀
26 김해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27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다문화지원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회 내부자료

주: 1) 외국인업무 조직 내 담당)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구로구, 4개 지자체, 과 단위 이상 전담부서

2) 다문화업무 조직 내 담당) 23개 지자체, 1개 팀 단위 다문화가족 전담부서 

<표 2-1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 담당부서 현황(2022.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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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거버넌스 체계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일
부 설치·운영 중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2017년에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원스톱서비스 조직으로서 설립되어, 2019년 기준 18개소로 
확대5) 설치되어 있음

- 동 센터는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가 관할 중앙부처에 따라 
분산되어 비효율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한 공간
에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설계

- 출입국·체류관리 기능의 법무부, 고용 기능의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센터 기능
의 여성가족부, 동행정서비스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형태 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출입국출장소 단위의 체류관리업무 기능은 7개소(아산, 안산, 양주, 
시흥, 김포, 익사, 천안)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법무부가 수행하는 사회통합프로
그램 운영을 수행하는 수준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업무 기능은 6개소(아산, 안산, 시흥, 김포, 익산, 천안)이며, 

그 외 지역 내 고용부 기능은 고용부 관련 센터 상담·통역을 주된 업무로 수행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센터 기능은 6개소(남양주, 수원, 안산, 시흥, 김포, 아산)

이며, 그 외 지역은 다문화가족센터가 위치한 공간에 연계되어 운영 중
 지자체 협업기능은 지자체 운영 기관이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 

실제 지자체는 공간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주된 역할
- 공간 활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존의 위탁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주민지원관련센터 등이 위치한 공간에 입주 또는 기능추가 형태로 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반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협업 형태 
- 협업형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첫째, 각 기관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하여 복합 서비스 제공하는 공간통합형
 둘째, 각 기관이 기존의 공간에서 타 기관 기능을 추가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

해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추가형

5)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영희·이혜경·고상두(202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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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

제주도
(1)

경기도
(8)

충북
(1)

충남
(3)

전남
(1)

전북
(2)

경남
(1)

종로
관악
성동 
은평

영등포

제주시

남양주
이천 
파주 
수원 
안산 
양주 
시흥 
김포

음성
천안
아산
당진

여수
광양

전주
익산

양산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부자료

주: 5개는 개소 준비 단계(서울 성동구/은평구/영등포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표 2-12>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치 지역 현황

- 공간통합형 9개: 충남 아산, 경기 안산, 경기 시흥, 경기 김포, 전북 익산, 충남 
천안, 충북 음성, 전남 광양

- 기능추가형 14개: 경기 남양주, 경기 이천,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경기 양주, 
경남 양산, 서울 종로, 전북전주, 충남 당진, 서울 관악, 제주도, 전남 여수, 서울 
성동, 서울 은평

- 조영희·이혜경·고상두(2021: 44-87)에서 기능추가형 방식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한 공간에 관련기관 입

주 또는 기능추가(여가부·지자체+법무부, 교육부, 고용부)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활용형: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가 위치한 공간에 관련

기관 입주 또는 기능추가(지자체+법무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치한 공간에 관련 기관 입주 

또는 기능 추가함(법무부+여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국인력지원센터(거점) 활용형: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민원

행정 관련 기관, 기능 입주 등(지자체+고용부, 법무부)  
 

□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의 발전 방향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이면서 수직적 관계에서 운영 중인 다
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운영 거버넌스 상 일부 개선 소요가 존재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취합된 추진실적 결과가 중앙 및 지자체 협력거버넌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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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어
떻게 정책 환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강화 및 권한 부여/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외국인
/이민자 대상 원스톱 이민행정 수행 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협업적 거버
넌스 체계의 운영과정 상 일부 수정이 필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이면서 수
평적 관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지자체 간 협업체계의 확대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문성 강
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임

- 임원도시 뿐만 아니라 회원도시 전체의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의 현안을 의제화
시켜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정책안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발전시킬 
수 있음 

제4절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1.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 외국인 주민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 강화 요구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에 근거 
-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치 행정
-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
- 본질적으로 국가적 감독 통제 방식의 이민 행정 체계로는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정부가 가진 행정기능과 행정 책임을 분담하면

서 중앙정부의 효율성과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주민)의 복리증진
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협력관계를 재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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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의 생활근거지인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역할 강화 요구 증가
- 대상별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지역별로 서비스 사각지대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
- 지역 내 내국인 주민들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수용의 폭을 높이기 위한 통합 체계 구축이 절실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밀착행정 지원 
- 외국인 주민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지역 내 정책 수요의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내 내국인과 체류 외국인들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
안들에 대한 지속적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강화 

-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를 확대·지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확대 필요

예시)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외국인 주민 리더양성,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외국인 

주민 자녀 돌봄·학습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출처: 시흥시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책무인 외국인 주민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국가사무 위주의 외국인 주민 관련 사업을 지방사무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 근거부재에 따른 예산확보가 사실상 매우 어려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들은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및 관련 센터 
설치 조례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는 바 

-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료지원, 미등록/비합법 체류 아동 의료비지원, 외국인 주
민 청소년 취업교육, 외국인 주민 이용시설 지원 등을 위한 관련 법 부재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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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고스란히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

□ 중앙정부 차원의 제안 및 시범사업-지자체 확대 운영 모델의 정착 노력  

 <중앙정부의 외국인 주민 관련 모범적 시범사업 설계·운영 - 지방자치단체 내 해
당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확대·정착> 모형 설계가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
래 지향적인 외국인/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

-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운영은 결국 모든 지자체로의 확대 모형 구축이 목표

예시 1) 인구소멸지역 지역특화비자 사업       예시 2)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b); 국무조정실(2022)

- 조직과 예산이 당연 수반되는 정부조직 하에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는 지자체 내 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사안

- 행정안전부가 해당 제도 및 사업 운영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지자체 
조직·인력·예산 확보 및 외국인 주민 행정평가지표를 통한 관리가 더욱 효과적
일 것임

 외국인 주민 관련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또는 권한 부여하는 요구 증가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사무위임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서로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대다수의 정책이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과 

편중성이 커서 정책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양상
- 불법/미등록 체류자 증가 및 그 관리의 유일 주체인 법무부는 출입국 및 국경관

리, 외국인의 체류 이후 체류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처의 고유 미션
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 사회통합업무는 기능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재(미
작동 등)를 고려할 경우 해당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 또는 권한 부여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열어줌으로써,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 이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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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상 지역특화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 해당 기능을 지자
체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예시 1) 안산시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법

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거점기관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예시 2) 중도입국청소년 등 학령기 이주배경청소년 공교육 적응 지원 정책에 지자체 역할 

요구 증가에 따라 시흥시의 경우 밀집지역 초등학교 내 대안교실운영 및 밀집지역 

내 위탁형대안교육기관 직접운영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음 

출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부자료

2. 지방자치단체(기초 차원)의 외국인 주민 정책 성과와 한계

□ 주민 대상 최일선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며 공간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지역 인구구조·지역속성 및 지역경제가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외국인 주민 정책 
상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공간적 특성상 지역 내 외국인거주 밀집지역이 확대되는 양상 & 해당 지역들에 
대한 정책적 현안 및 관심이 증대·의제화되는 경우가 발생

- 경기도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상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5.5%를 차지하며 광역자
치단체 중에서도 단연 가장 인구가 많으면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웹
사이트), 체류 등록외국인 주민 역시 32.5%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 이러한 경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내 인구밀집 현상이 외국인 주민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임

- 외국인 주민의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해당 도시가 가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내 다양한 여파를 생산하며, 이러한 흡인력은 지역 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외국인 인구의 증가/집중 및 밀집지역의 확대는 지역 내 다양한 외국인들이 유입 
및 이들 간 계층화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 

- 기존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으로의 지속적 집중 경향은 애초 형성 당시 해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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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경제활동 기반이 조성된 공간이었으며, 이들 올드커머의 생활·문화 등 편
의시설 네트워크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뉴커머의 이주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

- 특히, 방문취업, 방문동거, 영주자로 구성되는 올드커머 집단의 특정지역을 중
심으로 형성된 이주공간은 계층화를 형성시키기도 함

예시) 시흥시의 경우 2010년 경기도 외국인 주민 수의 5.1%에서 2020년 8.3%로 증가하였

으며, 시흥시 자체로도 2020년 5만 9634명으로 전년대비 3,970명, 7.1%의 증가 현

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순위로 전국 4위, 경기도 4위인 도시임.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영주, 방문동

거 대상으로 증가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수(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는 

2020년 8,723명으로 전년대비 8.7% 증가되었음.

인근지역에서의 이주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서의 특정지역으로의 이주화는 그 경제수

준에 따라 구별되게 진행되고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 (2021a).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 이주자 집단의 인구속성과 도시경제적 특성과의 관계
- 신규입국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를 제외하더라도, 외국인 주민의 도시

공간적 이동은 취업이라는 카테고리에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발현 
- 도시공간의 경제적 특징,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교육 인프라, 특히 올드커머 집

단의 네트워크 구성력이 그 유인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생활터전으로서 중요한 주거시설 및 질이 이들이 지역 정착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유입현상을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최근 정부방침(인구소멸지역에서의 지역특화비자 부여)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들에 외국인/이민자들이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는 것 역시 지역도시가 가진 여러 
사회경제적 맥락 등이 상당 부분 작동하는 것으로 추론

- 국내체류 외국인 주민의 장기거주 욕구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노력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양상 & 비전문취업(E-9)에서 준전문인
력(E-7) 체류자격 취득, 더 나아가 거주비자(F-2)로의 변경을 위한 지역사회 참
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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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장기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양상: 경기도 시흥시 읍·면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로 주어지는 가점취득 보다, 도심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봉사활

동시간 취득을 통한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 적극적임. 시흥시 외국인자율방법대 야간순

찰활동 참여 희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들임.

출처: 시흥시 내부자료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2.1.13.)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등의 지위
가 재조명 되는 시점임

- 이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감등록 및 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인 주민 대상 지원 및 교육사업 등 행정수요
가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

- 그러나, 현재 행정기구 설치 인정 기준 인구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내국인의 1.5~2배 가량 소요에 따른 
불편이 제기 

- 아울러, 외국인 주민 증가는 타 지자체 대비 행정·재정수요 부담 가중 양상을 
동반하는 만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주민 수에 따른 행정·재정 수요가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수요 확대를 외국인 주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
자체들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양상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
여 측정항목·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을 각각 별표로 제시하고 있는바, “「주민
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로 정하여 체
류 외국인 수를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음

 지방정부 행정조직 및 행정인력·업무수행의 한계
- 광역·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해 

여성·가족 담당부서에서 관련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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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외 외국인 주민 업무를 담당할 만한 조직이나 인력부재는 그 전문성 
결여를 야기

- 행정조직의 전문성 결여는 위탁기관을 통한 운영예산지원·결과보고 정도의 단
순업무 양상에 그치는 상황

- 지방자치단체 자체 외국인 주민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은커녕 지역 현황파
악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행정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주민을 대면하는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정책 방향이 선행될 필요

- 지자체만의 외국인 주민 대상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 지역 내 내국인 
주민으로부터의 역차별 민원 등의 발생할 가능성 상존

예시 1) 중국동포체육대회 추진 시 장소협조 및 행사협조 후 “중국동포 행사하는데 왜 지자체

에서 협조해 주느냐?”

예시 2)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아동보육료 관련해서도 “우리세금을 왜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사용하느냐?”

출처: 시흥시 내부자료; 전국다문화도시협회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 정책주체 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가장 효율적 행정서비스 조직 필요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전달체계 구축 필요
-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실제 결혼이주여성

으로 대상 제한 ⇒ 결혼이주여성·남성과 그 가족(자녀포함) 중심 가족복지로 포
괄 필요

- 법무부는 부처 고유 법정 업무인 출입국·체류관리 강화에 그 조직과 인력집중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업무 지자체 이양 또는 권한 부여 필요

- 행정안전부는 한국국적 취득자는 주민으로서, 그 외 외국인 주민은 등록외국인 
또는 생활인구로 지역사회통합관리 대상으로 구심적 역할 수행 
⇒ 다양한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을 교육, 의료, 방재, 방범, 사회참여 등의 핵심 
분야별 과제로 일선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매개하는 역할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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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역할 분담 영역 지속적 확대 필요
-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우

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이민정책의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상당히 적은 편임
-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부문과 지자체가 주도

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상향식이 더 효율적인 정책부문을 구분하여 중앙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회경제적 삶을 살아가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외국인 주민과 직접 대면하며 행정·정책을 실행하는 지자체가 지금보다 많은 권
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민/외국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가 외
국인 주민 관련 행정을 추진하면서 수직·수평적 협력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 
이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

- 다만, 지자체 외국인 주민 행정과 중앙정부 간 외국인정책 전달체계 관할구역 
상 불일치가 존재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 간 기능과 권한 배분이 적절하
게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과 지역전달체계와의 관계에서 지
자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

-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주민들
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의 체계가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현재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가 담당하는 지자체 관할구역이 광역 주민생활권 및 기초 인프라와 
불일치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

- 내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이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대
상(객체)인 동시에 그 지역사회의 공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주민 
및 지자체에 주지 &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논거 및 자체적인 역량(인적, 물적) 강화가 동시에 필요



4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 2023년 지자체 지역행정 추진 예정 사례(경기도 시흥시6))

 시흥시 외국인 주민과·洞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협력활성(마이지뉴
스, 2022)

- 추진배경 
 외국인 주민 수 시 전체 인구의 11.7%에 이르러 洞행정복지센터 현장중심 외국

인 주민 지원업무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
 2022년 4월부 전담부서인 외국인 주민과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洞행정복

지센터 외국인 주민 업무 담당자 부재로 밀접 행정지원이 곤란한 실정임
 외국인 주민과의 정책·사업 홍보 등을 협력할 동행정복지센터별 담당자를 지정

하여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 예정
- 추진내용
 외국인 주민 정책·사업홍보 및 洞협력 담당직원 지정 
 각 洞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외국인 주민 정책·지원 업무교육 
 외국인 주민과·洞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주민 협력사업(인식개선·인권보호·사회통

합 등) 추진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2023년도 洞행정평가지표 선정 추진

6) 시흥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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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인 주민 관련 갈등 현안: 갈등구조 및 발생 영역 분석

1. 외국인 주민 관련 갈등구조 및 양상

□ 체류 외국인의 정주, 장기체류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 간 갈등의 심화 양상

 가치갈등, 입지갈등, 영역별 갈등(복지, 교육, 주거 등) 등 다양한 갈등 양상과 유
형들이 확산

- 사회 다원화 양상에 따라 내외국인 간 갈등 역시 다양한 형태로 촉발
-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주하면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외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 & 이로 인해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으
로서의 자격과 권리 부여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현저한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관찰되는 양상
ex) 코로나 방역정책 추진 및 대응 과정(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체류 외국인/

이민자의 배제 여부를 둘러싼 갈등, 지역 내 각종 행정/공공서비스 관련 체
류 외국인의 접근 관련 차별 여부를 둘러싼 갈등 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관련 갈등의 상당수는 결국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안에서 누구인가(어떤 존재인가)”라는 정체성(identity) 관련 물음과 더불어 
“정책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해당 
권리를 누구에게(어떤 외국인 집단에게)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자원 배분
의 질문과 관련

- 이민자/외국인에 대해 여전히 낮기만한 사회경제적 수용성, 높은 사회적 거리
감, 사회적 소통/연결망의 부족 등은 이들을 우리(내국인)와는 다른, 별개의 존
재로 구성(construction) & 이들에 대한 지원과 조력을 시혜적 조치로 인식하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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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강화하는 양상  
- 지역사회 내 한시적인 체류 대상이자 시혜적인 지원대상이라는 시각과 인식은 

이들을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국인 주민들과 차등 대
우를 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으로 발현될 가능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갈등은 내국인-외국인 간 갈등이 주를 이루되, 
현안에 따라 다양한 내국인 집단(청년, 사업주, 지역 주민, 정부/공공기관 등)이 관련 

- 입지갈등: 난민센터 건립(동두천), 이슬람 사원 건립(대구) 등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외국인 관련 시설의 건립이나 유치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여 발
생, 갈등 해결책의 부재 상황이 지속 中 

- 가치갈등: 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이 밀집지역 내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들 간 갈등 발생

- 노동갈등: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열악한 사업장 환경, 열악한 주거환경
(숙소/기숙사), 산재사고 등 발생 시 보호조치 부족 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외국
인노동자 간 갈등 발생

- 문화/언어갈등: 언어장벽 및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내국인 주민-외국인(결혼이
민자,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등) 간 갈등 발생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 관련 갈등이 다원화, 다영역에서 발생·확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및 조정기제들이 제
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점이라 하겠음

-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내외국인 간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기제(“다양성 소통 조
정위원회,” 경기도)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며, 대다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시적인 해결 및 대응기제
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갈등해결 과정에 정부 및 시민사회가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
며, 갈등의 당사자인 외국인/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경로 
역시 사실상 갖추어지지 못한 양상

 외국인 관련 갈등의 심화 및 확산은 이들이 한국사회 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수준 및 역량 역시 높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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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례 갈등발생 영역 갈등주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에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청년의 분노

복지 내국인-외국인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공공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의 어려움 복지 내국인-외국인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갈등 언어 및 문화, 복지 내국인-외국인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이슬람 사원 설립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 문화 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주거 내국인-외국인

학교 선생님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언어 및 문화 내국인-외국인

동두천 난민센터 개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 문화 내국인-외국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자조합 외국인 건설노동자 정책 반대 일자리 내국인-외국인 

원룸 옆 카페 사장님의 외국노동자의 위생문제 지적 주거 내국인-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무례한 언행 체류 내국인-외국인

한국의 회식문화와 무슬림 문화 내국인-외국인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 갈등 주거, 문화 지역 주민-외국인

인천 함박마을 갈등 주거, 문화 지역 주민-외국인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여권 압수 교육 대학교-외국인유학생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주거 임대인-외국인

미등록 체류자의 퇴직금 거부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농장주의 괴롭힘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여성노동자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고용주의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약속에 대한 불이행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사내 폭행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고용주의  일반적인 파견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고용주에 의한 외국인노동자 강제근로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동료 한국인근로자의 폭행 일자리 내국인-외국인

고용주의 외국인근로자 통장 가압류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고용주의 외국인근로에 대한 지속적인 CCTV감시 일자리 고용주-외국인

공공기관 근무 이주여성들의 임금차별 일자리 공공기관-외국인

이주여성의 체류문제 체류 내국인-이주여성

다문화가정 갈등 언어 및 문화 내국인-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 문제 언어 및 문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주여성 

이주여성 학부모님의 한국사회 적응 어려움 언어 및 문화 
내국인 학부모님- 
외국인 학부모님 

난민 학생에 대한 학생공제회 적용 거부  건강, 복지 학교-난민

난민 학생의 공교육 진입 어려움 교육 학교-난민 

출처: 최근 5년간 언론사 뉴스포털(네이버,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SBS, BBC 코리아(2021), 뉴스1(2019, 2022) 등 온라인 언론매체 등) 검색 및 외국인지원센터 상담사례(경기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검색을 

통해 외국인 관련 지역사회 내 나타나고 있는 갈등 현안들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정리하였음

<표 3-1> 외국인 관련 갈등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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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련 갈등발생 영역 역시 점차 확산되는 양상

 지역사회 내 함께 공존해야 하는 대상 & 사회경제적 기여자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 대두

- 이러한 시각은 일상생활 속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으로 발현
- 언어(문화갈등), 건강/의료(가치갈등), 사회복지(가치갈등), 주거(가치갈등, 입지

갈등), 교육(가치갈등), 경제(가치갈등), 정치(가치갈등), 정보접근(가치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 관련 갈등이 旣 발생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  

 외국인 관련 사회 내 내재된 잠재적 갈등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적으로 발
생·확산되는 갈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내 역량의 구축 등이 이들의 
사회통합/적응 관련 이슈와도 연계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통합수준의 측정·평가 방법

1.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통합: 개념정립의 어려움

□ 통합(integration/inclusion): 다의적,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한 추상적 개념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context-dependent” concept)
- 유입되는 이민자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국 모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변

화와 관련된 다방향적인(multi-directional) &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다차원적인 과정(Ioannou, Lordos, & Filippou, 2015: 
28; IOM UK & Home Office, 2020: 6) 

- 이민자의 수용국/사회 내 자원과 기회의 접근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간 조화로
운 사회적 공존(social mixing)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다차원적인 과정(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1)

- 사회 내 내국인과 체류 외국인 모두 서로에게 적응하는 과정 & 효과적이고 종
합적인 이주 수용국 내 이주관리(migration management) 정책 수행을 위한 
핵심(IOM UK & Home Office,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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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지역마다 각기 그들이 가진 맥락과 환경에 따
라 통합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민자/외국인의 수용국 내 통합은 어느 특정 지표 등으로 완벽하게 측
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Acket et al, 2011: 5)

 이론적, 추상적 구성 개념(Ndofor-Tah, Strang, Phillmore, Morrice, Michael, 
Wood, & Simmons, 2019: 11)  

- “통합”은 실제 현실사회에서 직접 관찰/경험될 수 없는 이론적 구성 개념
(theoretical construct)

- 해당 개념은 고도의 추상성과 다의적 의미를 가진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지수 등으로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양한 측면/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복수의 측정 지표/지수들을 통해 인식 및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

2.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 개념화 

□ 개념화를 위한 전제조건: 통합 관련 핵심 요건을 설정

 이민자/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목표(common purpose)를 설
정 및 추구

- “공동 목표”란 이주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과 체류 외국인들이 공유하는 공동 
규범, 희망, 사고방식, 책임의식 등을 포함(IOM UK & Home Office, 2020: 
6; Orton, 2012)

 이민자/외국인의 통합에 따라 이주 수용국 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과 각종 도전사항들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의 소통과 대
화가 필요(Steering Committee on Anti-discrimination, Diversity and Incl
usion, 2021)

- 이민자/외국인들이 체류하는 지역사회 내 기여도(contribution)에 대한 내국인
들의 인식 제고 및 다문화 사회 아래 내외국인 간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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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외국인이 이주 수용국에 맞추고 동화하는 일방향의 과정(one-way proc
ess)이 아닌, 이민자, 지역사회 선주민, 기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연계되
어 통합과정을 고려할 필요(Klarenbeek, 2021; Macleod, 2021)

 다양한 정책 분야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참여 과정 & 소속감의 제고를 전제
- 통합은 이주 수용국 내 사회, 경제, 문화, 시민사회, 정치 영역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 & 이민자들이 이주 수용국 내 사회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융화되
도록 수용국이 지원하고 돕는 과정(IOM UK & Home Office, 2020: 6)

-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통합”은 이민자/외국인들이 어떠
한 배경(background)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내국인들과 권리, 의무 및 기회
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내 살아가고, 일하고, 학습하며, 사회화하는 과정(IOM 
UK & Home Office, 2020: 6)

- 이민자/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local integration)이란 “개개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해당 사회 내 교육, 건강, 주거, 취업 등 일상적인 현안들과 관련
하여 내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일 지역사회 내 이웃 및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련의 상황”을 
의미(UNHCR Ecuador, 2015: 6)

- 이민자 통합정책 및 관련 정책적 개입조치는 이민자 및 이들이 체류하는 지역 
커뮤니티 모두가 향유하고 준수해야 할 권리(노동시장, 건강, 사회 서비스, 아동 
및 성인 교육 등)와 의무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 필요

3.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통합수준 측정

□ 지표 개발 및 이를 통한 간접적인 수준 측정

 체류 외국인의 수용국 내 적응/통합수준 측정 노력은 대개 ① 통합수준 자체의 
측정(체류 외국인이 “얼마나 잘” 이주 수용국 및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지)과 
② 통합 역량의 측정(체류 외국인 및 이주 수용국과 지역사회 간 통합을 위해 어
느 정도의 능력과 잠재력이 존재하는지)하는 것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못한 채 혼
재되는 양상(Jacobsen & Simpson,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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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준 자체(상황)의 측정/평가 통합 역량의 측정/평가

 직장 내 인종/국적 다양성 정도

 체류 외국인의 적응을 돕기위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다국적/인종 소통채널(inter-ethnic 

friendships)의 존재

 (정기적인 인구통계 조사상) 내외국인간 주거지 

공존비율

 지역사회 내 외국인력 수요

 이민자 친화적 행태(prosocial behavior)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을 위한 지역 주택정책상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출처: Jacobsen & Simpson (2015: 1)을 표로 재구성 

<표 3-2> 이민자의 통합수준 측정·평가 양상

□ 통합 관련 지표/측정 체계 자체가 가진 한계

 지표의 성격(주관적 vs. 객관적 지표) 관련
-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 등 사회경제적 데이터 등에 

기반한 객관적(objective) 지표에 대한 활용 필요성이나 선호는 존재하나, 객관
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기반한 측정 지표가 “실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적응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정책 현장에서 발생(Wolffhardt, 
Joki, & Solano, 2019)

- 객관적인 지표/수치상 높게 나타나더라도 실제 체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실질
적인 적응 및 통합수준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외국인/이민자의 통합과 관련하여 객관적 요
인(법적 신분, 적정 일자리 접근 정도, 교육, 건강/의료, 고용 등 보편적 서비스 
접근 정도 등)와 주관적 요인(개별 구성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법적, 경제
적, 사회문화적 영역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수준의 측정/평가를 시
도(UNHCR Ecuador, 2015: 5-6; Chan, To, & Chan, 2006: 275-277) 

 지표 설정 관련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 통합 수준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협의적인 차원의 접근은 통합을 구성하는 요

인(element)을 측정 vs. 반면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건/조건(condition)까
지 포함하여 이를 측정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
(Chan, To, & Chan, 2006: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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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ger-Schmitt(2000: 7-18)의 사회통합: 사회적 달성목표이자 수단
- 사회통합을 2개의 사회적 달성목표(societal goal dimension)의 관점에서 분

석 & 사회통합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조건/요건”(condition)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개념을 정립

- 이와 관련된 2가지 달성목표는 ① 사회 구성원 간 차이, 불평등, 특정 대상집단
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감소 ② 사회 구성원들 간 사회적 관계, 소통 및 연계 
강화(사회 내 사회자본이라 일컬어지는 측면을 반영)로 구성

사회적 달성목표 영역(1): 
사회 구성원 간 차이, 불평등, 특정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감소

사회적 달성목표 영역(2): 
사회 내 사회적 자본 강화

 지역간 불균형

 기회 균등(성별, 계층, 집단 등)

 사회적 배제

 사회적 관계의 이용 가능성

 사회정치적 활동의 확대

출처: Chan, To., & Chan(2006: 282)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

<표 3-3> 사회적 달성목표(societal goal)로서 사회통합: 활용 가능한 지표구성 체계

- 반면 캐나다 사회개발위원회(CCSD)에서 개발한 사회통합 지표의 경우는 사회
통합의 구성요소와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조건을 포함하여 통합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진단 툴을 활용(Chan, To., & Chan, 2006)

포용적 사회통합을 위한 요건(conditions) 사회통합적 활동의 구성요소(elements)

 경제적 요건(소득분배, 빈곤, 고용, 이동성)

 기회 제공(건강/의료, 교육, 주거 등)

 삶의 질(국민건강, 개인 및 가족의 안전, 경제적 

안정, 사회 구성원들 간 소통, 양질의 자연환경 등)

 협력 의지(대인 간 신뢰, 기관/제도에 대한 신뢰, 

소속감,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참여(자유주의, 집단활동,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정치참여 등) 

출처: Chan, To., & Chan(2006: 283)

<표 3-4> 캐나다 사회개발위원회(CCSD: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에서 
개발한 사회통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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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외국인의 통합 관련 지수/지표 구성체계: 특징

 평가/측정 영역
- 부문·영역별 평가/측정 지표(특정 정책 영역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 

vs. 포괄적·종합적 평가/측정 지표(모든 외국인/이민자 대상 적용)

 지표 크기
- 선행 연구별 차이는 존재하나, 대개 10개 내외의 측정/평가를 위한 정책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측정 지표를 설정·구성
- 정책 영역의 경우 교육, 복지, 건강/의료, 고용, 주거, 국적 취득, 정치참여, 가족 

재결합, 사회적 차별/배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 <정책 영역-영역별 측정 지표/지수>라는 2층 체계 혹은 <정책 영역- 정책관점

- 측정 지표/지수>라는 3층 체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고상두, 2021: 2)

□ 이민자/체류 외국인 통합 관련 지수/지표 구성체계: 실제 적용사례

 “지역사회/지역 차원“의 외국인/이민자 통합지수(local integration index)
- 특정 집단(distinctive population)의 지역 통합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핵심 

영역/분야(권리, 시민/주민권, 언어, 소통/네트워킹, 교육, 건강/의료, 주거, 고
용 등)에 대한 개념화 시도(UNHCR Ecuador, 2015: 6)

- 지역 차원의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 수준을 주관적 측정지표(체류 외국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측정지표(법제도, 경제, 사회문화적 측
면)를 사용하여 양적 측정을 시도(UNHCR Ecuador, 2015: 5-6)

- 종속변수(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 관련 인식/시각), 독립변수(법, 경
제, 사회문화적 영역별 세부 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영역별 체류 외국인의 
통합 관련 수준을 측정(UNHCR Ecuador, 2015: 7-8)

- 분석 결과, 에콰도르 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민자들의 61.1%가 지역사회에 통합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법적 영역 통합 인식: 50.6%, 경제적 
영역 통합 인식: 59.5%, 사회문화적 영역 통합 인식: 62.3%) (UNHCR 
Ecuador,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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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 차원의 외국인/이민자 통합지수 도출 과정: 에콰도르의 사례

출처: UNHCR Ecuador(2015: 9)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프로젝트(NIEM)7)

-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자인 난민들의 유럽국가 내 장기적인 통합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툴로서 난민통합평가지표(National Integration Evaluation 
Framework: NIEM)를 개발

- NIEM은 강제 이주자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해당 수용국 내 관련 정책을 통해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있는지,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등을 모색 

- NIEM은 자국 내 박해 등을 피해 유럽국가들로 강제 이주한 난민들의 통합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약 150개의 광범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 해당 지표들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증거기반 방식으로 논의를 통해 구성

- 통합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은 크게 3층 체계(정책 영역-정책관점-
세부 지표) 형태로 구성 & 4개의 정책 영역(일반적 상황, 법적 통합, 사회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분류

7) http://www.forintegration.eu/pl/about-the-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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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측정/평가지표(NIEM): 유럽 국가 사례 

출처: National Integration Evaluation Framework(NIEM), http://www.forintegration.eu/pl/about-the-pr

oject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PEX)8) 
- MIPEX는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 5대 대륙에 위치한 56개 이민자 수용국가

들의 통합정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툴
- 이민자 수용국가들이 추진하는 통합정책의 수준을 진단/평가하기 위해 MIPEX

는 지표들은 3층 체계(정책 영역-정책 관점-세부 측정/평가 지표)로 구성
- 이민자 통합정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크게 8개 정책 영역을 기준으로 총 167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2020년 평가결과 기준)
 노동시장 통합(Labour market mobility):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들이 

일자리에 접근하고 직무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내국인들과 동일한 권리 
및 기회가 제공되는가? 

8) MIPEX 관련 내용은 https://www.mipex.eu/를 참조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lano와 Huddleston 
(202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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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표: 일자리 접근, 취업 관련 일반적인 지원, 특정 지원, 노동자로서의 권
리 보장 여부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들이 모국
의 가족들과 문제없이 가족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부 지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자격 요건(eligibility), 기준, 관련 정책/제도, 

관련 권리 보장방안의 마련 여부
 교육(Education): 수용국 내 교육 시스템이 이주아동 및 청소년들에 포용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가?
 세부 지표: 교육권 접근성, 지원 수준/범위,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교육기

회 및 커리큘럼 제공 여부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이민자/외국인들이 수용국 내 정치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기회가 제공되는가?
 세부 지표: 선거 참여 가능 여부, 정당활동 가능 여부(political liberties), 정부

기관에 민원 제기 및 협의체 등에 참여 가능 여부, 외국인/이민자 관련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여부 

 수용국 내 영주 가능 여부(Permanent residence):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
들이 영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
 세부 지표: 영주 권한 자격요건, 자격취득을 위한 선행요건, 관련 행정적 절차 

마련 여부, 영주권자 권리범위
 수용국 국적 취득 가능 여부(Access to nationality):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

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
 세부 지표: 국적 취득 권한 자격요건, 자격취득을 위한 선행요건, 관련 행정적 

절차 마련 여부, 이중국적(dual nationality) 유지 가능 여부
 외국인/이민자 대상 차별 금지 노력(Anti-discrimination): 이민자/외국인들

이 수용국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인종/민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내국인들에게 
차별이나 배제를 당하고 있는가?
 세부 지표: 사회적 소수자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해당 법제

도의 적용 범위, 법적용 절차 및 범위, 차별금지를 위한 행정/정책적 조치 마련 
여부  

 건강/의료(Health): 수용국 내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민자/외국인들이 가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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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세부 지표: 이민자 집단별 건강/의료 권리 접근성 자격요건, 건강/의료 서비스 

접근성, 관련 행정적 절차의 마련 여부, 이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여부
- MIPEX의 세부 지표들은 매년 국가별로 통합수준을 측정/평가하고 있으며, 주

기적으로 세부 지표들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
 2020년 평가지표의 경우 이전 세부 지표들 중 58개 지표를 수정·보완 

 통합 프레임워크 지표(IOI: Indicators of Integration Framework): 영국 내무부9)

- 4개의 주제(headings) 및 개별 주제 안에 영역(domains)으로 구성
- 4개의 주제는 ① 통합영역 및 달성수단(markers and means), ② 사회적 소통

(social connections), ③ 통합과정의 촉진(facilitators), ④ 기반(foundation)
으로 구성

- 통합영역 및 달성수단(Markers and Means)의 경우 5개의 영역(고용, 주거, 교육, 
건강/의료 및 보건, 여가)을 포함하며 ①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환경이자 ② 통합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요 달성영역을 의미

- 개별 영역들은 체류 외국인들의 통합 관련 진척(progress) 수준을 보여주며 다
른 영역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통합 수단으로 작동 

ex) 이주 수용국/사회 내 교육시스템에 대한 접근 →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을 판
단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시(marker)이자 이들의 언어(한국어) 학습 및 문화적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계성(social connection) 확보 및 졸업 후 고용기회 확
대, 지역사회 내 소속감 제고 등과 같은 체류 외국인의 수용국 내 주요 통합 
수단으로 작동  

- 이들 영역들은 체류 외국인의 통합을 지원하는 활동이 진행되는 분야이자 이 들
의 수행결과가 평가되는 분야 & 따라서 해당 영역들의 달성 자체가 통합의 최
종 결과라기보다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으로 작동

- 사회적 소통(social connections)의 경우 통합의 개념 설정 및 달성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관계(relationship)의 중요성을 강조

- 사회적 관계는 사회 내 개인과 집단의 자원(resource)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 

9) 이하 IOI 관련 세부 내용은 Ndofor-Tah, Strang, Phillmore, Morrice, Michael, Wood, & Simmons 
(2019)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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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 간 신뢰와 호혜(reciprocity)에 기반한 관계망은 일상생활에 필요
한 각종 자원의 이용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본(capital)”을 형성
하는 것으로 인식

- 사회적 소통의 경우 3개 영역(유대, 연계, 연결망)을 포함하며, ① 동질적인 정체
성과 신뢰를 가진 구성원 간 유대(social bond), ②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구성
원 간 자원의 교환과 소통을 통한 연계(social bridge) ③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이들 지역을 관장하는 정부 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망(social link)으로서, 구
성원들이 지역사회 내 사회경제 발전을 영향을 미치는 ‘기여자’이자 사회 구성원
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별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수혜자’로서의 권한(권리 및 의무)을 부여

- 통합과정의 촉진(facilitator)의 경우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통합과정에 필요한 영역/분야를 의미하며, 이들은 언어(language), 문화(culture), 
디지털 기술(digital skills), 일상생활 속 안전(safety)과 사회적 안정성(stability)
을 포함

- 통합기반(foundation)의 경우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통합과정을 지원
하는 기반 요인으로서,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수용국 내 시민권/국적 취득, 내
국인에 준하는 사회경제적 권리/처우의 부여와 더불어 이들이 지역사회 내 구성
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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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수용국 내 통합 프레임워크: 영국 내무부

출처: IOM & UK Home Office(2020: 15)

- 전술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영국 내무부가 설정한 통합정책 추진을 위해 세부 
영역별(고용, 주거, 교육, 건강/의료 및 사회보장, 여가, 유대, 연계, 연결망, 언
어, 문화, 디지털 기술, 일상생활 속 안전, 사회적 안정성, 권리와 의무) 통합수준
의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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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지역사회 내 취업을 위한 사업/프로그램 참여 비율(%)
(예. 견습 프로그램, 인턴십, 멘토링 제도) 

▲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유급근로 참여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기술, 자격요건 및 경험에 부합하는 직종 취업자 비율(%)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고용 비율(%) ▲

 체류 외국인 대상 다양한 형태/방식의 고용계약(호출형 근로계약10), 시간제; 자영
업; 임시/단기직 등) 체결 비율(%)

▲ ■

 지역 내 창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전국 평균 연봉을 받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체류 외국인(개인 및 가구) 비율(%) ▲

 현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무급 혹은 자원봉사 등의  일에 종사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취업 기회 및 취업 장벽 관련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인식  ▲

 은퇴 계획을 세운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가 접근 가능한 취업 멘토링/직무체험/견습 제도
 특정 정책수요나  취약 집단을 위한 고용 및 구직 관련 교육훈련 방안 마련 여부
 사업장 내 체류 외국인 직원을 위한 언어 지원(통역, 번역)방안 마련 여부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취업 관련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 설계 및 운영 여부
 체류 외국인의 지역 내 취업시장 진입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취업시장 및 사업장 내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CV, 고용 관련 지원서 작성 관련 도움 제공)
 체류 외국인이 지역사회 내 상대적으로 유입되지 못한 산업/직업 분야에 구직 접근성 확대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기업 창업 지원 전략 수립 여부 (예. 자금 조달 등 지원)
 해외에서 수련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영국 내 전문직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프로그램 여부
 체류 외국인 대상 국민건강보험(MINo)의 적정시간 내 발급 여부 
 해외에서 획득한 자격요건 인정 여부
 체류 외국인 대상 맞춤형 고용(기존의 자격 요건을 전환, 재인정 및 편입 프로그램, 특수 언어 과정 등)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여부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내 창업 등 기업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멘토링 지원에 대한 전략 수립 여부
 구직활동 중인 체류 외국인의 아동보육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여부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28-29)

<표 3-5>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취업/고용 분야

10) 호출형 근로계약은 “0시간 근로계약(zero-hour contracts)”이라고도 불리우며, 노동자에게 미리 정해둔 근
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호출에 응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계약 형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하나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2014). 노동법률(201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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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초등교육 단계를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 비율(%)
(또는 5세-11세까지의 이주 아동의 교육 성취도 등)

■

 다섯 과목 이상의 GCSE 프로그램(중등교육 자격검정시험) 이수 학생의 비율(%) 
혹은 해당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자격(A-C)을 취득한 학생 비율(%)
(혹은 영국 내 12세-16세 사이 청소년의 교육 달성정도에 상응하는지 여부)

■

 두 과목 이상의 A학점을 이수 혹은 상급과목(Advanced Higher)을 패스한 이주
아동 비율(%) (또는 17-18세 사이 청소년의 교육 달성정도에 상응하는지 여부)

■

 제적된 이주학생의 비율(%) ■

 대학 및 직업교육을 위한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에 합격한 이주배경 청소
년과 성인 비율(%) 

■

 직업교육 자격*을 이수한 이주배경 청소년 비율(%)
 -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스코틀렌드 직업자격

요건(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s) 등 
■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이주배경 청소년 비율(%) ★

 대학교에 입학한 이주배경 청소년 및 성인 비율(%) ★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중도 포기/탈락된 이주배경 청소년, 성인 비율(%) ■

 취학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에 참여하는 이주아동 비율(%) ■

 점심시간 및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이주아동 비율(%) ▲

 학교 내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 (비유사성[dissimilarity]의 측정지표) ■

 이주배경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

 취업, 교육 혹은 기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 성인(니트족)의 비율(%) ■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입학원서, 과제 및 추가학습(catch-up class)에 대한 지원 여부 
 동료학생 멘토링(peer mentoring)에 대한 지원 여부
 교육 시스템 내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및 정서적 웰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관련 구축 여부
 학교-이주아동/청소년 보호자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존재 여부
 취학 전 교육/초등 교육/중등 교육//3차교육/고등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존재 여부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대상집단이 가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
램 등의 제공

 청년층 이민자/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지원 체계 등의 이용 가능성 (19세 이상의 청년층을 대
상으로 한 교육, 16-23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계과정 등 설계 및 운영 여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에 대한 정보 제공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영국 내 교육기관에 대한 유연한 입학 요건 마련 및 해외에서 취득한 교육 자격이

수 등의 요건에 대한 인정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30-31)

<표 3-6>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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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체류 외국인/이민자 중 지역 내 노숙인(homeless) 비율(%) ■

 임차 형태로 지역 내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과밀주거 환경(overcrowded housing) 내 거주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에 거주자격을 지닌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주거보조금(housing benefit)을 지급받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추가 주택 지급금(discretionary housing payment)을 받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임시 숙소(temporary accommodation)에 거주한 평균 기간 ★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이웃에 대한 만족도(지역사회 내 안

전 정도, 사회 통합 및 편의시설 접근 정도)
▲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의 접근성(법률상담 제공, 주거급여 지원 및 적합한 숙소 찾기 등)

 민간 임대 부문(PRS) 접근 등 관련 지원 

 장애를 가진 가구(household disability access)의 주거 지원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의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시설 접근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역의 주거지원서비스 및 주택공급계획(housing scheme) 관련 정책의 수립·집

행 여부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32-33)

<표 3-7>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주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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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출생 시 건강수준(남성, 여성 포함) ■

 주치의(GP) 제도에 등록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치과 서비스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영국보건서비스(NHS) 안과검진 서비스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영국보건서비스(NHS) 무료 안과 검진을 받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건강 관련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예. 산전관리, 정신건강서비스, 가정폭력 및 트라우마 피해자 지원)
■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예. 면역, 건강, 산전 관리,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검진, 성전문 클리닉)
■

 장애, 간병 및 기타 수당을 받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방문간호 건강서비스(health visitors service)를 이용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학교 보건교사(school nurse)에 접근 가능한 이주아동 및 청소년 비율(%) □

 유아 사망률(%) ■

 신생아 사망률(%) ■

 출산전후 태아(perinatal) 사망률(%) ■

 산모 사망률(%) □

 예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 (%) (모든 연령) ■

 본인의 건강 및 웰빙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가 평가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

율(%) (아동, 청소년 및 18세 이상)
▲

 지역사회 내  체류 중인 노년층의 건강 및 삶의 질 관련 인식 ▲

 주치의와 정신건강 관련 문제 상담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진료예약 과정에서 통번역 서비스 받은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사회 체류 중인 외국인/이민자 대상 NHS의 심리치료접근성개선프로그램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IAPT) 회부 비율(%)
■

 지역사회 외국인 중 NHS의 심리치료접근성개선프로그램(IAPT)참여 비율(%) ■

 지역 내 자생 조직 및 시민사회 조직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신적 외상 인지 서비스

(trauma-informed care) 전문의를 방문한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비율(%)
▲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육체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규모 ■

 NHS의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CAMH)에 참여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율(%)
■

<표 3-8>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건강/의료, 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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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18세 이상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학과 병상 수 ■

 병원 입원 기간 ■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내 건강/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절차를 이해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예. 장애, 가정폭력,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

 가정방문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예방적 건강보호 조치의 중요성 (식이요법, 금연, 운동, 약물남용 위험 등)을 인식

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에서 제공하는 건강/의료 및 보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만족도 
▲

 다양한 질병 관련 75세 이하 인구의 사망률 (%) (남성과 여성 포함) ■

 주치의 예약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최근 2년 동안 NHS 치과 진료예약을 성공적으로 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하루에 최소 1시간/일주일에 7일간 신체건강을 유지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 ▲

 일주일에 최소 5회 정도 걷기운동을 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15세이상) 평균 행복도(WEMWBS) ▲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및 청년 규모 ■

 정신건강을 위해 주치의 제도(GP)에 등록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인구 10만 명당 가정방문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체류 외국인/이민자(18세-64세) 규모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결핵 발병률(%) (최근 3년 평균) ■

 인구 천 명당 경찰에 보고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과 범죄 규모 ■

 필요시 사회적 소통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이민자 비율(%) ▲

 자살로 인한 수명 손실년수 ■

 음주 관련 문제로 발생한 수명 손실년수 ■

 흡연 관련 발병으로 인한 잠재적 수명 손실년수 ■

 지역사회 내 노숙인의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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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사회복지사와 보건 전문가, 지역 커뮤니티 수요에 부응하는 위탁보호 종사자(foster carer) 등에 대한 

훈련 및 지원 체계 구축 정도

 지역사회 내 수요가 많은 곳에서의 전문적 서비스(specialist service) 제공 여부 

 건강/의료 및 돌봄 서비스(적정 통역 서비스 포함) 에 대한 접근 지원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건강/의료 서비스 수급권, 제공 및 관련 건강 위해요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의료 관련 자격요건 등과 관련하여 보건 분야 지역 내 일선 공무원

들의 역할 및 역량제고 노력 & 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노력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정책개발 

 산전관리, 산후관리 및 장애 지원 프로그램 이용 등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에 대한 보건증진 

노력

 환자지원 및 연계 서비스(PALS: Patient Advisory and Liaison Service) 및 유사 프로그램에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MECC(Making Every Contact Count) 등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건강/의료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및 관련 서비스의 실제 이용 정도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의 보건 및 돌봄 지원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 단위의 제도적 노력

 전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당국/운영위원회/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 및 운영

 체류 외국인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 제고(health literacy)를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 및 관련 정책 추진

 체류 외국인의 건강 및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책에 접근 여부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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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지역 도서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회원 비율(%) ▲

 지역 체육시설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회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 사회 및 여가활동 그룹 참여 비율(%) ▲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여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의 스포츠 시설(수영장, 축구장, 실내 체육관, 경기장) 접근성 향상 

및 이용 가능성 확대방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노력

 도서관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노력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의 지역 동호회  참여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노력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포용적인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전략 마련 노력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38)

<표 3-9>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여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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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도움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친척 및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이민자 비율(%)
▲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 단체나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이웃 및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참여 및 적응과정을 도울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의 존재 여부 

 정기적인 지역사회 문화예술 행사 및 커뮤니티의 전통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의 개최 및 체류 외국인/이

민자들의 참여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의 적응/통합과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및 행사를 위한 예산 지원

 지역사회 내 통합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사를 다룬 

미디어 보도 등의 활성화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39)

<표 3-10>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사회적 유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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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청년 단체, 아동보육시설, 스포츠 클럽, 노동조합 및 기타 조직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다른 사회경제, 인종적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종교 집회 등)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다른 사회경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일상생활에서 다른 인종 및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

자 비율(%)
▲

 다양한 사회경제, 인종적 배경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거주 중인 사회 내 이웃과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

민자 비율(%) 
▲

 지난달에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경험을 지닌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거주지역 내 다양한 사회경제, 인종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잘 지낸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거주지역 내 인종에 따른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의 정도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다른 인종 배경의 사람들을 모여 함께하는 지역사회 축제 등의 운영 여부

 이민자 포용적 도시(cities of sanctuary)와 같은 조직화된 집단/기관의 존재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활동 등의 설계·운영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적응을 돕는 멘토 혹은 조력자의 존재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다른 사회경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사회적 다양성 및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 지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정치적 담론 및 공적 담론의 

형성 및 확산 노력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미디어 보도의 강화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기회와 서비스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권한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입법안 

마련 노력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입법의 성안 및 실행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40-41)

<표 3-11>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사회적 연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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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지역 내 커뮤니티 조직 및 위원회  (학부모 교사연합회, 환자 그룹, 거주자 연합

회 등)에서 직책/역할을 맡은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 내 투표권 행사를 위한 등록 비율(%) ▲

 영국 정당에서의 소수민족 집단의 대표성 확보 여부 ★

 학부모 교사 연합회, 비정부기관(NGO) 또는 기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체

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법정 및 기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를 이해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경영 및 관리직 지위를 맡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접근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책의 

추진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 커뮤니티와 주민 기구 간 만남 및 협업의 기회 마련

 지역의 정책 및 전략 개발에 있어서 체류 외국인/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 독려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일상생활 속에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내국인들과 연계 

프로그램 설계 및 추진 

 국가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이행과정상 체류 외국인/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 창구 및 기회의 마련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42-43)

<표 3-12>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사회적 연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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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성인 문해율(%) ▲

 제2언어로서의 영어학습(ESOL) 및 성인 영어 수업과정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

이민자 비율(%)
□

 제2언어로서의 영어학습(ESOL) 및 성인 영어 수업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자격을 받은 지 2년 내 영국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ESOL 3단계를 보유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내 운영 중인 ESOL 수업에 만족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주민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교육과정 밖의 언어활동(사회적 활동, 멘토,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

/이민자  비율(%) 
□

 모국어를 바탕으로 제2외국어를 배우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돌봄 및 교통비용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지원 

 다양한 언어능력 및 수준을 가진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욕구(패스트 트랙,  직업 교육 차원의 제2의언어

로서 영어학습 과정, 문맹인 학습자를 위한 특수 과정 등)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내 ESOL 수업 개설 

및 운영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ESOL 등 수업 제공

 직장에서의 제2언어로서의 영어과정(ESOL) 및 비공식적 언어 학습의 기회 제공

 직업교육과 학문적 참여를 위한 제2언어로서의 영어과정(ESOL) 학습 기회 제공

 돌봄 분야 종사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보육, 교통 및 시험 비용과 같은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체류 외국인/이민자  모두를 위한 영어학습 교육기회 제공 

 언어능력 상 취약한 학습자를 위한 지원 제공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언어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과정(ESOL) 제공 방안의 마련

 지역사회 체류 이전 및 문맹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ESOL 강사 대상 교육 및 지원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44-45)

<표 3-13>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언어 및 소통 분야



73

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영국의 문화 시설 및 행사(박물관, 지역축제 및 문화 기념일)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

인/이민자  비율(%)
▲

 거주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과 “잘 지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

 지역 내 다양한 사회 규범과 기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비율(%)
▲

 영국사회의 문화와 규범 (회사 혹은 공공서비스 접근)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일상생활 (부모의 역할과 책임, 고용 및 재산권, 공중도덕 준수)과 관련하여 영국법

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영국 사회 내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음주운전, 여성할례 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

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지역 내 여러 사회 규범, 서비스 그리고 기회에 대하여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제도/프로그램의 마련

 지역 내 다양한 인종·문화적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행사(지역

축제 등) 운영 

 문화적 표현 및 문화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내 참여자 사람들에게 

개방된 문화소통 관련 수업 등 마련)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 미디어의 보도 활성화 

 다양한 집단에 개방된 문화예술 향수기관의 설립 및 운영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 (예. 문화유산복권[Heritage Lottery])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을 지지하는 정치적 담론 및 공적 담론의 전국적 활성화 노력 

 영국 내 체류 중인 이민자 및 난민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교육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의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방안 등의 마련 및 운영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46-47)

<표 3-14>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문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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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친구,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

이민자 비율(%)
▲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

 스마트폰/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16세 이상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지역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 대상 디지털 기술 능력 및 접근을 지원하는 전략 

 지역 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용 가능성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능력의 접근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공공장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의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접근 가능성 (충분한 시간 제공)

 공공장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컴퓨터에 대해 충분한 이용 시간 설정 여부

 주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을 신청에 대한 상담 또는 대면 지원 가능 여부 (학교, ESOL 및 기타 고등교

육, 주거,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여가서비스)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사회적 소수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및 운영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및 운영 

 온라인상 지역 주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포맷 (모바일 친화적인 웹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서의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 노력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48-49)

<표 3-15>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디지털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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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두려움 혹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낮밤에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조사
▲

 인종, 문화 혹은 종교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혐오범죄를 경험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령기 이주아동 비

율(%)
▲

 경찰에 의해 일시정지 및 수색 당한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특정 이슈 및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자체 내 일선 

업무 담당자들(경찰,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

 인종적 범죄 및 인종차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이민자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 경찰 및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의 마련 및 안내 

 각종 피해를 입은 체류 외국인/이민자 피해자 지원 및 지원제공 절차 등의 마련 및 운영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인종 차별 및 폭력으로부터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차별 등을 당할 경우 이들이 권리보호를 위한 독립항소 및 민원제기절차 등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 정보해독역량(media literacy)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그룹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련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50-51)

<표 3-16>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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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現 주거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이주아동의 전학률(%)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정규직 비율(%) ▲

 지역사회 체류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안정적인 체류자격(영주자격 등)을 보유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가족 재결합 절차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재결합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가족의 수 ★

 시민권을 취득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주민 및 이웃과 신뢰와 친숙함을 형성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現 거주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재정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사회로부터 체류 외국인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

자 비율(%)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주거 정책의 설계 및 운영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주거 권리 및 수급권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한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

 체류 외국인/이민자가 이용 가능한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대 지원 노력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규직) 고용 확보방안 마련 및 지원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 구성원들에게 주거 권리의 안정성 보장 

 공공임대주택 수급 대상이 아닌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에게 민간 임대 시장에 접근을 지원방안의 마련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시민권 획득 및 영주자격 신청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운영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52-53)

<표 3-17>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안정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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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측정 지표(Outcome Indicators) 데이터 출처(Data)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복지서비스 상담을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시민권 신청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방선거 등에 투표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내 현안 관련 시민 및 정치 포럼과 숙의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 

비율(%)
▲

 영국법과 사회적 의무(부모의 역할/책임, 고용 및 재산 권리, 공중도덕 준수의무 

등)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 및 영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지역사회 내 공공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의 수급권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전체 인구 비율(%) ▲

 공공서비스(다양한 통합 영역) 이용 관련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 시행 

여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체류 외국인/이민자 비율(%)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 권리,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출처: ■ 정부 旣 발간 행정 데이터 (official statistics)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데이터 (national survey)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no data located)

★ 정부 차원의 발간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사/측정된 데이터 (other data)

지역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Local Good Practice)

 영국 및 지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 도입

 보건, 교육 및 법제 등 주요 영역에서 체류 외국인/이민자들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specialist services) 시행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주민 상담 서비스(citizen’s advice services) 도입 및 운영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법률 상담 및 조력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이민자에 특화된 실태조사 시행 및 정책적 반영 노력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중앙/연방 차원: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을 위한 방안 (National Good Practice)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무료 건강/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전략의 마련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시민권 신청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운영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고용 관련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한 정보 및 기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

 지역사회 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민자의 권리에 대해

서 조언해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및 비정부기관(NGO)의 존재)

 영국에 살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 자격요건, 정보 등을 명시한 

안내서 발간 및 홍보 노력

출처: IOM & Home Office (2020: 54-55)

<표 3-18>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권리와 의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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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VALCOS 지수 (Acket et al, 2011)
- 사회통합의 개념화를 시도했던 Bernard(1999)와 Ch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2006)을 기반으로 외국인/이민자의 수용국 내 통합수준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지표 설계

- VALCOS(VALeurs et COhésion Sociale)는 룩셈부르크 국립연구재단(FNR)
의 재정 지원 아래 CEPS/INSTEAD에서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산물로, 유럽 
39개 국가들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 유럽인 사회조사(EVS: European Values Survey)와 국제기구들(OECD, 
Eurostat)에서 사용되는 통합 관련 지표/지수들을 결합하여 조사대상 국가들의 
사회, 경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측정을 시도

- 제도/기관에 대한 신뢰(trust in institutions), 연대(solidarity), 정치 및 사회
문화적 참여(political and sociocultural participation), 사회적 관계(공식
적, 실질적 관계) 등을 주된 측정 지표로 구성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이민정책연구원, 2021)
- 종래 국내외에서 적용 및 논의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개발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감안하여 한국적 맥락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통합
지표 체계의 구성을 시도

-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의 측정/평가는 2가지 목적(①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얼
마나 통합되어 있는지, ②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
동하는지)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통합수준의 측정과 
정책 평가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이를 위해 난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한 Ager와 Strange의 진단/평가 툴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지표 체계를 크게 <통합차원-통합영역-세부 지표>라는 3
층으로 구성

- 통합 차원은 크게 ① 통합 기반(법제도 및 행정 인프라 영역), ② 통합촉진(한국
사회의 이민자 수용성, 의사소통, 디지털 역량, 한국사회와의 연계, 안전 영역), 
③ 통합상태(노동, 소득·빈곤, 교육, 주거·생활, 보건·복지, 권리(정치·인권), 한국
사회 기여 영역)로 구성

- 통합 차원에 따른 세부 통합 영역들을 분류하고, 다시 각 통합영역별 통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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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을 위한 세부 지표들이 연계되어 구성
- 지수화한 지표를 기반으로 영역별 가중치 등을 고려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산출(68.97점)

<그림 3-4>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성

출처: 이민정책연구원(2021: iv)

차원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측정방법

통합
기반

법·제도
장기거주·

영주권

장기체류자 인구 대비 국적 취득률 행정통계

장기체류자 인구 대비 영주권 취득률 행정통계

장기체류자 인구 대비 정주형 인구 비율 행정통계

행정
인프라

행정서비스
인프라

출입국행정 서비스 접근성

신규조사

출입국행정 서비스 만족도

일반 민원, 행정 서비스 접근성

일반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이민자 관련 지원기관(다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인권센터 등) 접근성

이민자 관련 지원기관(다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인권센터 등) 만족도

중앙정부
정책

기획 체류 외국인 증가율 대비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행정통계

집행 수립과제 목표달성율 행정통계

모니터링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신규과제 편성 건 수 차기부터 적용 

이민자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행정통계

<표 3-19>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체계: 한국사회 맥락 반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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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측정방법

지방자치 
단체 
정책

기획 외국인 밀집지역의 자체 기본계획 수립 비율 행정통계

집행 수립과제 목표달성율 행정통계

모니터링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신규과제 편성 건 수 차기부터 적용

통합
촉진

수용성
인식 이민자에 대한 인식

국민인식조사
수용성 사회구성원으로 수용 정도

의사소통 한국어능력

읽기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듣기

말하기

쓰기 

디지털
역량

활용 이용빈도 신규조사
(과기보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비교)

기술 이용 가능 정도

보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
와의 관계

사회적 연계
지난 4주간 연락한 한국인 수
친밀한 관계(식사, 아이맡기기 등)에 있는 한국인 수

신규조사

사회적 참여

이웃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출신국 커뮤니티 
등에 참여한 횟수(지난 4주간)

신규조사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종교, 봉사활동모임 등에 
참여한 횟수(지난4주간)

소속감

한국에의 소속감

신규조사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소속감

출신국에의 소속감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신규조사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

통합
상태

노동
경제활동

지난 3년간 고용률 추이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지난 3년간 실업률 추이

조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소득·
빈곤

소득 월평균 임금(내국인과의 차이)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빈곤 상대적 빈곤율(내국인과의 차이) 신규조사

교육

학교교육
학령기 아동 취학률(내국인과의 차이)

신규조사
학업 성취도(내국인과의 차이)

직업교육 직업교육 참여율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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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측정방법

주거·생활

주거
주택보유율(주택점유형태)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소득 중 주거비 비율(주거비용 과다부담 비율)

거주환경

시군 단위 외국인 밀집정도(거주지 분리) 행정통계

거주환경 만족도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건복지부 
복지패널 비교)

문화·여가

지난 한달간 여가, 문화활동 참여 시간 신규조사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 비교)

지난 한달간 여가, 문화활동 참여 지출비용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건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검진율 행정통계

의료서비스 미충족율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가입율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민연금 가입율

산재보험 가입율

건강보험 가입율

공공부조

기초생활 수급 비율

신규조사의료급여 수급 비율

기타 공공서비스 이용 비율 

권리

정치참여
귀화자, 영주권자 투표 참여율
(내국인과의 차이)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인권·반차별
인종, 문화, 종교적 이유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폭력, 학대 등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인지도

한국사회 
기여

납세 세금 납부 경험 비율 신규조사

법질서 준수 한국 법규범 이해 응답 비율 신규조사

출처: 이민정책연구원(2021: v-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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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통합수준 측정 지표: 종합

통합수준의 측정은 체류 외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
위하게 설계 및 논의되는 양상

-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류 외국인(난민 포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국인 주민들과 비교 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 및 지고 있는
지,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관적 측
정(인터뷰, 참여관찰 등), 객관적 측정지표나 분석방법(설문/실태조사, 공공 통
계 등)을 통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

아래 <표 3-20>과 <표 3-21>은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적응수준을 평가/측
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구성

영역 측정/지표 예시 문헌

언어 
(Language)

이민자 vs. 수용국 주민 간 공유하는 언어의 비율 

Ager &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 O’Toole 2007; 
Bansak et al. 2018; Boston 
Analytics 2017; Caselli 2012; 
Connor 2010;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ORR “Indicators” 
2015; Stepick and Stepick 1990

건강
(Health)

난민 vs, 수용국 주민 간 의료 서비스 접근 비율 

Ager and Strang 2008; Connor 
2010, Fix 2007;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Huppert et al. 2008; 
Kearns et al. 2016; ORR 
“Indicators” 2015; Deardorff- 
Miller 2018

난민 vs. 수용국 주민의 정신건강 및 웰빙수준, 질병 
발생율 간 비교

Connor 2010;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Huppert et al. 2008; 
ORR “Indicators” 2015; Steuer 
and Marks 2008: 24; Deardorff- 
Miller 2018; Shim 2010

안전
(Safety & 
Security)

난민 vs. 수용국 주민 간 경험하는 안전 관련 위해 
수준 측정 (주관적 측정: 일상생활에 스스로 인식하
는 취약성에 대한 응답/객관적 측정: 보험회사의 위
험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

Jacobsen 2001;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Deardorff- 
Miller 2018

<표 3-20>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수준 관련 측정 및 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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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지표 예시 문헌

이민자 vs. 수용국 인구의 범죄율 측정
(인종/민족적 집단을 비교 또는 인종/민족적으로 동
질적인 이웃을 비교)

Bell, Fasani and Machin 2013

이민자 vs. 수용국 주민이 저지른 범죄율 간 비교 Bell, Fasani and Machin 2013

환경
(Environment)

이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의 파괴 및 
수용국 내 주민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
(대규모 이주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 자원의 감소, 
환경변화가 야기하는 건강 합병증)

Jacobsen 2001; Deardorff-Miller 
2018

주거 
(Housing)

난민 vs. 수용국 주민의 양질의 주거시설 접근 정도 
(주관적 측정: 이민자/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
식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객관적 측정: 주거
지, 일터 등과 관련하여 내국인 주민들과 공간적 분
리 정도)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ürkin and Chindea 2012; 
Council of Europe 2000; Moser 
1998; ORR “Indicators” 2015

교육
(Education)

난민 vs. 수용국 주민의 교육수준 비교
(학위취득 비율, 문자해독율, 교육수학 기간)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Alink et al. 2013, Bansak et al. 
2018; Batsaikhan, Darvas and 
Raposo 2018; Bürkin and 
Chindea 2012; Caselli 2012;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Huppert et al. 
2008;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Mustafa et al. 2011; OECD 
2015; ORR “Annual Report” 
2015; Ott 2013; Stepick and 
Stepick 1990; UNHCR 2012; 
McPherson 2010

학교 내 난민 vs. 내국인 학생 간 소통 수준 Diemer et al. 2014

난민 아동들이 학교생활 속 조력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관계 형성(school relationships) 경험에 대한 
평가

Diemer et al. 2014

사회 
(Society)

수용국 내 난민들이 지낸 기간
Stepick and Stepick 1990; 
Deardorff-Miller 2018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 
(cultural values) 여부

Ager and Strang 2008: 174; Caselli 
2012; Council of Europe 2000; 
Jacobsen 2001; Phalet and 
Swyngedouw 2003;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Deardorff-Mill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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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지표 예시 문헌

난민 vs. 수용국 인구 간 인구통계학적 차이 (연령, 
성별, 가구 구성) 정도 

ORR “Annual Report” 2015; 
Ott 2013

이민자 관련 언론 보도 양상 (긍정적 보도 혹은 부정
적 보도)

Bilodeau and Fadol 2011, 
Goodall 2011

난민 vs. 수용국 주민 간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Steuer and Marks 2008: 
36-37, see also Boston 
Analytics 2017; Chan et al. 
2015; Huppert et al. 2008

난민/이민자가 수용국 내 문화와 정체성을 얼마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지 여부

Caselli 2012; Chan et al. 
2015; David 2013; Ott 2013; 
Porter and Haslam 2005; 
Yoon et al. 2013;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 사회적 유대관계 인식 및 강도

Ager and Strang 2008; Bürkin 
and Chindea 2012; Boston 
Analytics 2017; Caselli 2012; 
Chan et al. 2015; Council of 
Europe2000; de Vroome et al. 
2011; Goodall 2011; IFRC 
2012;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Moser 1998; OECD 2015; Porter 
and Haslam 2005; Sampson 
2010; Souter 2014;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난민과 수용국 주민이 함께 참여한 지역사회 행사
(스포츠 행사, 기념일, 타운홀미팅 결혼식) 여부

Ager and Strang 2008; Bürkin 
and Chindea 2012; Boston 
Analytics 2017; Caselli 2012; 
Chan et al. 2015; Council of 
Europe 2000; de Vroome et 
al. 2011; Goodall 2011; IFRC 
2012;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Moser 1998; OECD 2015; 
Porter and Haslam 2005; 
Sampson 2010; Souter 2014;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이민자/외국인의 지역사회 문화 적응 여부(모국 문
화 고수/유지 노력 vs. 수용국 문화 동화/흡수 노력)

Caselli 2012; Chan et al. 
2015; David 2013; Ott 2013; 
Porter and Haslam 2005; 
Yoon et al. 2013;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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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지표 예시 문헌

이민자와 수용국 주민 간 사회적 갈등
(social tensions) 존재 여부

Ager and Strang 2008; IFRC 
2012; Bürkin and Chindea 2012; 
Chan et al. 2015; Luttrell 2010; 
Mohamed and Saltsman 2017; 
OECD 2015;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Deardorff-Miller 2018

이민자와 수용국 주민 간 “타자화(othering)” 태도 
및 인식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Caselli 2012; Goodall 
2011; Ott 2013;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McPherson 
2010

정보
(Information)

난민 vs. 수용국 주민의 생활 정보 접근성 차이
(정보제공 플랫폼인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Mustafa et al. 2011; Fisher, 
Durrance, & Hinton, 2004; Foth, 
Brynskov and Ojala 2015; 
Courtright 2005, Oduntan and 
Ruthven 2017; Silvio 2006; 
Shoham & Strauss 2008; Lloyd, 
Kennan, Thompson and Qayyum 
2013

공간 
(Space)

이민자와 수용국 주민의 주거지와 일터 사이의 공간
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

Abu-Dayyeh 2005, Bose 2014, 
Ott 2013, Xie and Gough 2012

이민자와 수용국 주민 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
공서비스(병원, 기차역 등) 및 편의시설(공원, 쇼핑
센터 등) 이용 관련 차이 여부

Ager and Strang 2008; Bose 
2014, Ott 2013, Tang 2015, 
Xie and Gough 2012, Yoon et 
al. 2017; Deardorff-Miller 2018

경제
(Economy)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내 자영업 비율
Zolin, Chang, Yang and Yi-Hsuan 
Ho 2015

동일한 직종 내 구직과정에서 이민자와 내국인 주민 
간 경쟁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갈등 발생 여부/빈도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Deardorff-Miller 
2018; Somerville and Sumption 
2009

난민 vs. 내국인 주민 간 구직 관련 교육훈련 기회 
및 취업 관련 직무경험 등에 차이 여부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ORR “Indicators” 
2015

난민 vs. 내국인 주민의 평균 소득수준 차이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Stepick and 
Stepick 1990; Monra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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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dorff-Miller 2018

난민 vs. 내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비율 차이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ORR 
“Annual Report” 2015

난민 vs. 내국인 주민의 노동시장 참가율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ATHA 2017; Batsaikhan, 
Darvas and Raposo 2018; 
Boston Analytics 2017; Bürkin 
and Chindea 2012;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Fix 2007; 
Hoon, Singh and Wanmali 
1997; Huppert et al. 2008; 
Hussein 2002;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Jacobsen 2001; 
Livelihoods Centre 2015; 
Mustafa et al. 2011; OECD 
2015; ORR “Indicators” 2015; 
UNDP 2000

난민 vs. 내국인 주민 간 양질의 일자리(job quality 
differences) 접근 차이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Fix 2007; 
OECD 2015

난민 vs. 내국인 주민의 공식/비공식 경제 영역 참
여 비율 및 이들이 해당 영역에서 창출하는 소득 및 
지출의 재정가치 비율(ratio of dollar value)

ATHA 2017; Hoon, Singh and 
Wanmali 1997; Huppert et al. 
2008; Livelihoods Centre 2015; 
Mustafa et al. 2011; UNDP 
2000

난민 vs. 내국인 주민의 소득수준 분포(income 
level distributions) 관련 측정 

Alink et al. 2013, Ballard 
2002; ATHA 2017; Bürkin and 
Chindea 2012; Batsaikhan, 
Darvas and Raposo 2018;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Fix 2007; Hoon, Singh 
and Wanmali 1997; Huppert 
et al. 2008; Hussein 2002;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Mustafa 
et al. 2011; Livelihoods Centre 
2015; OECD 2015; Porter and 
Haslam 2005; Tang 2015; 
UND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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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내국인 주민의 경제적 안정성 분포에 대한 
측정(고용 및 임금 변동율 수준 측정)

Alink et al. 2013, Ballard 
2002; ATHA 2017; Bürkin and 
Chindea 2012; Batsaikhan, 
Darvas and Raposo 2018;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Fix 2007; 
Hoon, Singh and Wanmali 
1997; Huppert et al. 2008; 
Hussein 2002;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Mustafa et al. 
2011; Livelihoods Centre 
2015; OECD 2015; Porter and 
Haslam 2005; Tang 2015; 
UNDP 2000

정치
(Politics)

난민 vs. 내국인 주민 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
근성 차이

Bilodeau and Fadol 2011

난민 vs. 내국인  주민 간 선거 및 시위와 같은 정치
적 행사의 참여율 비교

Caselli 2012; Council of Europe 
2000; Givens and Maxwell 2012: 
3;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OECD 2015; UNHabitat 2016;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 출신 정치인 수 및 이
들의 평균 정치활동 경력 기간(내국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경력 기간 대비)

Givens and Maxwell 2012: 88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 
용이성/어려움 정도
(시민권 획득을 위해 필요한 기간, 기간별 시민권을 
획득한 난민 비율, 난민들의 시민권 취득 관련 느끼
고 어려움 등에 대한 주관적 지표)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allard 2002; Bilodeau and 
Fadol 2011; Caselli 2012;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Fix 2007; 
Stepick and Stepick 1990 

출처: Jacobsen & Simpson(201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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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ociety)

이민자의 수용국 내 이주 당시 연령 Boston Analytics 2017 

(난민) 수용국 내 재정착까지 걸린 시간 Kearns et al. 2016 

국제결혼의 비율
이민자와 내국인 주민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국 내 
태도/인식

Caselli 2012 

이민자를 기꺼이 통합할 의지를 지닌 언론 매체 및 소
셜미디어의 존재 여부

Bilodeau and Fadol 2011 

(이민자 대상) 자녀를 이주 수용국에서 키우겠다고 응
답한 이민자/외국인 비율 

Caselli 2012 

난민과 내국인 주민 간 사회적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Ager and Strang 2008; Caselli 
2012; Council of Europe 2000; 
Luttrell 2010; Mohamed and 
Saltsman 2017; OECD 2015; 
Phalet and Swyngedouw 2003;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McPherson 2010

난민과 내국인 주민 간 집단적 정체성 형성을 지지 혹
은 저해하는 초점사건(9.11 테러사건, 2015년 샤를
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견해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이주 수용국 내 이미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체류 
외국인 출신 주민(기업가, 정치인, 임대인 등)의 존재 
여부 

Chan et al. 2015; Fong and 
Chan 2010; Goodall 2011

이민자 및 난민이 수용국 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임시/단기간-영구적 체류)에 대한 견해 

Caselli 2012; Chan et al. 
2015; Council of Europe 2000; 
Jacobsen 2001; Kalogerakis 
2017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 문화적인 차이(지리적 거리, 
종교적 차이, 언어의 동질성, 집단 정체성의 존재 여
부) 관련 인식

Chan et al. 2015; Kalogerakis 
2017; Jacobsen 2001; Porter 
and Haslam 2005;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Shim 2010 

이민자 송출국과 수용국 간 젠더 불순응(gender 
nonconformity)에 대한 개방 정도 

Caselli 2012; IOM 2015; 
Castles and Miller 2015: 16, 
Mustafa et al. 2011; Pickering 
2011, and Tang 2015: 169 

내국인 주민들이 자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민자들
을 외관상 피부색이나 드레스 코드 와 관련하여 얼마
나 동일한지 관련 인식

Chan et al. 2015; David 
2013:148; Goodall 2011;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Kalogerakis 2017; Ott 2013; 

<표 3-21>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역량(capacity for integration) 관련 측정 및 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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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and Haslam 2005;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McPherson 2010 

VALCO 인덱스(index)를 통한 난민과 수용국 내 내
국인 주민 간 사회 통합수준에 대한 측정/평가 

Ager and Strang 2008; 
Caselli 2012; Chan et al. 
2015; Council of Europe 
2000; de Vroome et al. 2011; 
IFRC 2012; Moser 1998; 
Mustafa et al. 2011; OECD 
2015; Porter and Haslam 
2005; Sampson 2010; Souter 
2014; Fonseka, M. L., & 
McGarrigle, J. 2012 

사회적자본측정도구(the Social Capital Measurement
Tool)등을 통한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 사회적 자본 
수준 관련 측정 

Ager and Strang 2008; 
Caselli 2012; IFRC 2012; 
Moser 1998; Mustafa et al. 
2011 

난민과 수용국 내 주민 간 사회통제(social control) 
관련 인식
난민과 수용국 내 주민 간 신뢰 수준 관련 인식

Chan et al. 2015; Hula et al. 
2017; Sampson 2010;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이주 수용국 내 난민 규모
이주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 대비 난민 비율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기간별 이주 수용국 내 도착하는 이주민/외국인 비율 IRC 2018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
환경의 형성 여부
난민/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커
뮤니티 기반 시민사회 단체의 형성 및 규모

Ager and Strang 2008; 
Caselli 2012; Bilodeau and 
Fadol 2011; Bürkin and 
Chindea 2012; de Vroome et 
al. 2011; Goodall 2011: 7; 
Jacobsen 2001; OECD 2015; 
ORR “Annual Report” 2015; 
Pastore and Ponzo 2016; 
Porter and Haslam 2005;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 가족 간 분리(family 
separation) 비율
난민/이민자 커뮤니티 내 동일 인종/국적의 이웃이 함
께 거주하는지 여부(규모)

Connor 2010; Huppert et al. 
2008; Miller et al. 2018; ORR 
“Annual Report” 2015; 

난민과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 간 공유하는 문화적 가
치(cultural values) 여부

Ager and Strang 2008: 174; 
Caselli 2012; Council of Europe 
2000; Jacobsen 2001; Phalet 
and Swyngedouw 2003;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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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Zamora- 
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이민자의 이주 사유(강제 이주 vs. 자발적 이주)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난민/이민자들이 수용국 내 체류지를 직접 선택했는
지 여부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ose 2014, Fielden 2008, 
Kalogerakis 2017; Lyubomirsky 
and Ross 1999; Ruiz and Vargas- 
Silva 2013; Souter 2014 

난민과 수용국 주민 간의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 규모 및 강도에 대한 측정 

Mustafa et al. 2011;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이주민/난민 커뮤니티 내 동일 국적자들에 의한 사회
적 지원 제공 여부

West 2000 

난민/이민자와 수용국 내 다른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상호 이해 정도

Pho, Gerson & Cowan (2008) 

기간별 지역사회 내 상이한 인종/국적자와 소통 빈도 
Fonseka, M. L., & McGarrigle, 
J. 2012 

정치
(Politics)

이주 수용국 커뮤니티 내 종교에 대한 자유
(주관적 관찰, 종교적 검열 여부, 종교인과 종교 기관
의 존재 여부로 측정) 

Council of Europe 2000; West 
2000 

이민자들이 자의로 자국을 방문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존재 여부

Kalogerakis 2017 

이주 수용국 내 국적별 통합 경험에 대한 인식 Bansak et al. 2018 

난민 vs. 내국인 주민 간 신뢰할만한 형사사법 시스템
에 대한 접근성 차이

Bilodeau and Fadol 2011 

연방/중앙 정부 차원의 이민/외국인 정책 방향이 국제
적, 지역 차원의 이민자/외국인 세부 정책 추진 방향
과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 여부 

Ballard 2002; Bilodeau and 
Fadol 2011; De Haas 2010; 
Huddleston and Niessen 2011; 
Jacobsen 2001; Ott 2013; 
Zamora-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난민 vs.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 간 정치적 합의/불화 
수준

Bilodeau and Fadol 2011; 
David 2013: 145 

이주 수용국 내 외국인 vs. 내국인 주민 간 한정된 재원
을 공유하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지역의 역량 수준

Jacobsen 2001 

아주 수용국 내 사회복지 시스템이 난민 등 체류 외국
인을 사회안전망 내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Ireland 2004: 5; OECD 2015; 
ORR “Annual Report” 2015 

이주 수용국 내 난민/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혹은 비
정기적으로 자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

Bürkin and Chinde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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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민자의 합법적인 등록 또는 미등록 체류 여부 
Bürkin and Chindea 2012; 
UNHCR 2012 

난민의 체류자격에 따른 수용국 내 보호 및 지원 여부
(해당 체류자격의 보호 정도, 영주 자격 취득 가능성)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Council of Europe 2000; 
Hilfinger, McEwen and Clark 
2015; UNHCR 2012 

난민/외국인이 이주 수용국 내 시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명시적인 경로의 존재 여부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allard 2002; Caselli 2012;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Fix 2007 

난민/외국인의 수용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선거와 같은 이주 수용국 내 정치행사 관련 난민/이민
자의 참여율 

Ager and Strang 2008; Caselli 
2012; Council of Europe 2000; 
Givens and Maxwell 2012: 3;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OECD 
2015; UNHabitat 2016; Zamora- 
Kapoor, Kovincic and Causey 
2015 

지역사회 내 사회기반 인프라 역량 
(난민과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의 소득 대비 통신 기
술의 비용 및 접근성; 난민과 수용국 주민의 소득 대
비 에너지 비용 및 접근성)

Mustafa et al. 2011; NIAC 
2009; The White House 2013 

지역 및 중앙/연방정부 정치인의 이민자 관련 리더쉽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정부기관들 간 협조 및 협력체
계 구축

IFRC 2012; UNHabitat 2016 
Center for Study of Immigrant 
Integration 2016 

언어
(Language)

난민들의 수용국 내 공용언어 사용 능력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ansak et al. 2018, Caselli 
2012; Boston Analytics 2017; 
Connor 2010, Huppert et al. 
2008; OECD 2015 

수용국과 난민의 언어구조 상 차이 정도 Isphording 2015 

수용국 내 외국인들 중 수용국 언어 능통자 비율
(수용국 내 병원, 학교, 경찰 및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외국어 실력)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ansak et al. 2018, Caselli 
2012; Boston Analytics 2017; 
Connor 2010, Huppert et al. 
2008; OECD 2015 

수용국 내 외국인/이민자를 위한 언어학습 기관의 수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ansak et al. 2018, Caselli 
2012; Boston Analytics 2017; 
Connor 2010, Hupper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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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OECD 2015 

체류 외국인들이 수용국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취업 
기회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여부 

Isphording 2015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의 연령 Isphording 2015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의 주거지가 내국인들과 
분리되어 이민자들 간 소수민족 거주지를 형성하는지 
혹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부
(주거지 데이터 또는 이웃의 관찰에 따른 측정)

Isphording 2015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들이 수용국 언어를 배우
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부여되는지 여부 

Isphording 2015 

주거
(Housing)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을 위한 주거시설이 단기적/임시
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영구적인 제공인지 여부

Ager and Strang 2008; Moser 
1998; Mustafa et al. 2011; 
Porter and Haslam 2005 

이주 수용국 내 난민들이 그들이 가진 평균 소득수준
으로 부동산에서 공시된 주거하기 적당한 시설
(affordable housing)에 주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ger and Strang 2008; UNHCR 
2012 

공간
(Space)

이주 수용국 내 유사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진 내국
인 주민과 비교하여 난민/이민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 주거지와의 거리 

Bose 2014 

주거지 내 인종적 다양성 수준
(민족지학적 관찰 또는 주거 인구조사 데이터)

Bose 2014; Fonseka, M. L., 
& McGarrigle, J. 2012 

이주 수용국 내 유사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진 내국
인 주민과 비교하여 난민/이민자들이 주거지와 일터 
간 거리 

Bose 2014 

이주 수용국 내 체류 외국인들의 공공시설(공원, 마켓, 
종교시설) 이용 가능 정도 

Ager and Strang 2008; 
Caselli 2012; Bürkin and 
Chindea 2012; de Vroome et 
al. 2011; Goodall 2011: 7; 
Jacobsen 2001; OECD 2015; 
ORR “Annual Report” 2015; 
Pastore and Ponzo 2016; 
Porter and Haslam 2005;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이주 수용국 내 오래전 정착하여 사회적 자본과 안정
을 형성한 이민자 집단 주위에 새로운 난민/이민자들
의 집중화 정도

Brezzi, Dumont, Piacentini 
and Thoreau 2010 

교육
(Education)

지역사회 내 내국인 대비 난민/이민자들의 교육달성 
수준 (학위취득 수 등 비교)

Ager and Strang 2008; Alink 
et al. 2013;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Bansa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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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8; Boston Analytics 
2017; Caselli 2012; Connor 
2010;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Huppert 
et al. 2008; Mustafa et al. 
2011; OECD 2015; Ott 2013; 
Porter and Haslam 2005; 
UNHCR 2012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들이 수용 내 교육 학제 
등에 따라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국의 교육학제 
등을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

Caselli 2012 

난민이 출신국 또는 수용국 언어로 교육 받았는지 여부 Caselli 2012 

이주 수용국 내 새롭게 유입된 난민/이민자 학생이 지
역사회와 언어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역량 (학생당 배정된 언어강사 수, 학생당 
배정된 교사 수, 수업 규모, 난민 대 수용국 학생의 졸
업 및 고등교육 합격률, 난민 대 수용국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는/수학 가능한 학교 수 등) 

Diemer et al. 2014; West 
2000 

안전
(Safety & 
Security)

반이민정서: 수용국 내 무장단체(armed groups) 존
재 여부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정치적 폭력, 강력범죄, 자연재해, 질병 등 이주 수용
국 내 외국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인자(stressor)에 
의한 위험 수준

FEMA 2017; Mustafa et al. 
2011 

이주 수용국 내 체류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각종 스트
레스 요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험대비 시
스템의 존재 여부

Mustafa et al. 2011 

이주 수용국 내 다양한 상황(무직, 노숙, 건강문제, 재
산손실, 사망률 등)으로 인해 난민/이민자들이 경험한 
위험 수준

Cernea 1996 

규제/징벌적 이민정책 추진(기간별 구금자 수, 징역/
구금의 강도와 기간, 괴롭힘을 당한 빈도 등)에 의해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난민들이 처하는 위험 수준

Bürkin and Chindea 2012; 
Chan et al. 2015; Dako-Gyeke 
2013; Dryden-Peterson 2015; 
Gudino et al. 2011; Joly 2002; 
Landale, Thomas and Van Hook 
2011; Mandić and Simpson 
2017; Montgomery 2008; Varvin 
1998;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안전과 위험 정도 (지역 경찰의 역할, 지역사회 내 범
죄율,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시 난민과 수용국 주민이 
보안/안전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여부) 

Jacobsen 2001; Sude, Stebbins 
and Weilan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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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이민

난민/이민자 관련 지역사회 내 민간 분야의 사회적 책
임 수준(난민 대상 일자리 프로그램과 재정착 프로그
램의 존재 여부)

Goodall 2011 

지역사회 내 난민 가구당 소득창출자(income earners) 수
Huppert et al. 2008; Mustafa 
et al. 2011 

지역사회 내 난민들이 경제적 자본을 예치하기 위해서 
수용국 은행을 이용하는지 또는 해외 은행을 이용하는
지 여부 

Caselli 2012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수준
(Labor Market Dynamics) 

Bilodeau and Fadol 2011; 
Boston Analytics 2017; Jacobsen 
2001 

난민의 이주 수용국 내 일할 권리 보장 여부

Ager and Strang 2008;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Jacobsen 2001; OECD 2015; 
Zetter and Ruaudel 2016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들이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적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난민과 수용국 주민의 비율 비교)

ATHA 2017; Ballard 2002;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Hoon, Singh 
and Wanmali 1997; Huppert 
et al. 2008; Hussein 2002; 
Livelihoods Centre 2015; 
OECD 2015; Porter and 
Haslam 2005; UNDP 2000

도시화 추세 강화에 따른 이민자/외국인들의 수용국 
내 입지 등 변화 여부 (젠트리피케이션, 주거비 상승
률, 도시-지방 이동 비율, 주식 비용 변화 등) 

Alix-Garcia Bartlett and Saah 
2012 

지역사회 내 난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SSS)
(교육 수준 측정 (가장 높은 교육 수준), 소득(가구소
득), 직업(현재 직업과 그 기간), 가구원 수와 관계 등) 

Atfield, Brahmbhatt and 
O’Toole 2007; ATHA 2017; 
Council of Europe 2000; Di 
Bartolomeo, Kalantaryan and 
Bonfanti 2015; Hogg et al. 
2016; Hoon, Singh and 
Wanmali 1997; Hussein 2002; 
Livelihoods Centre 2015; 
OECD 2015; ORR “Annual 
Report” 2015; Porter and 
Haslam 2005; Stepick and 
Stepick 1990; UNDP 2000 

이민자/외국인들의 이주 수용국 내 이전 vs. 이후 사회
경제적 지위(SES)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SSS) 변화

Porter and Haslam 2005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개발원조(development 
aid)의 금액 

Jacobs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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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임금과 소득 수준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수용국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연령대 난민/이민자 
규모 

Huang and Grahm 2018 

이주 수용국 내 시계열상 이민자 규모 변화에 따른 노
동수요곡선의 변화 추아 

Borjas 2003 

건강
(Health) 

수용국 내 난민의 성별
Boston Analytics 2017, Porter 
and Haslam 2005, UNHCR 2012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의 정신 건강상태에 대한 측정

Chan et al. 2015; Connor 
2010; Ebert, Gilbert and 
Wilson 2000; ORR “Annual 
report” 2015; Lyubomirsky 
2008 

수용국 내 난민 vs. 수용국 주민의 영양상태 비교(하
루에 최소 2,100칼로리 섭취)

Green 2000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 대상 가치관과 삶에 대한 시각 
측정(과거 지향적인지 혹은 현재지향적인지 여부 등)

Beiser 1987 

난민 vs.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의 육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측정(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인덱스(Urban 
Health) 이용)

Connor 2010; Huppert et al. 
2008;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ORR “Annual Report” 2015 

이주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지속성에 대한 측정 (의료기관 이용 기록, 난민
이 의료서비스에 접근에 있어 지장을 경험한 빈도수)

Lori and Boyle 2015, Toole 
and Waldman 1993 

지역사회 내 난민의 연령 

Bansak et al. 2018, Boston 
Analytics 2017, Dryden- Peterson 
2015, Montgomery 2008, Porter 
and Haslam 2005, Yoon et al. 
2013 

지역사회 내 난민/이민자 대상 수용국 주민들의 친사
회적 행동 vs.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측정 & 이를 통
한 난민/이민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비교
(친사회적 경향 측정(PMT) 설문지 이용) 

Alink et al. 2013; Chan et al. 
2015; Dantzer 2017; David 2013; 
Ebert, Gilbert and Wilson 2000; 
Hogg et al. 2016; Huppert et 
al. 2008;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8; 
Joshi and Fayyad 2015; 
Kalogerakis 2017; Lyubomirsky 
2008; Mateen et al. 2012; 
McKenzie et al. 2015; Mustafa 
et al. 2011; ORR “Annual 
Report” 2015; Por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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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lam 2005; Wilson and 
Gilbert 2008; Wong et al. 
2017; Yoon et al. 2013 

이주 수용국 내 구금, 박해, 고문, 죽음과 같은 트라우마
를 경험한 난민/이민자와 수용국 내 내국인 주민 비율
(하버드 트라우마 설문지(Harvard Trauma 
Questionnaire)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태 인텍스 이용)

Bürkin and Chindea 2012; Chan 
et al. 2015; Dako-Gyeke 2013; 
Dryden-Peterson 2015; Gudino 
et al. 2011; Joly 2002; Landale, 
Thomas and Van Hook 2011; 
Montgomery 2008; Varvin 1998; 
Watzlawik and Bresco de 
Luna 2017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들이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
스 및 공급역량 측정 
(병원 대기 시간, 보험료, 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의 수와 비율, 의료시설 종사자들의 외국어 실력)

Ager and Strang 2008; Quesada, 
Hart and Bourgois 2011 

환경
(Environment)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오는 환경파괴 및 자원 
스트레스 (대규모 이주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 자원의 
감소, 환경과 관련된 건강 합병증) 

Jacobsen 2001 

정보
(Information)

이주 수용국 내 미디어가 난민/이민자와 수용국 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 난민/이민자와 수
용국 주민 간의 갈등을 억제시키는지 혹은 증가시키는
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

Goodall 2011 

이주 수용국 내 난민/이민자 vs, 수용국 내 내국인 주
민의 정보 접근성 간 비교
(정보 플랫폼 접근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Foth, Brynskov and Ojala 
2015; Mustafa et al. 2011 

출처: Jacobsen & Simpson(2015: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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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

1. 국내외 이민자/외국인 통합수준 측정 결과: 선행연구

□ 체류 외국인의 통합 관련 정책추진 성과가 미흡

 외국인/이민자의 통합 관련 정책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MIPEX (이민자 통합정책지수): 56/100점 (2020년 평가결과, ’19년 기준)
-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제도적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체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전한 생활 영위에 여러 제도적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
- 특히 건강/의료 관련 접근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자격부여 수준이 다른 이주 

수용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상 어려움과 장벽들은 이들이 기본적인 사회적응 및 통합과정에 부정적으
로 작동할 가능성 ↑ 

<그림 3-5>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PEX): 한국 관련 평가결과

출처: Solano & Huddleston. (2020), https://www.mipex.eu/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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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는 일부 허용(지방 선거에 국한)되나, 정당활동의 참
여권은 부여되지 않는 상황 (지역사회 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등이 제한)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
체장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상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부여되는 영주권자들의 규모는 증가하는 양상인 반면
(12만 6.7천명, 2021년 기준), 이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 
(35.2%[2010년] →17.6%[2014년] →13.5%[2018년]) & 이는 지역에 장기 혹
은 영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지역 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지역 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높지 못함을 반증(경향신문, 
2022)

- 국적 취득의 기회가 제한: 이주 아동에 대한 국적취득을 위한 제도적인 경로가 
제한되어 있으며, 영주권자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국적 취득은 체류 외국인이 해당 수용국 내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적 취득의 장벽이 현저하게 높아 체류 
외국인들이 이를 달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도록 행정 
시스템이 설계·운영

-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미흡: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소중한 구
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등이 부재
하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체류 외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 
및 배제조치에 대한 대응/금지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에도 체류 외국인/이민자를 포함한 사

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현저하게 부족

 외국인력 정책(노동/일자리) 관련 (OECD, World Bank의 한국 관련 평가결과)
- 비전문/비숙련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인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국가 대 국가 간 MOU 체결을 통한 브로커 등 문제 해결 
노력) &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조치 등은 이들의 사회통합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OECD, 2019: 67-78: Denisova, 20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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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및 내국인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여전히 부족 & 임금/퇴직금 체불, 
산재발생 시 대응, 주거환경 개선노력 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
(Denisova, 2019; 한국행정연구원, 2022b)

- 단기순환 방식의 외국인력의 순환에 치중하여, 이들이 국내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는 동안 장기체류를 원천적으로 금지 & 체류 기간동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처우(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사실
상 부재(Denisova, 2019; 한국행정연구원, 2022b)

- 원컨 원치 않건 고용허가제 아래 국내에서 4년 10개월, 최장 9년 8개월을 일하
면서 이들이 늙고, 병들고,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다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
한 사회보장체계 등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OECD, 2019: 67-78)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이 사실상 어려운 취업허가 절차 
및 과정의 경직성(Denisova, 2019)

- 고용주-외국인노동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인력수급정책 마련의 부족 & 직종이 
아닌 산업별 외국인력 쿼터 설정 방식으로 인한 정책 현장 내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 현상의 심화(한국행정연구원, 2022b)

-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이 부족한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도구적 관점에
서 접근 & 이들이 체류하는 동안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과 주
민성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부재(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 장기체류 이주 청소년의 취업루트 등이 사실상 부재 &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나 가능성
이 매우 희박(한국행정연구원, 2022b)

 개발공헌지수(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2021년 평가결과)11)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https://www.cgdev.org/cdi#/)에서 매년 
선진국들의 저개발국 관련 지원 등을 평가

- 개발공헌지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민자 유입증가 규모에 비해 체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통합 노력이 유사한 이민 수용국에 미약하다고 평가

- 다양한 외국인/난민 관련 국제규범의 가입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국제

11) 한국의 관련 평가내용은 https://www.cgdev.org/cdi#/country-report/south_korea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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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있어 특히 저조한 상황(인구 천 명당 0.1명 
vs.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이민 수용국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난민 수용 규모가 
1.3명) 

- 난민인정절차를 만들고, 아시아 내 유일한 「난민법」을 2013년부터 제정·운영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 & 유입 난민에 대한 보
다 긍정적인 시각의 정립 필요 및 아들을 한국사회 내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
한 관련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제규범/규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준 및 적극적인 집행노
력이 부족 

- 난민인정율이 1% 수준으로, 대부분의 난민/비호 신청자들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한국사회 내 또 다른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정
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 & 난민인정자들조차 한국사회 내 내국인에 준하는 처
우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UN인종차별 철폐위원회: 한국 관련 권고12)(2018년 결과 기반)
-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취약

자 및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 및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
- 특히 정부의 이민정책이 유입 외국인들의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고려가 사실

상 부재한 상황으로, 체류 이후 단계에 살아가는 지역적 공간 내 구성원으로서
의 권리와 의무 등이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적응 및 통합과정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

- 미등록/비합법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도 개선 필요: 여권 발급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

- 교육 접근: 내국인에게만 「교육기본법」이 적용 & 이주 아동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시

- 사회보장 접근: 난민인정자 및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들이 

1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인종차별
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당사
국의 협약내용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된 UN산하 기구로, 한국은 1978년 서명을 했다(외교부, 
2019). 동 위원회는 2018년 12월 제17차 및 제19차 CERD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본 
장에서 기술한 내용은 해당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결과 중 일부를 발체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 
CERD(20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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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 
- 인종차별 금지 등의 정책적 제도화 노력이 부족
- 외국인력 정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가족결합 불가, 불

법/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제한된 비자변경 가능성(경직적, 예측 
가능성이 낮은 체류관리제도 운영)

- 난민 정책 분야: 「난민법」 등 난민을 인정하겠다는 대외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 이후 지극히 낮은 난민인정률 & 난민인정절차상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어려움, 난민인정심사의 전문성 부족 등

- 다문화가족 정책 분야: 혈통주의적 체류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

 미 국무부 대한민국 인권보고서13) (2021)
- 난민, 외국인노동자,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 지적
- 난민/비호 신청자 관련: 난민의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않는 상황 & 난

민정책 추진 기관(법무부 출입국) 내 난민 관련 업무담당자들에 의한 특정 국가
(아랍계) 출신 난민/비호 신청자 대상 난민면접과정 및 절차상 심각한 문제 발
생(난민면접 내용의 조작 및 불투명한 관리·운영)   

- 외국인노동자, 난민/비호 신청자, 무국적자 관련: 외국인노동자 대상 사업장 내 
각종 육체적·정신적 폭력(열악한 근로환경), 여권 압수, 부적절한 주거시설 제공, 
성희롱/폭력 발생

- 외국인노동자, 난민들이 체류 이후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 접근에 제
한이 존재 & 지역사회 적응과정 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준난민 지위를 
가진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이 지역사회 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생활기반 서비스의 접근 제한이 존재

- 체류자격 취약자(미등록/비합법 체류자): 취약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사회적 차
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치/노력의 부족을 
지적

-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

13)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권보고서(2021 Country Reports on Huma 
Rights Practices: South Korea)의 경우 해당 기관의 웹페이지(https://www.state.gov/reports/2021-c
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 내용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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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대한 가시적인 정부 차원의 개선노력 및 시정조
치가 미흡한 상황    

 이주민 환대지수(hospitality index, 한준성·최진우, 2018)
- 23개 OECD 회원을 대상으로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 환대 수준을 측정

/평가를 시도
- 전통적인 이민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한국은 

2012년과 2017년 모두 하위권을 차지 &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전체 평균
값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 & 이는 한국사회 내 이민자/외국인에 대한 
포용 수준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추론 가능

- 이민자에 대한 한국의 환대 수준: 권리와 사회경제 영역에 비해 소통·문화 영역
에서 전체 평균과 큰 격차가 관찰

- 소통·문화 영역에서 한국이 터키를 제외하고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이주민 환대 
수준이 최하위를 차지

<그림 3-6> 이민자 환대지수(hospitality index): 한국 관련 평가결과

출처: 한준성·최진우(2018: 34)

 국내 영주권자 및 국적 취득자(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 조사(정기선 외, 2012)
- 사회적 자본 관련: 귀화자가 영주권자에 비해 한국에 더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

로 조사 & 영주권자와 귀화자 모두 고연령일수록, 귀화자는 한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에 소속감을 느끼는 양상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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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에 비해 귀화자가 한국의 사회기관과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양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특징적인 사회적 자본이 더욱 많을 것이
라 예상되는 귀화자의 사회적 고립 수준이 영주권자에 비해 우려스러운 수준으
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국적 취득자라도 할지라도 한국인으로서 내국인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안에 고립되어 삶을 이어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 사회적 배제 관련: 지난 1년간 폭력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영주권자는 24.3%, 귀화자는 22.2%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에 따라 폭력 및 범죄 피해 경험에 있어 차이가 관찰
- 영주권자와 국적 취득자 모두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강하게 느끼는 분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자녀양육의 어려
움에 대한 지역사회 내 조력 메커니즘 등이 부재한 것을 지적

- 사회적 참여 관련: 귀화자의 70% 이상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자 중 20% 미만 정도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 & 이러한 결과
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고, 지역사
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형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 

- 지역사회 내 내국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모임 등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 주민자치 모임이나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단체에는 
10% 이하 수준으로 참여한다고 응답

□ 통합의 대상, 통합의 방법/과정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률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듯 보이나, 통합/포섭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

- 현행 법/제도의 틀 및 정부의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전문인력, 결
혼이민자, 재외동포를 명시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규정

- 비숙련/비전문 외국인노동자, 난민, 이주아동(다문화가족 자녀 제외)의 경우 사
실상 방치와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 등이 사실상 잘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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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불명확 → 관련된 정책 공백상황이 지속

- 체류 외국인 중 “누구를” 통합할 것인지, 전체를 통합으로 대상으로 보는지, 아
니면 선별적으로 일부 집단만을 통합의 대상으로 볼 경우 통합의 대상 범주 안
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

<그림 3-7> 외국인 정책대상 집단별 정책 당국의 대응 방식: 선별적 통합 방식

출처: 정동재(2019); 정동재·윤영근·염지선(2022)

□ 외국인/이민자의 통합 관련 정부 간 역할 및 협업체계의 미흡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설계와 운영체계가 미흡
- 외국인 체류관리 제도/정책 추진체계가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출

입국 행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시스템 & 체류 이후 이들이 “어떻게” 지역 
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국인들과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

- 외국인 관련 정부 정책상 <체류-처우-통합>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사실상 체류관리 정책 따로, 처우 정책 따로, 통합 정책이 따로 논의가 이루어지
는 양상(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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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입(entry) 당시 목적에 국한된 체류관리 행정: 체류 이루 단계에 외국인
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

 체류 외국인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면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은 결국 “지역”

- 지역 중심의 이민정책,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외국인의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역(지자체)이 정부의 외국인/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무엇을(어떤 기능), 어디까
지 할 수 있는지 법규정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입법적 공백이 지속 & 지역
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이민자/외국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 이민자/외국인을 바라보는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사회 내 反이민/난민정서의 팽배 & 이를 부추기는 언론 등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초점사건(제주지역 예멘 국적 난민의 집단신청,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의 미디어 
보도 등) 이후 외국인 커뮤니티 전체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의 
확산 

- 이는 이민자-범죄 연계가설(immigration-crime nexus) 등에 기반(Ajzenman, 
Dominguez, & Undurrage, 2021; Mears, 2001)

 체류 외국인을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
- 외국인을 결혼(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취업(내국인으로 충원이 어

려운 산업분야 내 노동력의 보완재로서 정책수단), 교육(국내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수단)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
단/도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경향

- 체류 외국인을 지역사회 내 내국인들과 공존하는 ‘공존자’ & 사회경제적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동반자/기여자’라는 시각과 인식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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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체류 이후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관련 제도/정책 운영

 외국인이 누구인지, 한국사회 내 어떠한 존재인지, 이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
회 내 통합/적응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과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 경직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 유입 외국인 중 통합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경계선과 

기준이 불명확 & 사실상 선별적인 특정 대상에 국한된 통합정책에 치중
- 현행 정부가 명시적인 통합대상으로 규정한 경계선 바깥에 있는 외국인 대상집

단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부재
- 특히 정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체류자격 취약자(난민, 미등록/비합법 체류

자, 이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이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 (사실상 정책적 방치/공백 상
태가 지속) 

- 외국인/이민자의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적 설계 및 고민이 부족
- 외국인의 <체류-처우-통합> 정책 간 연계성 부족

□ 정책당국의 이민/외국인 행정 시스템 관련

 중앙정부가 사실상 외국인/이민정책과 관련 행정을 주도 & 외국인이 실제 살아
가는 지역 차원의 이민 행정 시스템 및 대응 기제들이 제대로 설계·운영되지 못하
는 양상

- 중앙이 주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된 상황
- 시혜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것에만 치중한 시스템 & 이들을 지역사

회 구성원으로 껴안을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인식, 행정체계, 관련 사업/
프로그램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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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

출처: 연구자 작성



108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제4절 기존 측정·평가방법의 한계 및 개선 요소

□ 다차원적인 개념 특성으로 인한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관련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수용국 내 통합/적응 과정은 다차원적 & 지속적으로 복수
의 공간(국가적 차원, 지역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특정 평가/
측정 지표로 진단하는 것에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

-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진단과 측정 
역시 이러한 한계점에 기반하여 특정 정책 영역이나 특정 이민자/외국인 집단
(난민,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 특정공간/수준(국제수준, 중앙정부 차원, 
지역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경향

-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의 통합과정은 단선적으로 특정 영역에만 진행되는 것
이 아니며, 특정 영역에서의 통합 수준/상황에 대한 결과가 다른 영역에 파급효
과를 미치며, 이민자 개인의 통합/적응 수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
회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첩적인 특성(embeddedness)을 보임(아래 <그
림 3-9> 참조)  

- 이러한 통합과정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역별 이민자/외국
인의 통합수준이 높고 낮다는 판단은 측정 과정상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밖
에 없으며, 특정 영역의 통합수준이 “높다”는 것이 이민자의 수용국 내 종합적인 
통합수준이 “높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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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진행과정: 다차원, 복수영역, 복수공간에서 함께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 

출처: Charsley & Spencer(2019: 3)

□ 측정대상: 통합수준 vs. 정책역량(정부, 시민사회의 이민자 통합 역량) 간 무엇을 측정/
평가할 것인지 경계, 기준의 모호함 존재

 통합의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점이 혼재되는 양상
-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측정 및 평가 관련 선행연구들은 연구자들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 ① 현 상황/시점에서의 이민자 통합수준(이민자와 수용국 내 주민
들 간 “얼마나 잘” 융화, 연계, 소통이 되는가)을 측정/평가하는 경우와 ②이주 
수용국 정부/자치단체 및 시민사회가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평가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양상

- 이민자/외국인의 통합 관련 측정 시 양자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
나, 상반되는 방향(ex. 통합수준은 높으나 통합역량은 높지 않은 경우 혹은 그 
반대)으로 나타날 경우 “어떻게” 결과치를 해석해야 할 것인지 모호함이 존재하
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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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지수개발 과정에서 “측정/분석 단위(unit of analysis)”
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도 연계하여 고민이 필요

- 측정/분석단위가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인지(혹은 내국인 주민도 포함되는
지), 수용국 내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부 정책 자체인지, 이민자/외국인들이 거
주하는 지역사회인지 동일한 통합 지수/지표 체계 안에서도 일관성 없이 흔들리
는 경우가 관찰

□ 국내외 旣 개발된 통합 관련 지표/지수 체계 적용상 어려움 

 해외에서 개발된 통합 관련 지표/지수 체계의 국내 적용상 한계
- 해외에서 개발된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측정 지표/지수들의 경우 대개 유

럽과 영미 계열 국가들에서 개발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 & 한국과는 다른 이민 
역사, 이민자/체류 외국인 규모, 사회경제적 관련 인프라 등 맥락과 환경이 상이
한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통합수준 및 역량에 대한 측정/평가를 
할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존재

- 측정지표 중 일부는 한국적 맥락에서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이 여지가 큰 경우
가 존재 & 이러한 경우 해당 지표/지수의 선별적인 활용이 필요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수용국 지역사회 내 환경파괴 여부, 난민/이민자 대상 

정부의 주거지 제공 특성(임시적 vs. 영구적), 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율 등의 지
표/지수들은 선별적 포섭정책에 기반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 및 처우 정책 등
을 고려할 경우 측정/평가의 실익이 부족 & 한국사회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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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조사 개요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현장활동가 및 학계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쟁점 현안(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정책 추진상 
한계 및 개선방안, 통합/적응수준 진단방식의 개선 소요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

- 현장활동가의 경우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법적 조력 
및 상담, 체류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FGI 대상에 포함
 FGI 참여 현장활동가들의 활동 지역(18인): 서울, 경기도(성남, 의정부, 김포), 

충청남도(아산, 천안),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익산) 등
- 학계 전문가 그룹의 경우 이민/외국인 정책, 이민자의 사회통합, 외국인노동자 

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자를 FGI 
대상으로 포함
 FGI 참여 학계 연구자(12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자(4인), 지역 소재 연구기관 

연구자(3인), 대학 교수(3인), 변호사(2인)

 FGI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주로 논의를 진행한 내용은 아래
와 같음

 “외국인 주민” 개념에 대한 재탐색 및 범위의 규정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I): missing link의 발굴 필요성

 국내 체루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II):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업 모델 논의

출처: 연구자 작성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결과 분석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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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도출

1.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개념(“외국인 주민”)의 재정립 필요

□ “외국인 주민”의 개념화 및 범위 선정상 여러 혼란과 문제가 발견

 법률용어가 아닌, 정부(행정안전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행정적 용어임에도 불구
하고, 현장에서 여러 예상치 못한 혼란과 차별의 여지가 발생하는 양상

- 특히 “외국인 주민”이라는 범주 내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
은 자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 취득자(귀화자)와 그 자녀를 포함한 것은 이들이 
한국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라는 틀 안에서 이
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음14) 

- 현행 정부의 <외국인 주민> 용어와 담론은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체류 외국인
만을 대상으로 삼으며, 체류자격의 취약성으로 인해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
이라 할지라도 거주지역 내 상당기간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서 살면서 세금을 납
부하는 이들의 경우 현행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
 외국인 주민 개념화 과정에서 딜레마 발생: 「출입국관리법」상 국경관리 관점에

서 합법체류 외국인 vs. 체류자격은 취약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지역 내 ‘주민’
으로서 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들 중 어느 쪽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

- 행정안전부(2010)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편람>에 따
르면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들의 정착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범주화한 것으
로 여겨지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들을 ‘외국인’이라
는 시각으로 제한하여 바라보겠다는 정책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여러 예상치 못한 혼란과 한계를 야기할 수 있음

14) 이러한 혼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등”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남.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결혼이민자등”을 정의함에 있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른 귀화자를 포함하고 있음. 다만 동법에서는 “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개념의 포괄성
에 대한 여지를 마련한 점이 “외국인 주민” 용어와는 다르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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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태어나고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이주민 가정2세를 “외
국인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분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의도
하지 않은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각과 접근이 지역사회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지키며 자리 잡고 살아가는 체류 외국인을 “외국
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국인 주민과 분리함으로써 차별과 분리를 제도적
으로 합법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개진하는 상황15)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및 그 자녀들은 내국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더 이상 이민자
로서의 사회통합이 아닌 국민으로서 적응 지원책(언어, 문화이해 등 미흡한 역
량을 지원)이 마련될 필요

결혼이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현재 외국인 주민과 유사하게 한
국인과 다른] ‘다문화가족’이라는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
고 있지요. 이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
기 위해 만든 용어/개념이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도리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내국인들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언제까지나 국민이 아닌 한국말을 잘하는 ‘외
국인’으로 간주될 뿐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도 한국인인 부모의 국적을 따
라 출생할 때부터 한국인이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다문화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상황입니다. “외
국인 주민” 담론도...결국 결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발생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사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관련 현장활동가 A, 2022.10.12.)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과 지
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가 결합된 것인 반면, 현행 정부 정책상 
사용되는 본 용어는 후자보다는 국적 중심의 전통적인 개념규정을 반영한 전자에 
보다 치중하는 양상

- 이는 행정윤리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체류 외국인들을 실질적인 지역 주민이자 

15) 대학교수 A 인터뷰 (2022.10. 15); 변호사 A, B 인터뷰(2022. 10.12); 현장활동가 A, B 인터뷰(20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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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체류자격이 취약하기 때문에(미등록/비합법 체류) 정책당국이 이들을 ‘불법 주

민’으로 낙인찍거나 주민으로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또한 지역 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등을 준수하는 상황 
& 지자체별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징수율은 9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지방자
치단체 내부자료)

- 전자보다 후자 측면의 개념을 보다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사회 일원으
로서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의 준수와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 지역사회에 장기 체류/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민’으로서 권한과 명칭을 정책
당국이 부여했다면 이들을 개념화 및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체류자격이 가장 우
선적인 구분선/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이라는 특성과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우려가 존재

- 전지구적인 이주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한국사회 역시 향후 ‘이민사회’로의 진
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민 vs. 비국민이라는 이분법
적인 담론에 갇힌 사고가 아닌,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적 성원(social membership/ 
citizenship)의 관점에서 이들의 주민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Berlinger, 
2017)

- 이주 수용국 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인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내 5년,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사실상 ‘현
지화된’ 존재들이 이미 한국사회 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현행 정부의 <외국인 주민> 정책담론의 틀 안에 포섭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도의 틀 바깥에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대응인가에 대한 진솔한 고민이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체류 외국인 관련 ‘보충적 
범주’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새로운 ‘포괄적 범주’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

□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 주민”으로서 구성원의 지위와 자격을 
갖춘 대상이자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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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온 “이주민” 혹은 이주배경(migration background)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배경 주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을 제안

- 포괄적인 범주로서 “이주배경 주민”으로 체류 외국인들을 개념화할 경우 종래 
<외국인 주민> 정책담론 내 담아내지 못했던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 및 이
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아우를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

- 종래 정부(행정안전부)는 “이주배경 주민”이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어도 학계를 비롯하
여 이주인권 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황

- 전 세계 이민자 유입국가들 내 지역 차원에서 체류 외국인들이 가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격을 부여한 명칭이 다양하게 활용되
는 양상
 “Urban Citizenship” (Council of Europe, 2019)
 “Local Citizenship” (City of Grenoble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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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외국인 주민” 개념)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
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p.1)

(1안) 합법적 체류 외국인 전체를 포함: 「출입국관리

법」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합법 체류 거주자(등록

외국인)로 제한적으로 범주화  

 90일 이상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전체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유지하되, “한국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는 제외

 한국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는 합법적으로 영구 거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 범주화

(2안) “이주배경 주민” 등으로 용어 수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요건에 부합하는 체류 외국인 

전체(「출입국관리법」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를 포

함하여 포괄적으로 재범주화 (등록외국인 + 미등록외

국인 + 한국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 포함)

 <외국인 주민> 용어 폐지 및 대체용어로 종래 제기

된 용어/개념의 모호함과 이율배반적 불명확함을 

제거

(3안) “이민자/이주민”으로 용어 수정 

국내 체류 외국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민자/이주민(immigrant)로 용어를 변경

 합법적인 체류자격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내 체류

하는 외국 국적 소지자를 모두 포함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및 이들의 자

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다시 ‘외국인 주민’으로 세부분류하는 것

은 가능

 

(4안) “외국인 주민 등”으로 용어 수정

법적인 용어가 아닌 행정적인 용어라는 점을 감안 & 

기존 행정안전부가 사용해온 용어의 지속성을 유지하

되, “등”을 추가하여 현재 혼란과 불명확의 소지가 되

는 “한국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 부분을 대응

 그러나 일반적인 용어 정립상 “등”이 포함되는 경

우는 활용도를 고려할 때 그리 추천할 만한 선택지

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연구자 작성

<표 4-1>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개선방안 제안: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편람｣) 개정(안)



119

제4장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결과 분석

2.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 마련

□ 체류 외국인의 정착/체류와 적응, 처우와 통합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지역 차원
의 정책, 행정적 기반의 마련 노력이 필요

 중앙정부 차원의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체류 이전(출입국) 및 체류 이후 단계와 
관련된 정책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부처
가 기구가 부재 & 중앙정부의 체류 외국인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등이 각기 상이
한 환경과 상황에 직면한 지자체에 조율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통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

-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이민/외국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실상 중앙정
부의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자’에 국한된 역할을 수행

- 외국인/이민자들은 그들이 가진 체류자격에 따라 대상별로 정책담당 부서가 달
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사회적 필요에 따
라 각 정책 영역별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가 큰 상황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포함): 여성가족부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부
 유학생: 교육부

- 이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
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차원의 체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자체 역시 지역 차원의 이민
/외국인 정착지원 및 적응,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
실함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온 것이 사실

- 지자체가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이민자 체류, 정착지원, 통합 노력을 
시도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업무/노력을 굳이 ‘왜’ 지역에서 시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자체 내 관료들의 회의감과 저항이 존재했으며 중앙정부
를 넘어 지자체가 별도로 관련 정책/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적법성의 덫
에 얽매여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부재했음

- 체류자격이 없거나(상실) 취약한 체류 외국인의 경우 모든 공적 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상황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의료, 사회복지 등 보편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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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우선하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
회 내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

 체류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근자들어 특
정 외국인 대상집단(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등)에 국한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양한 체류 외국인 전체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수요에 반영하기 위한 통합 행정조직을 신설 혹은 기존 조직의 개편을 추진 中 

- 경기도 안산시(외국인 주민 지원본부), 경기도 시흥시(외국인 주민과), 서울시 
구로구(상호문화정책과)

지방자치단체(기초) 체류 외국인 대상 거버넌스 체계 및 담당 인력 현황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정책팀, 외국인 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인력: 과장(1인), 정책관(1인), 팀장(3인), 주무관(9인)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 “외국인 주민정책과” 

 (외국인 주민정책팀, 재외동포팀, 다문화특구지원팀) 

 인력: 본부장(1인), 과장(1인), 팀장(3인),주무관(17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호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팀, 상호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인력: 과장(1인), 팀장(3인), 주무관(8인)

출처: 시흥시(https://www.siheung.go.kr/main/staff/list.do?mId=0503030000&deptCode=4010399000

0); 안산시(https://www.ansan.go.kr/www/common/cntnts/deptMngList.do); 구로구의 경우 복지지

원국 산하 상호문화정책팀(https://www.guro.go.kr/www/selectEmplDeptWebList.do?key=1858&) 

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 4-2> 지역 내 외국인 주민 통합 행정조직/기관을 신설한 지자체 현황

- 지자체 홈페이지 내 조직도 등을 근거로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기능 및 조직
편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관련 업무를 대부분 결혼이주여성 및 
이들의 가족(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음
 “다문화정책과” 중심 체류 외국인 조직 구성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여성,” “가족,” “보육” 관련 조직 내 체류 외국인 업무소관 구성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여성정책과), 경기도 군포시, 김포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 경
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상북
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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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남동구(여성가족과), 경기도 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인천광역
시 중구(여성보육과), 경기도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여성아동과), 경기도 
동두천시(여성청소년과), 경기도 의왕시, 안성시(가족여성과),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행복과), 충청남도 아산시(여성복지과),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강원도 강릉시(인구가족과), 강원도 속초시(가족지원과), 광주광역
시 서구(양성평등과), 인천광역시 서구(가정보육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족행
복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아동여성과)

 “복지” 관련 조직 내 체류 외국인 업무소관 구성: 충청남도 논산시(복지정책과), 
강원도 태백시(사회복지과), 강원도 고성군(복지과)

 기타 관련 조직 체류 외국인 업무소관 구성: 충청북도 음성군(주민지원과)

 ’21년 12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조치에 따라 대도시 특례 인
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가 반영(시행령 118조)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위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마련

- 그러나 특례시 인정 기준에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들
을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행정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키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
령상 근거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치는 미흡한 실정

- 지역 주민으로서 지자체 차원의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들과 관련된 조직체계의 
마련과 인력의 배정/보강 등이 필요

※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 관련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 영역(조례 

제개정 및 중앙정부 관련 법령과 연계, 지자체 담당조직/인력의 충원, 관련 행정서비스 

추진체계의 개선 필요 영역)

 (지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생계유지, 생활안정 관련

 외국인 주민의 사회보장, 거주지 내 복지체계 관련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치안, 공공질서 준수 교육 관련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 & 지역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마련 관련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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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 ‘출입국 행정’의 관점에 기반한 법무부가 주도해온 이민자 사회통합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의 체류자격과 삶의 양태도 다채로워지는 양상

- 이민자/체류 외국인 관련 이슈는 국가안보와 치안의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성장, 인권과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시각과 렌즈를 통해 고려할 필요

- 특히 전지구적인 이주현상과 다양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에 대한 역량과 시
각을 갖추고, 관련 사회적 대화(dialogue)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추진과정에
서 중요하게 고려 필요  

- 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 역시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하
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통제와 국경관리에 치중하여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민 이슈를 조망하는 법무부가 사회통합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현행 이민행정 거버넌스 추진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 이민자의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내국인
들과 공존하기 위한 역량 개발, 세부 정책영역별 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연
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지방 행·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되,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계체계/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향후 필요    
 법부무는 종래 국경통제, 체류관리, 사회통합 중 전자의 2개 영역에 주된 역할

을 해온바, 출입국/국경 관리와 관계된 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체류 이후 단계 및 사회 구성원으로의 편입과 통합이라는 후자의 이민정책
과 관련된 정책입안과 입법, 정책추진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이민정책의 균
형을 맞추는데도 바람직

 전 세계 많은 이주 수용국에서도 이민자의 통합 관련 정책은 독립청이나 법무부
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담당(이용승, 2012: 224-226)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관련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지역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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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외국인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교부금 산정 시 외국인 주민의 수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산하고, 각 부처별로 산재된 관련 지원정책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

- 또한 중앙정부는 미등록/비합법 체류자와 같이 법 밖의 체류 외국인들을 방치
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정부 거시적인 이주관리의 틀 안에서 관리하고 정책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를 마련  

4.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 체류 외국인들이 이주 수용국 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공간은 결국 “지역”

 국적을 가지지 못하더라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자격(90일 이상 지역 
내 거소를 가진 자)을 갖춘 체류 외국인들은 지역 내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생계유
지 및 지역사회 성원으로서 누리고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체계를 보다 명확하
게 확립하려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 

- 주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 역시 행정적으로 ‘외국인 주민’으로서 주
민으로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

- 이는 정부/지자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차별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
는 상황

□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자립역량 강화 노력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초기 정착과정에서 필요시 적정 지
원을 수행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통합
노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체류 외국인들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에 직면 &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이 되더라도 
취업활동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상



12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 많은 이민/난민 수용국에서 체류 외국인의 초기정착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자립역량 강화 노력은 이들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Anderson, 
2019; Roberts, 2019)

- 체류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 최소한의 생계유
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단계에서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지원범위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지역사회/지자체 차원에서 체류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직업개발능력 등 기술능력의 배양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기반 마련, 주거지원,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
한 재정지원(대부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대상 인식개선사업,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을 통한 정신적인 지지 
기반 등을 마련 

  

□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 이들의 ‘체류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
가 필요 

 종래 결혼이민자 및 전문인력에 국한된 선별적인 통합 및 그 외 다수의 체류 외
국인들이 사실상 정책적 방임/배제 매커니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의 한계
를 넘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 논의가 고려될 필요(정동재, 2019,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정책적 배제 프레임에 근거한 고용허
가제 외국인노동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특히 미등록/비합법 체류 아동) 등은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상 한시적인 체류자로 분류 & 정주의 기회 자체가 부여
되지 않는 상황

-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상 
취약성으로 인해 이들은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인정받
지 못한 채 영구적인 타자화(otherness)된 존재로 인식

- 체류자격이 취약한 외국인/이민자들이 밀집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사회적·정
책적 배제는 또 다른 내외국인 간 갈등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이들을 지역사회 내 영구적인 불안정한 존재이자 내국인들과 공존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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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로 방관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체류관리의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
류자격 전환 기회를 제공 &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사회경제
적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
도적 조치를 고려

- 전 세계 여러 이주 수용국들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비
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정주기회 부여,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및 그 자녀들이 지
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조치들
을 시행 中  

※ 해외 국가/지자체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 부여 사례

영역 미등록/비합법 체류 아동이 접근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교육/
인턴십

 프랑스

- 국적이나 가족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한 

학비보조금 제공

- 15세 이상 모든 청소년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인턴십 활동에 참여 가능

 스페인

- 미등록/비합법 체류아동도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교복, 책, 교통, 식비 등에 필

요한 학업보조금의 지자체로부터 지원 가능     

 네덜란드

- 미등록/비합법 체류 청소년도 내국인 학생들도 동일하게 무료로 인턴십 활동에 참 

여 가능 

유아교육  

 벨기에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3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내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전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자율 교육(non-compulsory) 기회 제공 

 프랑스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3세 아동은 취학 전 교육기관(pre-school) 입학 가능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플로렌스(Florence), 튜린(Turin), 제노바(Genoa) 지역은 미등록/비합

법 체류 아동이 취학 전 교육기관(nursery school)의 입학 허용

건강/의료
사회보장 

 포르투갈

- 16세까지는 내외국인 체류자격과 관계앖이 모든 의료혜택에 대해서 동일한 자격

(equal access)을 부여

- 해당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시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 권한을 부여 

 그리스

- 미등록/비합법 체류아동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보장을 관련 법에 명시

 에스토니아 & 루마니아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국가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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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ICUM(2015: 9-30)

영역 미등록/비합법 체류 아동이 접근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프랑스 

- 미등록/비합법 체류아동은 복잡한 행정절차 장벽없이 국가의료보험(State Medical 

Assistance)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의료혜택 권한이 부여

 안전보장 

 네덜란드

- 미등록/비합법 체류여성 및 아동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Utrecht) 주는 비

영리기관 STIL과 협력하여 (임시)보호시설 마련 및 제공

- 본 시설에서 미등록 체류아동 및 여성 대상 교육, 의료,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해외 국가/지자체의 미등록 체류자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 부여 사례

영역 도시별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주거/
보호시설 

 예테보리(스웨덴)

- 비영리 보호시설을 통해 미등록/비합법 체류 여성 외국인을 위한 안전 공간 제공 

 마드리드(스페인)

-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들이 주거공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차별받

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하는 비정부단체(NGO)를 시정부가 재정적

으로 지원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자립이 어려운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

조금 지원 (생활비로 225유로 지원, 필요할 시 주거를 위한 225유로 추가 지원) 

 생활적응
상담 

 헨트(벨기에)

- “Infopunt Migratie”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이민자들의 생홯적응 정보 제공(체류 자

격 관련 상담, 가족과의 재결합, 권리, 취업, 언어교육 등)

-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들이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

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국적, 성별, 체류 자격)만을 요구

 위트레흐트(네덜란드) 

-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Fango Musow” 보호시설에서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

국인의 합법화 과정을 돕는 상담 또는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뮌헨(독일)

- 지자체가 비정부단체(NGO)와 협력하여 이민 업무 담당 부처에 익명으로 된 이민자

의 사례를 보여주며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는 “뮌헨 모델

(Munich model) 운영”

 바르셀로나(스페인)

- 지자체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social entities)들이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과정을 돕는 무료상담을 실시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건강/의료

 플로렌스(이탈리아)

- 교통사고 또는 고위험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대상 의료지원 

 몰렌베트생장(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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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lvino(2017: 16-35)

영역 도시별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이 긴급 의료지원(Urgent Medical Assistance)을 수월

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비엔나(오스트리아)

- 2015년에 국가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와 난민의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해서 지역 신분증(local ID card) 발급조치 시행

 교육 

 바르셀로나(스페인)

- 시의회는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 (social entities) 등을 통해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

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기술교육 및 언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방

안을 마련  

 마드리드(스페인)

- 지자체 신분증(ID Card) 발급을 통해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이 교육을 포함한 

지자체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신트-니클라스(벨기에)

- 미등록/비합법 체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학교의 재정 지원을 

수행하는 “연대 기금(solidarity fund)” 제도 운영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인 “등록서류 없는 교육실현(Learning without papers)”재단

을 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 & 미등록/비합법 체류 학생들의 특별활동비 (학습자료 

구입비, 스포츠복 구입비, 필드트립 경비 등)를 지원

 헨트(벨기에)

- 지역 내 미등록/비합법 체류 학생을 위한 교통비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 확대 

노력 

 마드리드(스페인)

- 지역 시민임을 입증하는 “Municipal ID card” 발급을 통해 지역 내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이 교육, 의료, 대중교통, 문화 및 체육시설 등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뉴욕(미국)

- 2015년에 뉴욕주의 지역 주민임을 입증하는 “IDNYC card” 발급을 시작하면서 미

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확대 (은행계좌 개설, 공

공시설 방문 등)

 헨트(벨기에)

- 부모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도 지역 내 출생자녀의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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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사회 외국인 통합수준 측정·평가 개선방안

1. 現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측정도구/지표체계 개선방안

□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측정: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관련

 통합수준 자체의 측정 vs. 통합역량의 측정 간 균형감을 유지하여 통합적으로 진
단이 필요하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 통합수준 자체의 측정(체류 외국인이 “얼마나 잘” 이주 수용국 및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정책 수요자의 관점

- 통합역량의 측정(체류 외국인 및 이주 수용국과 지역사회 간 통합을 위해 정책
당국은 얼마나 관련 제도/정책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 정책/제도적 기반은 마련
되어 있는지 여부): 정책 공급자적 관점

- 어느 한 측면/영역 만에 국한된 측정이 아닌, 양 차원을 가로지르는 측면이 다양한 
정책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 권리구제 등)을 포함하여 고려될 필요
 두 가지 측면 간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다시 말해 정부

의 통합의지와 역량을 법·제도적 틀이나 시행하는 정책을 통해 평가하고, 이것
이 정책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통합수준을 평가

 다만 통합역량에 대한 측정, 평가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
화 과정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합수준(상황)과 통합역량
을 혼합하여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양자 중 통합역량을 평가하
는 지표체계가 다소 모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외국
인/다문화 학생의 비율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통합수준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인 반면, 학교에서 외국인/다문화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하기 위 필요한 
제도와 정책적 조치들은...통합정책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후자와 관
련해서는 교육정보에 대해 외국인 아동들이 적절한 접근이 가능한지, 다국어로 
교육 관련 공지가 이루어지는지, 학생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 
등은 이루어지는지 등이 있겠지요. 통합역량에 대한 평가, 측정을 지표는 그 기
준점이 다소 자의적으로 지표설정 시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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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역량과 관련하여]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수준의 기초적인 제도이나 정책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
정할 경우 현실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 정도가 조사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제
도나 실질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경우 해
당 지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통합수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통합
역량의 측정과 달리 통합수준에 대한 측정과 진단은 이러한 지표 자체가 가지
는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결국 이민자의 통합수준 측정, 진단작업에서 통합역량에 대한 지표체계를 만들 
때 해당 지표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다 정확하
게 보여주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상황과 특
성을 고려한다면 [통합]역량과 관련된 지표체계를 포함할 경우 [연구자가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작업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관련 법적조력 경험을 가진 변호사 C, 2022.09.12.) 

 더불어 외국인/이민정책 중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어느 한쪽만의 측면 만에 기반
하여 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을 진단·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체류 외국인
들을 포용하는 내국인 선주민들의 인식과 포용수준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수준들이 쌍방향의 입장과 관점에서 측정, 평가하려는 시도가 필요지역사
회 내 이민자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 내 함께 살아가는 지역 거주민
(선주민)들이 가진 인식과 포용의지를 함께 측정 

<그림 4-1> 이민자의 통합수준의 진단·측정을 위한 고려사항: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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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수준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이나 지표체계 중 해외사례의 무분별한 적용
을 지양

 통합수준의 평가 및 측정과정에서 간혹 외국의 유명한 지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
려는 경우가 존재하나,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상황이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표를 적용하여 이민자의 통합수준
을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
계할 필요

□ 이민자/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이 가진 개념적 다차원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
이 필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가진 다차원적인 의미와 경계, 범주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보다 ‘측정/평가’와 ‘분석’ 등 기술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

- 통합 관련 이론적 맥락과 측정 모형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의 부족, 해당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대상의 범주화/유형화 과정에 있어 인식(perception)과 
행태의 간극을 고려한 균형점을 반영하지 못해온 한계 등

- 방법과 기법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
회 내 적응 및 통합수준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련 인식론과 방법론 차원
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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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측정·평가를 위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사안/영역

□ 기존 국내외에서 활용되어온 측정·진단도구의 한계를 인식 & 개선방안을 고민

 MIPEX 등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인용되어온 측정도구들이 가
진 근원적인 한계를 이해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

- 기존 측정도구의 가장 큰 한계는 통합 ‘주체’의 일방향성 경향
- 다시 말해 기존 이민자의 통합수준의 측정 및 진단도구에서 보이는 인식론적 가

정은 국가와 선주민(내국인)을 통합의 주체로, 체류 외국인/이민자를 통합의 대
상으로 인식 & 주체(국민/국가)가 대상(외국인 주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인
식이나 정책 서비스 등을 통합의 성과나 상태로 가정하여 이를 수량화하여 평가
하는 방식이 일반적 

- 통합과정은 이민자만이 일방적으로 이주 수용국 내 통합되는 것이 아닌, 상호 
간 쌍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측정·진단과정 역시 상호 간 쌍방향에서 진행
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통합수준의 진단과 평가는 외국인만의 통합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하겠음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통합과정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 지역사회 성원으로서 이들이 가진 의지나 기대감/실망감 등은 충분하
게 논의/진단되지 못하는 양상

- 이민자/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2차 자료(관련 
데이터의 지자체별 체계적인 수집)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진단작업을 병행
 지자체(기초단위)별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세율(행정안전부 지방세 정보시스

템 등 활용), 외국인 관련 범죄 현황(지방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자료 공개 
및 이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 등을 수행

- 더불어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관련된 지자체별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대상 조사(만족도 형태)를 병행 & 선주민과 외국인 간 시각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통해 실제 적응 및 통합수준의 객관화된 지표로 정책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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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강화/자극하는 요인, 차별과 배제, 혐오를 악화/억제
시키는 요인, 이들이 사회적 주변화와 일탈, 낙오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preve
ntive) 혹은 선제적(preemptive) 조치 등 통합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통합수준
의 측정과 진단 시 추가될 필요 

□ 측정 자체보다는 지수/지표 체계의 활용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측정·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표체계를 정책
이나 거버넌스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측정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된 결과가 “어떻게” 실제 이민자의 통합
정책 추진과정에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지표체계의 활용에 방점을 둘 경우 해당 지표체계를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준으로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
 중앙정부의 경우 전국 단위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체계의 틀을 마련 

& 이를 일종의 기준 혹은 방향타(reference)로 삼아 지자체가 특수한 개별 지
역의 맥락과 상황을 반영해 변용된 형태의 지표체계를 도출하고 지역 차원의 
통합정책 거버넌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 지수/지표 체계가 가진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질적, 주관적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등을 모색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을 위해 고려 가능한 질적, 주관적 
지표

- 내국인 주민들과의 관계(relationship, connections)와 인정(recognition) 관
련: 지역 내 내국인 주민들에 의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있다고 느
끼는 정도 (인식조사, 인터뷰 등)

- (정책 영역별) 내국인 주민에 비해 체류 외국인으로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
공공서비스에 있어 동등한 접근권한 혹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인식조사, 인터뷰 등)

-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내국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혹은 장의 
마련 여부 (인식조사,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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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경험 여부(인식조사, 인터뷰, 2차 자료 분석 등)
- 체류 외국인들 대상 지역사회 및 사업장 내 혐오범죄, 폭력(육체적, 언어, 정신

적) 등의 경험 여부 (인식조사, 인터뷰 등)
-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지방세 납세율 등 2차 자료 분석,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주민 대상 인식조사)

 통합수준의 내실 있는 진단, 측정하는 과정에서 계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 실제 통합과정의 이해당사자(내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유관기관 종사자, 지자체 관련 업무 공무원)과 인터뷰 등을 통해 통합수준에 대한 
이해, 진단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안적인 측정/진단척도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 통합수준의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사용하는 것
이 필요

 지표 대상에 대한 1회성 측정·평가가 아닌, 장기간 추적관찰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표체계 및 추진방식을 고려할 필요

- snap-shot 형태의 특정시점에 측정 및 평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상 집단별 통합수준을 측정·평가하고 그에 따른 경
험을 축적하여 활용하는 장기조사 방식이 필요

□ 이민자 세부집단별(난민,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 vs. 정책영역별(건강/의료, 교육, 
주거, 사회보장, 취업 등) 통합수준의 진단·측정 필요성 관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
로 인식될 경우 지역사회 내 이민자/외국인의 통합수준에 대한 내실 있는 측정과 
평가는 일부 부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정책 영역별 전문성과 
경험치를 갖춘 유관 부처들이 함께 관여할 필요

- 통합수준의 측정평가 역시 세부집단별, 정책영역별 접근이 함께 다층적으로 진
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정책영역별 통합수준을 진단할 경우 영역별 특성이나 정부 정책상 비중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는 것이 필요 
 인간의 보편적 권리 측면에 가까운 건강/의료 및 복지 영역의 통합 vs.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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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주거 관련 영역의 통합을 평가 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대상 집단별 통합수준의 측정·평가 시 체류자격을 상실한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의 지역사회 내 통합수준의 측정을 고려

-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으로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이
민자의 경우 이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필요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수준의 평가·진단 시 이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뿐만 아니라 통합수준의 진단과 측정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방
식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

<그림 4-2> 이민자의 통합수준의 진단·측정을 위한 고려사항: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출처: 연구자 작성

3. 향후 주기적인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측정·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및 

전략체계

□ 측정방법 및 기법 자체에 매몰된 접근이 아닌, 이민자의 통합수준에 대한 측정·진단을 
위한 단계별 다양한 조사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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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에 대한 진단과 측정 노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
행될 필요가 있으며, 철학적 사고(특히 비판적 실재론 등)에 기반하여 다층적인 
영역에서 고찰이 요구(고창택, 2007: 132-134) 

- 실재적 영역(the Real):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이상적 상태가 발현되기 
위한, 발현을 촉진/억제하는 인과 기제들이 상호 작용 혹은 반작용이 이루어지는 장
 연구자가 직접적인 이민자/외국인의 통합수준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해당 

인과적 기제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중심 연구(case-oriented 
study)를 수행

- 현실적 영역(the Actual): 체류 외국인의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화기제가 
악화기제보다 우월(열등)하게 작용하여 통합이 발현(미발현)되는 과정
 통합과정의 강화/악화 관련 다양한 기제의 작동에 대한 실태조사(서베이, 인터

뷰, FGI, 참여관찰 등)를 수행
- 경험적 영역(the Empirical): 체류 외국인들의 통합/적응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 인지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류 외국인 관련 인식조사(서베이 등)를 실시

<그림 4-3>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평가를 위한 조사영역 및 방법(론)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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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 전체에 적용 가능한 진단·측정 지표-외국인 세부집단별 추가지표 체계>
라는 이원적인 통합수준 측정·진단 체계를 구축 및 시행

 종래 MIPEX 등 해외에서 활용되는 이민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수준 진단·측정 지표체계의 한계(추상·포괄성으로 인한 한국사회 맥락에 부합되
지 않는 내용이 일부 존재)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
반화된 지표/지수를 개발하되, 이에 더하여 외국인 세부 집단별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추가지표 등을 만들어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수준의 측정진단 지표/지수 체계는 모든 
외국인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이고 일반화된 지표로 구성하되, 세부 집단별(외국
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재외동포, 이주아동 등)로 처한 상황이나 체류의 안
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측정·진단 지표를 통해 보완적인 수준
의 통합수준을 함께 조사

 이원화된 이민자 통합수준의 진단·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는 다시 통합역량의 측
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역할과 지자체가 고민해야 할 역할을 구
분하여 진단하는 방안을 제안

-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이민자 통합수준 측정/평가 지표 사례에서처럼, 
통합수준의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 
차원에서 각 정부 간 역량과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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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론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및 역할분담

□ <이민자 통합정책의 거시적 방향 설정(중앙정부) - 지역이 통합정책 주도(지자체)>라는 
이원적 추진체계의 확립 

 체류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종래 중앙정
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집행자에 불과

 체류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외국인 정착, 적응 및 통합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이나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건강/의료, 정착지원, 취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지
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 관련 지자체의 부담은 관련 법 부재로 인해 예산확
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스란히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확대되
는 양상

- ’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 규모가 지자체의 특례시 인
구수 산정에 포함되는 등 지역 차원의 행·재정적 소요에 외국인 주민의 영향력
이 실질화되는 양상이니만큼,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
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들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 외국인정책 등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부여 
필요 

 체류 외국인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 예
산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이 선행될 필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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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 관련 사업/정책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

연도 전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재정
자립도

지방
교부세 
비중*

재정
자립도

지방
교부세 
비중

재정
자립도

지방
교부세 
비중

재정
자립도

지방
교부세 
비중

재정
자립도

지방
교부세 
비중

재정
자립도

지방
교부세 
비중

2021
48.7

(43.6)
15.7

58.9
(56.1)

20.5
36.5

(33.3)
37.5

32.3
(27.8)

22.7
17.3

(11.7)
21.0

28.5
(24.0)

3.0

2022
49.9

(45.3)
16.8

61.0 
(57.9)

26.3
40.0

(37.5)
41.5

31.8
(27.9)

23.8
15.9

(11.6)
45.0

28.9
(23.9)

3.6

*주: 괄호 안은 세입과목 개편 이후 산정한 재정자립도를 의미;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으로 불리움(기획재

정부 홈페이지); “지방교부세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총계예산 구성 비율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

는 비중

출처: 행정안전부(2021b: 274, 2022b: 276).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행정안전부(2021c: 17, 2022c: 

17).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등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참조하였음

<표 5-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수준: 행정계층별 현황(2021-2022년 데이터 기준)
(단위: %) 

 지역별로 체류 외국인들의 거주 형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의 외국
인 주민 관련 조례 등은 천편일률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된 양상을 보이며, 
지역사회가 가진 특성이나 차이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이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지자체들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이며, 지자체 차원의 체류 외국인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나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

- 근자들어 경기도 내 체류 외국인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 결정(연합뉴스, 2022a; 
중부매일, 2021) 등에서 보듯이 현행 시스템 안에서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체류 외국인 관련 다양한 정책적 구상이나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독립성이 큰 해외 국가들
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연방정부와는 사뭇 다른 정책적 노선과 지향점을 가지고 
지역 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포용적인 지원
과 적응, 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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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2항에서 정부의 
중장기(5개년) 외국인정책 수립 시 체류 외국인들이 실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한 상황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실제 관여된 부분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 기본계획의 확정 시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 

- 현행 법령상으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해당 계
획(안)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도, 실제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나 근거 역시 찾
기 어려운 상황

 정부 차원의 종합적, 거시적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서 지자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중요한 파
트너이자 체류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지방행정 운영의 당사자로서 계획수립 과
정을 협의하도록 제도화

- 중앙정부는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계획을 발표하기 이전 지자체와 
사전 정책영역별 협의를 진행(「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개정;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개정) &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외국
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신을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
립(「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의1 신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신설) 

- 외국인/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계
적 집행자가 아닌, 주도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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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수정 제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

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계

획을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외국인정

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계속)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

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

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1(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지

방자치단체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과 추

진시기

3. 지역별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4. 중앙정부와 행·재정적 협업방안

5. 그 밖에 지역별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별 외국인정책 추진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협

의체 등을 구성하여 관련 사례와 정보 공유, 상호 

협의,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작성 

<표 5-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자체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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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자체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법령 수정 제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

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

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

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 수

립과정에 관련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립된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

여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출처: 연구자 작성 

□ 정부 차원의 통합대상 및 범주의 명확화, 구체화 필요

 종래 정부의 이민정책은 국경/출입국정책에 국한된 수준이었으며, 이민자/외국
인을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위한 준비나 노력은 부족

-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사회통합 대상으로 볼 것이라면, 누구를(체류 외국인 중 
누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과 방향성이 구체화되어야 하나, 
종래 정부의 관련 정책은 특정 대상집단(결혼이민자, 전문인력)에 국한된 선별
적인 통합/포섭 전략을 추진(정동재, 2019: xxxi)

-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이나 난민은 통합의 대상으로 사실상 인식하지 않으
며, 이주아동 역시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아동들은 사실상 정책적 방임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

- 동일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없이 환경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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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대상이 변화되는 정책적 아이러니가 현장에서 발생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제 걸음마 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이
민자] 통합정책을 한다면 대상자를 명학하게 선정하여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지
원을 해야 할 것이구요. 하지만 누구를 통합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인지 [정부
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일관성 역시 보이
지 않구요. 외국인노동자를 한 예로 들면, 현재 전문인력을 제외하고 E-9(고용
허가제), E-8(계절근로자), E-10(선원근로자) 등은 통합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
에서 제외된 상황이에요. E-9 근로자의 경우 최장 9년 8개월 간 한국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책 대상인데, 이들을 통합 대상에서 지금처럼 배제하는 것
이 적절한 것인지요. 현재[2022년 기준] E-9 근로자들이 한해 7만여 명이 입국
하지만 E9에서 E7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규모는 2천명 이하로 한해 국내 입국
자 대비 2.86% 정도이고...E9 근로자 대비 [비자전환 비율은] 0.8%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9년 8개월간 일한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 이해능력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들
이구요. 반면에 [정부정책상] 계절근로자 중 5년 이상 체류자는 농업이민비자를 
부여하고 있고...향후 정주가 가능한 비자가 되었지요. 

농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로한 계절근로자는 100% 농업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하여 향후 국내 정주가 가능하고, E-9 비자로 9년 8개월 이상 근로한 외국인노
동자는 체류자 대비 0.8%만이 정주가 가능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상
황은...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통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일관성 역시 부족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
습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체류 외국인을 바라보고 명확한 [통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022.10.08.)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경우, 먼저 통합대상에 대한 명확한 타겟
팅(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vs. 선별적으로 일부 대상집단 만을 
통합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이 요구되며, 만일 선별적인 통합정책을 지향할 경우,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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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의 <체류-처우-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 간 연계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직/기관의 설립 및 운영

 근자들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에서 이민통합조직(“이민청” 등)의 설립방안 마련
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이민 통합조직의 위상과 역할, 기능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전담조직의 신설 방안은 유관 부처들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
에서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국경관리와 출입국 행정업무에 특화된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체류 외국인/이민
자의 통합 이후 단계를 종합적, 거시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
가 존재 

-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자체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서 이
민자의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역할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민 통합조직의 구성은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의 통합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일뿐, 통합조직이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
가 있음 & 따라서 부처들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민 통합조직의 결정과
정이 난항에 부딪힐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보다는 부처들 간 조율
(coordination) 및 다부처가 연계된 행정 서비스 전달/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
에 방점을 두는 개선조치가 고려될 필요

종래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목표가 이들을 한국사회에 정주시키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온 것이 아닌, 출입국 행정이라
는 관점에서 체류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
입국 행정과 관련 정책적 접근방법은...외국인들의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보완해나가면서 함께 공존할 것인지를 고민한다기보다 이
들의 정주를 철저히 제한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만 접근해 왔다는 것
이 근본적인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외국인 혹은 이민정책이 가
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정책을 더 이상 체류관리의 측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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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 측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
책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통합과는 거리가 먼, 통
합의 가장 기저에 있는 언어교육, 문화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구요. 현행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들은 개별 정부부처들에 일부 사업이나 프로그램 
형태로 산재해 있고, 이들의 통합 관련 논의는 다른 정책대상집단들에 비해 우
선순위가 사실상 가장 후순위에 밀려난 형국입니다. 결국...현재로서는 이민자/
외국인의 통합은 정부 정책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청과 같은 전담 행정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닐까 해요.
물론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민자의 통합이 극적으로 [종래보다] 개선될 
것인가는 사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통합조직의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민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와 걱정 또한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청과 같은 통합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조금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만들 수 있고, 실제 정책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조직 형태가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민 관련 현장활동가 A, 2022.10.3.) 

□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재정적 협업 체계 
마련 및 유기적 운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자 증가라는 긴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해 외국인/이민자 유입 및 지역사회 정착은 불가피 

-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 해결방안으로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장기적인 
정착과 적응, 통합을 위해 관련 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되, 중앙정부는 관련 지
원 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정책 영역별 보조금 등을 지역별로 분배

- 지자체는 지역별 인구규모 및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
인 정착과 통합을 위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기업, 대학 등과 통합지원 시스템
의 구축하고 이들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지역 내 취업, 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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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 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를 중앙-지자체 간 공유 노력 강화

 중앙정부(법무부 출입국)가 출입국 행정을 통해 수득한 외국인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는 상황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상이하게 수집 및 관리되는 상황(법무부 vs. 행정안전부 vs. 여성가족부)

- 반면 지자체들은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지
역 내 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데이터 수집 및 통계관리 역량
상 한계가 존재

- 개인정보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합
당한 이유라 보기 어려우며, 지역 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주민성 강화 측면에
서 관련 정보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

2.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협업방안

□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중앙정부가 매진할 수 있는 영역/기능을 규정 & 해당 역할에 
치중하도록 역할 범위를 재설정

 중앙정부는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경관리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종
합적인 외국인정책의 기획에 집중 &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역할을 지역/지
자체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주관리(migration management)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역할을 국
경관리 및 출입국 행정(누구를, 얼마나 국경 안으로 들일 것인가), 이민자/외국
인 주민의 통합정책 방향 설정 등으로 국한

-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이민정책 방향의 기획과 설정,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예산
(재원 조성)과 反이민과 혐오정서 예방, 차별금지 제도화 및 지역에서 이민자 통
합정책을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의 부분에 집중하는 반
면, 지자체는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민자의 체류 이후 단계(정착과 통합) 
정책의 추진과 구체적인 집행 업무에 집중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업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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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책 영역별 관련 행정서비스의 전달/추진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
 現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 & 차

별금지법 내 사회 내 차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설정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정에 혐오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내국인 대상 교육, 검증
되지 않은 정보/뉴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부과 등의 조항을 규정할 필요

- 더불어 중앙정부는 이민정책 방향설정 시 종래와 같이 선호하는 일부 대상집단
(결혼이민자, 전문인력)만을 포섭하고 나머지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관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아닌, 정주형 이민정책을 위한 방향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 

 종래 중앙정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정책실패를 경험해온 “체류 
이후” 단계,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 내 구성원
이자 주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서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지자체들의 체류 외국인 관련 행정시스템과 역량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

※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차별금지 노력(제도화)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Unruh Civil Rights Act, Section 51): 1959년 제정

 -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연령, 인종, 장애, 국적, 종교, 

성별,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차별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

 <상원의원법(SB) 600> 제정: 2015년 제정

 - 1959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 내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용언어, 이민자 체류자

격, 시민권 획득 여부를 추가

 - 동법은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개정되어 이민자 대상 혐오범죄로부터 이들을 보

호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출처: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은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홈페이지(https://www.dor.ca.gov/

Home/UnruhCivilRightsAct#:~:text=The%20Unruh%20Civil%20Rights%20Act,religion%2C%20s

ex%20and%20sexual%20orientation.)를, <상원의원(SB)법 600>은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홈페이지(http://www.leginfo.ca.gov/pub/15-16/bill/sen/sb_0551-0600/sb_600_cfa_20150511_

144659_sen_comm.html)를 각각 참고하였음; 2021년 상원의원법 600의 개정 관련 내용은 Le & Pastor(2

022)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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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구체화하여 이
를 지자체에 배포 & 이러한 방식의 중앙-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
서 체류 외국인 대상 적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주력 

-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집단으로서 체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영역별 지역 주민
으로서 처우(권리와 의무 범위 설정) 관련 행정 시스템 등이 중앙정부가 관장하
는 법령 및 제도 등과 정책 영역별로 촘촘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정책 영역별 행정 서비스 추진체계가 중앙-지자체 간 연계되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주민의 체류 이후 단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
체가 이를 주도하되, 관련 행정서비스 전달 및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정책현장
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서비스 권한 부여 대상에 지역 주민
으로서 체류 외국인을 포함/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

 지자체들은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들의 적응 및 통합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
해 지자체 간 협의체 혹은 포럼 등을 구성 & 이를 통해 지자체들 간 관련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관련 사례/지식 공유, 상호 협의 및 학습, 정책 건
의, 정책실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

- 現 국내의 경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지
자체별 연합 형태로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지자체들 간 체류 외국인 관련 
낮은 통합역량을 제고/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혹은 
포럼을 구성 & 지자체들 간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 정보공유, 학습의 기회를 제
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표 5-2> 참조)

 종래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처우 및 
통합 관련 기능을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들이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수행해온 바, 지자체 등이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의 적응 및 통합과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이민자/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은 특정 집단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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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이민자,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의 과정이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반면, 시민사회가 통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Coley, Godin, Morrice, Philimore, & Tah, 2019)

- 외국인/이주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갖춘 전문성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들이 지역차원에서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창의적,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
자체 차원에서 관련 재정지원 등을 수행 & 이를 통해 체류 외국인의 통합관련 
다양한 현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역은 체류 외국인의 정착, 적응, 통합을 위한 실험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

안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논의되고 수행되는 場
-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체류 외국인

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 & 다
른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에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기관들과 협업

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적응지원,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언어, 문화적응 등의 교육 및 조력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

※ 해외 이수 수용국가 및 지자체들의 이민자 통합 노력 관련 사례

1. 시민교육(civic orientation)

□ 스웨덴
○ 지자체에서 스웨덴 생활정보 관련 책 (“the book About Sweden”) 제공 
 이민 초기에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적응을 돕기위한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예테보리(Gothenburg)와 베스트라예탈란드(Västra Götaland) 주가 공동

으로 책 발간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 정보와 더불어 이

민자들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정보 포함  
- 해당 책은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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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 체코
○ 프라하 통합센터(Integration Centre Prague) 운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소통과 학습, 정보 습득의 장을 마련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코어 교육 제공 및 무료 법률 및 일반상담 제공 
 법률상담의 주된 내용은 체류자격, 가족의 재결합, 시민권 신청, 주거 및 고용계약 

체결과 관련
 일반상담의 경우 학교 입학, 해외이수 교육 인정, 주거,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룸 
 이민자들이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경우 통역서비스 지원  
 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integration course) 제공하며 교육 내용은 체코 사회, 

권리와 의무, 취업, 건강, 주거, 창업으로 구성 

            출처: Integration Centre Prague, https://aik.icpraha.com/en/

2. 교육서비스 관련

□ 코펜하겐, 덴마크
○ 코펜하겐 통합 모델(the Copenhagen Model of Integration)의 수립 및 운영
 학교 내에서 이주배경 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인종적 

분리 등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이주배경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과 통역

사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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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시아, 키프로스
○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me for migrant c

hildren) 운영
 이주배경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니코시아(Nicosia)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적인 프로그

램 운영(연극, 체스, 영어, 스포츠 등)
 이주배경 아동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그리스어 교육, 심리상담, 컴퓨터 수업 등을 운

영하며 부모님의 사회적응을 함께 도모 

3. 건강/의료 서비스 관련 

□ 아일랜드 
○ 다언어 기반 응급지원 정보제공(Multilingual Emergency Aid brochure) 책자 배포 
 병원 종사자들이 이민자/외국인 환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21개의 언어

로 번역된 책자 배포 
 통역지원 서비스가 필요 시 요청하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 

 

□ 폴란드 
○ 폴란드 이주 포럼(The Polish Migration Forum) 발간 및 배포
 이주배경 여성 중 산모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발간 

및 배포 
 폴란드의 의료체계 관련 정보 제공 
 타국에서 임신기간을 보내는 예비 산모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출처: Polish Migration Forum Foundation(PMF), https://forummigracyjne.org/npub/jestem-mama-

w-polsce-i-am-a-mom-in-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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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및 창업 서비스 관련

□ 비엔나, 오스트리아
○ 비엔나 이민자 창업 정보 센터(MINGO) 운영 
 비엔나 기업청(Vienna Business Agency)에서 운영하며, 비엔나 내 중소기업, 신

규 창업, 자영업 등을 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공유 오피스 제공 
 지역 내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무료 워크샵, 교육, 상담,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 

5.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 헬싱키, 핀란드
○ 다문화 여성 협회(MONIKA: Multicultural Women‘s Association)
 지역 내 이민자로서 폭력 혹은 위협을 당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위기센터(crisis 

center), 보호시설(shelter Mona) 등을 운영  
 위기센터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숙소 서비스(supportive housing service)를 제공 
 이민자 통합센터(integration center)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 구직 과정에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며 구직 관련 멘토링, 그룹활동 등을 지원 
- 취업, 언어, 컴퓨터, 취미 관련 멘토링 지원

  

□ 로마, 이탈리아 
○ 로마 사회적 중개 에이전시(the Rome Social Mediation Agency) 제도 운영
 지역 내 이민자들이 주거공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 및 상담업무 등을 제공
 지역 내 부동산 계약을 위해 숙지해야 할 절차들 등을 이민자와 함께 동행하여 살명 

및 해결하는 것을 지원 
- 주거시설 임대, 부동산 계약, 입주, 퇴거절차 등 이민자 대상으로 주거시설 관련 

권리 및 의무, 다문화 교육 등을 제공 

6. 사회·자연재난 및 위기관리 

□ 그리스 
○ 자연재난 등 발생할 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생활정보를 제공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이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9개의 

언어로 번역한 행동수칙 안내서를 기후위기 및 시민 보호부(Ministry for Climate 
Crisis and Civil Protection)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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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nistry for Climate Crisis and Civil Protection, https://www.civilprotection.gr/el

7. 공동체 활동 지원(good community relations)

□ 온타리오, 캐나다
○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 (the Library link) 운영
 온타리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자 언어습득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로 역할
 이민자들을 위한 다국어 자료 배치 및 커뮤니티 관련 정보 제공

8. 이민자 대상 혐오방지 예방 노력

□ 바르셀로나, 스페인
○ 이슬람 대상 혐오(이슬람모포비아)를 중단 및 극복하기 위한 계획(the Barcelona m

unicipal plan to combat Islamophobia) 수립 및 운영
 무슬림 공동체를 향한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을 지약사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
 공무원, 경찰, 및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성 증진 교육을 진행 

출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2018)를 참조하였으며, 해당 문헌 내 개별 

국가/지역별 사례들 중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각각 찾아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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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통/연결망의 내실화 필요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들 간,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력(건강/의
료, 복지, 경제 및 감정적지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고립감과 우울감
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각종 생활정보 제공 및 시민사회 내 자생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강화, 제도화

- 벨기에 Antwerp 시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주아동들의 지역사회 정착/통합
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사례 등(Coley 외, 2019: 6)

<그림 5-1> 이민자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중앙-지자체-시민사회 간 협업체계 구축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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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역량 확보방안

□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통한 언어장벽의 완화/해소 노력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활동주체이자 지역 내 구성원으로서 살아
가기 위해서는 내국인들과 언어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나,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언
어장벽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종래 지속적으로 노출

-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는 이들이 가진 정착의지와 
이주 수용국 내 체류 계획 등을 전제로 원하는 누구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단
기간 내 한국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언어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용대상자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으로 제
한되기 때문에 체류 외국인의 접근성에 한계가 존재 & 지역별로 일부 운영 중
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체류 외국인들 간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

 종래 중앙과 지자체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체류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어려움으로 
‘언어장벽’을 꼽는 것은 종래 해당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

-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방식의 언어교육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
한 시점

- 수요자인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체류 외국인의 언어능
력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언어습득을 취업 등
과 연계하여 운영(일종의 언어습득 과정의 인센티브로 작동), 지역사회 체류 후 
가능한 한 모든 체류 외국인들이 빠른 시간 내 언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다양한 국적의 체류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
그램을 설계하여 이들이 다양한 국적자들을 만나고 수업 이후에도 한국어를 사
용/활용하는 연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환경을 조성, 해당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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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적의 강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등 언어교육 및 학습 콘텐츠의 
내실화와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등을 고려

-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수록 이들이 내국인들에게 보다 긍정적
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외국인 관련 긍정적인 인식 강화에도 기여
(Coley 외, 2019: 5-6)

-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내국인 및 지자
체 내 행정기관과 대등한 주체로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소통하는 것이 가능

□ 체류 외국인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공론장의 마련 및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체류하는 주민이자 구성원으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주체적으로 밝힐 수 있고 이를 정책결정자와 내
국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청취,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

- 종래 공급자 위주의 체류 외국인 통합 및 지원을 위한 접근방법이 야기한 여러 
한계를 반추하여,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들이 서로 만나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이민자/외국인의 삶과 지역사회 내 체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자연스레 문화적 통합과정으로 연계

- 이주 수용국 내 삶의 주체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생
각과 목소리를 내고, 내국인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공존의 방안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공론의 장을 통
해 마련되는 것이 가능  

 지역 내 지역 주민인 체류 외국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서
사를 공적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官이 공식적
으로 개입하는 방안과 비공식적으로 개입(혹은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나누어 고려 가능

- 전자의 경우 지역 내 이민자를 직능대표로서 지역사안들에 대해 체류 외국인대
표가 참여하여 외국인/이민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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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들에서 외국인 주민 협의회,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 등이 운영 中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협의회 등의 자리를 만들어 체류 외국인들이 들러리처럼 

구색을 맞추고 참여하는 것 자체에 매몰된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류 외
국인들이 중요한 참여주체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
를 주의 깊게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

- 후자의 경우 現 이주/난민인권단체 등에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시행 중인 “사람책도서관(human library)”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내국인들
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소수자들과 만남을 통해 이들이 가진 편견을 깨고 서로
를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사람책도서관: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 확장된 NGO 프로

그램 중 하나로(호석군, 2022), 사회 내 차별 혹은 배제되는 집단 내 구성원들을 
독자들이 초대하여 이들이 하나의 ‘책’처럼 자신의 일상과 어려움 등 생각들을 
독자(참여자)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
로 활용 & 현 난민조력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이주> 
MAP에서 난민 관련 사람책도서관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진행 中(인권재단 
사람, 2022)

<그림 5-2> 난민 관련 “사람책도서 (Human library)” 사업

출처: Haugen(2022); 인권재단 사람(https://hrfund.or.kr/the_reader/?idx=7027923&bmode=view) 등에서 

제시된 이미지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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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정착 체류 외국인들 간 자생적 지원체계 마련 및 운영

 지역사회에 旣 정착한 체류 외국인과 신규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 
간 지역 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들이 조금 더 정서적·문화적 안정감과 동질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규
범과 적응을 위한 방법을 상호 전수하는 기회를 마련

- 지역 내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旣 운영되고 있는 바, 외
국인 커뮤니티 리더나 체류 외국인 국적별 리더 혹은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지자체 내 외국인 조력/지원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내국인 주민들과 상호소통의 기회 마련, 행정 서비
스 접근, 지역사회 내 적응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등)을 모색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난민 등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스
폰서십(community sponsorship) 제도 등을 한국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신규 유입된 외국인 대상 지역사회 체류 이후 문화적응 교육 및 지속적인 생활
정보 제공/공유 방안의 마련

□ 지역 커뮤니티 내 국적별 외국인/이민자 리더 등을 활용한 외국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통로 등을 마련

 국내 체류하면서 국적별로 일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며 모국 
커뮤니티 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 및 인플루언서들이 旣 존재 

- 지역사회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민자 커뮤니티 내 리더를 양성 & 이들이 지역
사회 내 체류 외국인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해관계를 정부/지자체에 반영하
는 역할을 담당

- 국적별 리더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체류 외국인들이 가진 다양한 국
적, 연령, 지위를 반영하여 이들을 선정 노력 & 리더들은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전계층에 걸쳐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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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민 관련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지원체
계 정비 및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체류 외국인의 접근성 강화

 現 정책 영역별 행정서비스(건강/의료, 교육, 주거, 사회보장, 양육/보육 등)가 주
민등록인구에 기반한 “국민”을 기본 제공 주체로 하다 보니, 주민등록인구에 포함
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들은 해당 서비스들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체류자격이 취약한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들에게 제한되는 
서비스조차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 정책영역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법령, 기획)-지자체(조례, 집행)가 연계
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영역과 기능이 제한적이
라 할지라도 지자체 차원 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생계유지와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노
력이 필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이 병행 추진)

- 관련 재원은 ’22년 「지방자치법」 개정조치에 따라 지방교부금 산정 시 외국인 
주민의 인구수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산하도록 하여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중
앙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할 필요 

 종래 일부 지차제들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거주외국
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 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나 내용(언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고
충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 다소 추상적이고 
기초생활지원 측면에 그치는 수준 

- 현행 일부 지자체들에서 만들어진 관련 조례들은 정책 영역별로도 고민이 되지 
않다 보니, 중앙정부의 법령과도 연계가 쉽지 않은 한계들이 제기되는 상황

-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조금 더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한과 정체성을 부여하여 줄 수 있는 방향
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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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료 관련 체류 외국인들 중 체류자격이 취약한 이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해
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확대 필요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상당수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에 속하며, 여성의 경우 
가임율이 높은 연령대가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

- 체류자격이 취약한 이주여성들(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난민 불인정자, 외국인유
학생 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언어장벽 등 접근
성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배제되어 병원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곽윤경, 2021)
 병원 등 의료기관 내 통역자 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의료통역 인력 양성 프

로그램 지원 노력 등을 추진
 체류자격이 취약하여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혹은 민간 의료시설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정보제공 노력을 확대할 필요

 체류자격이 취약한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문제 역시 사실상 현재는 뚜
렷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부재한 실정

-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방침으로 인해 이주배경 아동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
로가 일정수준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과정에 
학교장의 재량이 상당 부분 작동하며 학부모들이 체류 외국인 아동의 입학을 꺼
리는 분위기가 팽배할 경우 입학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

□ 체류 외국인이 가진 다중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 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체류 외국인 대상 구인구직 통로/경로 등의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들은 체류자격에 기반한 단일 정체성과 특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지
역 주민이자, 취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내 부가가치 창출에 기
여하는 자이자, 문화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역할 등을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역
동적인 존재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노동자 이외에도 도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체류자격자들이 존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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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취업활동이 불가피
한 상황인 반면,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라는 제한적인 시각 아래 운영되는 양상

-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이외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 내 취업을 알선하는 
공식적인 제도/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상당수가 인력사무소나 파견업체 등 민간
업체나 개인적인 네트워크(가족, 친지, 모국 친구 등)에 의존하여 일자리를 구하
는 상황(한국행정연구원, 2022b: 110-111) 

- 외국인노동자들은 지역 내 안정적이지 못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외국인유
학생, 난민,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방문동거·동반 비자 소지자)일수록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체불, 산재사고 경험 비율, 사
업주와 갈등을 경험하는 양상이 관찰(한국행정연구원, 2022b: 151-157)

- 체류 외국인들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양
상(이규용·이종관·이해춘·정기선·주수인, 2021: 93-96)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역시 노동인력 부족수요가 발생 시 지역 내 구직
을 희망하는 체류 외국인들의 정보(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제외)가 부재하여 
인력사무소나 브로커,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한국행정연
구원, 2022b: 151, 165)

- 고용허가제 이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과 관련된 지역 내 취업알선 체계 마
련의 필요

 외국인노동자(구직)-외국인력 고용사업장(구인) 간 노동 및 고용정보를 공유･매
칭시키는 지역 내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마련노력 추진

- 부정확한 고용정보로 인해 지역 내 외국인 구직자가 경험할 수 있는 피해를 줄
이고, 외국인력 고용사업장 역시 인력사무소나 파견업체, 브로커에 의존하여 구
인하는 방식을 넘어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고용환
경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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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지역 차원의 <(가칭)외국인 주민 고용포털> 설계 및 운영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22b)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

 (가칭) 지역 차원의 <외국인 주민 고용포털> 설계 및 운영 노력
-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구직자)-외국인력 고용 사업체(구인자) 모두가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고 양자 간 일자리 매칭(job matching)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외
국인 고용·노동 관련 포털사이트를 지역별로 구축 추진

- 외국인 고용·노동과 관련된 절차, 정책, 법령 및 외국인력의 구인·구직을 위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고용/취업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이외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

의 지역사회 적응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
- <외국인 주민 고용포털> 안에는 ① 지역 내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절차, ② 산업안전 관련 안내 & 정보(매뉴얼) 제공, ③ 산업/업종별 표준근
로계약서, 임금/급여명세서 관련 정보, ④ 노동쟁의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절차, 
⑤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민들이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주거, 교육, 
건강/의료 등)을 포함

- 지역별 <외국인 주민 고용포털> 내 모든 정보는 체류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국어로 제공 

- 웹(포털) 뿐만 아니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이용자들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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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이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노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미비한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은 중앙정
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는 반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이들이 지역 
내 상당기간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주민‘이자 상당 부분 현지화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보편적 서비스의 틀 안에 체류자격이 취약한 외
국인/이민자들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행정, 지원체계를 개편 

□ 지역사회 내 선주민-이민자/체류 외국인들이 공존하면서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
과 장(“다문화 공간” 및 “상호문화도시” 기획 등)의 마련 및 발전 추진

 체류 외국인 규모가 확대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역시 수용국 내 적응이 원활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경향이 관찰
되면서, 국내 일부 도시/지역들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형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안산시 원곡동,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광주 고려인 
마을, 서울시 서초구 서래마을이 대표적 사례

- 해당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들의 거주지역이 다수 생성되면서 자연스
럽게 선주민(내국인 주민)과 체류 외국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형성

- 해당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도시개발/발전 과정
에서 실질적인 거주민이자 해당 공간 내 살아가는 주체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목
소리를 낼 수 있고 내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를 활용

- 2010년대 논의된 소위 “다문화 공간” 기획이나 근자들어 일부 지자체(구로구, 
안산시) 등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한 “상호문화도시” 담론 등이 지역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개발전략 및 소통의 장의 역할을 
모색(김신정, 2010; 구로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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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다문화 공생정책 시행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정책 추진

이 진행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

불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생활
지원 정책이 시행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을 단지 지역의 체류자로 가정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거주 외국인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 

 일본 정부의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에서의 정책 방향 또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
고 있음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들과 연계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
존의 정책내용을 보완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

 또한 NPO, NGO 등의 단체들과도 협력하여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전개 
 “외국인 시민대표자 회의”를 통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 

※ 일본 지자체들의 다문화공생 프로그램 사례

○ 하마마츠시
 거주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문화 및 언어교육, 상담, 사회참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호문화 센터, 주민 교육지원 센터, 외국인 주민 협의회, 하마마츠시 교류
센터 등 운영 

 상호문화 센터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미 발생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공

 외국인 주민 교육지원센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일본어와 문
화교육 진행 

   
○ 오사카시 
 외국인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언어지원 

서비스 마련  
 거주 외국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학교 내 다문화 이해 교육 추진
 장애인 및 고령자 외국인을 위한 재일외국인 장애자급부금, 재일외국인고령자부금

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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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관련 기관/센터의 운영 내실화

 체류 외국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외국인의 정책 영역별 지원,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규모가 증가해왔으나, 내실 있는 운영 여부에 대해서
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양상

지역별 외국인 지원,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센터에서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이들이 영주, 국적취득 등을 위
해 필요한 정보 및 절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 

- 대다수의 관련 기관/센터들이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질적
인 도움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부족
한 실정

- 지역별 외국인복지센터의 설립 및 정책 영역별 대응체계, 다국어 안내절차 및 
관련 정보 제공의 내실화가 필요

사회통합을 하려면 선주민들부터 [체류 외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야 하는
데...아직은 그런 여력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체류 외
국인의 적응 및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외국인 지원 정책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금은 회의적이에

 <헤이트스피츠 대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 가와사키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공생정책을 시행 & 2005년에 일본에서 최초

로 “다문화 공생 사회 추진지침”을 마련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지침의 초점은 거주 외국인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거주 외국인이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시민대표자 회의”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

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가 시책에 반영되는 등 효과성을 입증 

출처: 강비아·장효청(2021); 곽인신(2020); 이윤석(2021)을 참조하여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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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예전 [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와서] 결혼을 일찍 한 [결혼이민자] 선배들이 
10-15년여 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퀄리티가 좋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
다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해가 갈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예산 규모가 적어지고 해당 사업들의 효과성 역시 의문스러운 것
도 많이 보이구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컨텐츠 상으로는 외국인들
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를 시험문제 외우듯 암기하는 정도이지, 제대로 이
해하고 실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데는 그다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
는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면 암기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듯 사회통합 프로그
램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나 지자체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언어장벽을 가진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험이나 각종 사고들에 대해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를 요청하면 내실 있는 정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한국사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외국인 관련 기관이나 센
터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도움
이나 정보가 필요해도 이를 얻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몽골 국적 결혼이민자[여], 서울 체류, 2022.10.04.)

□ 지역사회 내국인 주민 대상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
하는 정책적 고민에 초점을 두는 것에 앞서,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내국인 주민들
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자체 차
원에서 필요 

- 인식개선은 단시간 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어떠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들과 함께 공존
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어떠한 노력과 인정이 선주민들에게 필요한지 내국인 주
민을 대상으로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

- 내국인 대상 인식개선 사업 역시 기성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아동·청소년)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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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어 체류 외국인과 공존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컨텐츠의 개발 및 
정기적인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별 외국인 관련 조력기관(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외국
인 관련 편견이나 검증되지 않는 정보, 소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객
관적인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 

 지자체별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
도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만한 추진체계나 교
육, 역량강화 기회 등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역 현장에서 빈번하게 노출16)

- 종래 다문화강사 양성 등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중심의 내국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사업(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
로 진행되어 왔으나, 다문화강사로 위촉된 결혼이민자의 언어역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교육 컨텐츠 차원(단순히 전 세계 문화를 소
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17)

-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으로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 및 참여를 독려 & 지역사회 개발
과 지역 주민들에게 체류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나 관련 사업을 기획·추진
 이민자,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순기능과 기여에 대한 정보제

공을 통해 긍정적인 시각을 정립하도록 돕고, 외국인/이민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경주 필요

- 다만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단순히 시혜성 차원이나 1회적인 전시성 행사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
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선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
도록 유도 

16) 외국인 관련 현장활동가 C 인터뷰(2022.10.11.)
17) 외국인 관련 현장활동가 B 인터뷰(2022.10.9.)



169

제5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 

□ 체류 외국인 관련 갈등, 분쟁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 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내국인 주민 및 외국
인들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권리침해, 차별 등이 발생하는 양상

-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시설 건립 등을 둘러
싼 각종 입지갈등(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경기도 동두천시 카톨릭 난민
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건축주-이주인권단체들 간 갈등이 오랜기간 
지속)이 발생 & 내외국인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되는 사례가 발생(경인일보, 
2020a, 2020b; 연합뉴스, 2022b)

- 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을 둘러싼 사업장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의 차별
과 권리침해(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미흡 등)가 발생하고 
있는바,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쟁해결/조정기구 등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 지역별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노력

 종래 지자체별로 체류 외국인 관련 기본 정보(외국인 주민 규모, 체류자격, 성별, 
연령 등)가 통계 데이터 형태로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정보수집 영역이나 
범주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활용도 역시 높지 못한 양상

- 중앙정부(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차원에서 지
역별 체류 외국인 관련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으나, 대개 광역 차원에 데이터 
수집에 국한된 편이며, 정책 영역별 데이터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이를 활용하
거나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

- 지자체별 자체적인 통계 기능을 갖춘 부서 등에서 일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
으나 외국인 주민 관련 조사범위나 대상 등이 한정적이며, 지역에 체류하는 세
부 외국인 집단별 데이터들은 거의 조사되지 못한 채 일부 비영리단체 및 시민
사회단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형태를 통해 관련된 자료들을 일시적·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상황
 이주 및 난민아동 실태조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8)
 난민의 생활실태조사 및 코로나 재난상황 실태조사(인천지역, 한국이주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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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0)
-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적응 및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집이 필

요한 정책 영역/분야를 발굴 & 지역 주민으로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통합과정
의 기초자료로 활용 노력이 필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내 체류 중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범죄 및 민·형사 

사건 관련 정보의 수집(지역 경찰서 등과 협력) & 관련 범죄의 유형화 및 해당 
정보를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및 지역 안전 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외국인이 지역사회 체류 중 연관되는 각종 갈등 현안 및 범죄사건들 중 일부는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지역사회 내 관리 
가능한 갈등 현안들에 지자체가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  
  

<그림 5-4> 지역사회 내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지자체 역할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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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평가 및 관리방안

1.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평가

□ 종래 통합수준의 양적인 지수화 및 측정의 한계를 인정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병행방안을 구체화

 이민자/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진단 및 측정과정은 다수의 행위자를 대
상으로 하고 상이한 층위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통합수준 진단 및 측정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여 이민자/외국인의 지역사회 통
합수준에 대한 평가는 통합수준 자체에 대한 평가/진단 및 정부/지자체/시민사회
의 통합 역량에 대한 평가/진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두 가지 평가/진단 척도 모두 계량화,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편향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보
완하기 위해 이민자/외국인의 통합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외국인 주민, 외국인 관련기관 종사자,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계량화, 지수화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정부/지자체가 외국인/이민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잘 해주었는지”의 문제가 아
닌, 이들이 지역사회 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의사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그것이 가능한지)를 측정 및 진단하는 방식의 통합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

- 종래 연구자 및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온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측정/평
가 기준은 주로 정부/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양상

-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속감을 가지는지, 지역사회 내 발생
하는 여러 현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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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수준 진단/측정과 관련하여 국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의 의견과 경험들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향후 강화될 필요(다
시 말해 공급자적 시각에서 얼마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라는 측면에 국한
된 통합수준의 진단과 측정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수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관련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의 측정과 진단과정이 포함될 필요) 

□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수준 관련 양적 지표/지수의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인/이민자 관련 통합수준 측정지표, 지수들에 대한 막
연한 환상이나 신뢰를 경계 & 이들을 한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수
용하는 것이 필요

- 국내 사회 및 경제환경 및 이민자 유입 역사 및 정책방향이 각기 상이한 상황에
서 MIPEX나 기타 해외에서 인용되는 통합수준의 진단 툴 등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점수 등에 
너무 집착하거나 맹신하는 것을 지양

- 이민자/외국인의 통합 관련 국제지표/지수들은 국가 간 통합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나 한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영역이나 부분들이 존
재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연구자별 통합 관련 개념정의나 측정지표가 
각기 달라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존재 

- 양적 지수/지표 개발을 통한 통합수준 진단의 표준화 과정은 필요하되, 한 번 
만들어진 지표/지수를 주기적(3-5년)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가/삭제/보완되어야 할 측정 및 진단 
지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종래 정부(법무부, 행정안전부)에서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둔 반면, 이들이 실제 얼마나 통합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진단/모니터링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음

□ 타당성을 갖춘 양적지표 및 지수개발에 더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측정, 진단 
도구/툴의 고려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통해 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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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진단 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영역이나 부분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병행

□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을 감안한 통합수준의 진단/측정 노력이 필요

 종래 외국인 주민을 「출입국관리법」상 합법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이들
의 통합수준을 다루어왔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서 통합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미등록
/비합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물론 미등록/비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통합수준의 진단/평가를 위한 접근,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내 이들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포함한 통합수준의 진단/측정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관리방안     

□ 이민자/외국인의 통합수준의 주기적인 진단 및 측정을 제도화

 이민자/외국인의 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및 실
제 이들이 뿌리내고 살아가는 지자체별로 통합수준을 주기적으로(1-2년 단위) 측
정/진단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국가승인통계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발간하는 일정과 맞물려, 매년 단위로 <(가칭)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통합수
준 진단결과>를 발표

- 통합수준의 진단 및 측정은 종합적,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여 이를 평가/진단하
고 이를 시계열 자료로 데이터화하여 매년 통합수준의 변화수준 및 성과를 파악
하는 자료로 활용

- 이민자/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도구/툴은 기존 국내외에서 활용되어온 지표/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내 현실 및 체류 외국인 대상집단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성(정부부처 관련업무 담당자, 현장 활동가, 학계 전문가들 간 지표/
지수개발 과정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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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상 다양한 정책 영역/현안들에 대한 정기 조사 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

- “국민”이라 해도 그 안에 외국인 주민 등 체류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주민과 이민자/외국인 주민 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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