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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유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향을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의 네 유형으로 분류

하여 유형별 정 인 향과 부정 인 향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일부 부정 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부분의 응답자는 다문화사회의 유입이 우리나라 발 에 정 인 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가장 정 인 향 분야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  문화분야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부정 인 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획일화된 민족주의 문화속에서 살다가 이질 인 외국인주민들이 속히 증가하면서 서

로 간의 가치  차이와 문화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들은 체 으로 우리 사회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 으로 결혼이민자는 농 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범죄 발생

률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인구감소 상을 막아주고 있다. 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피하

는 3D업종에 낮은 임 으로 취업하여 우리나라 경제발 에 기여하고 있다. 

 ■ 중심어 :∣다문화∣다문화사회∣지역공동체∣민족주의∣결혼문제∣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 that the influx of multi-cultural society impact on local communities are 
examined to analysis the negative impact and positive impact with four types of political 
(govern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aw classified. Although some have a negative 
evalu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e influx of multi-cultural society had a positive 
impact on South Korea's development and believes a positive impact in the future.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as where multicultural society gives the most positive impact of local 
communiti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 social, of the four segments of culture has 
been rated as the field of culture, on the other hand, areas that have the most negative impact 
has been evaluated as social sector.
Though we live in nationalism culture for a long time and heterogeneous foreign residents has 

so rapidly increased that conflicts due to collision of values of differences and culture of each 
other have occurred, foreign residents are genera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Substantially marriage immigrants who successfully solve the rural bachelor of marriage 
problem are willing to prevent population decline phenomenon and reduce the crime rate in the 
society, of course. In addition, foreign workers who employed at low wages in the 3D industry 
which is avoid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contributed to our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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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어드는 상

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

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차즘 진입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발 과 함께 빠른 속도로 다문

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많은 사회  심과 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주민을 찾

아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었고 미국, 일본, 필리핀, 

네팔 등 각 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며 우리 국민으로써 살아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

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사

회 반에 다양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

으로의 발  방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주민의 지역생활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건 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을 해 그동안 다문화 형성에 따른 다

방면의 향분석과 그에 따른 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차원  사회학  측면 심의 

한 단면의 향분석이 아닌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역생활에 미친 향을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반에 미친 구체 인 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치

는 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발 방안을 제시

하는 데 있다. 즉, 향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지역공동체의 영향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에 해 법·제도 으로 정의된 개념은 없

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

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  

차별 없이 시민 는 국민으로서 기본 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1]. 즉, 구성원 상

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

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

민족사회 는 다인종사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2] 한

편, 여러 단일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향을 주면서 그 

나름의 문화를 유지․발 하고 있는 사회[3], ‘다인종 

사회’라는 의미와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 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복합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4]1). 

2) 다문화사회의 지역공동체2) 영향
첫째, 정치(행정)  향이다. 정치(행정)  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이 단일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포용성이 높은 사회

로의 발 과 더불어 지역의 정치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서의 다문화사회가 확 됨에 따라 지

역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향을 미칠 것이고 지방

재정에도 향을 미칠 것이 상된다. 한 부분 으로 

과거에는 폐쇄 이었던 지역사회 분 기가 국제화된 

분 기로 바 고 향후 외국인주민들끼리 담합하여 지

역선거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경제  향이다. 지역내에 외국인주민의 증가

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확 는 지역사회의 경제분

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 에도 기여한다. 

외국인주민 그 에서도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지역 내 

서비스업, 단순노무, 농업 등 3D업종에 취업하여 근무

하며 지역생산에 기여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을 한 상

권이 형성되어 지역상거래 분 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에 한 과도한 사회복지비 증 로 일

반 지역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일부이기는 

1) 다문화사회의 특성은 외국주민의 빠른 증가, 외국근로자의 집단거

주형성, 다문화가족의 보편화, 다문화 범죄건수 증가, 다문화가정의 

불완 성 등이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 반에 걸쳐 

서로 긴 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 으로 유 감을 형성하며, 

등한 계속에서 마을에 한 일을 함께 결정‧추진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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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기존의 한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우도 

있어 지역사회의 경제에 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사회  향이다. 다문화사회의 발 이 지역공

동체  지역주민에게 사회 으로 미치는 향을 의미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농  총각의 사회문

제를 해결해주고 이로 인한 출산 문제 해결에 향을 

미치고 있다[5].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지역주민들에게 

국제화된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 심을 갖게 해 다. 반면, 외국인주민 오증(제노

포비아) 상이 나타나고 외국인주민의 범죄율·이혼율

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분 기를 해치는 경향도 있다.  

넷째, 문화  향이다. 단일민족이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민족단결과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국가발

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주민의 속한 증

가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  측면에서 변화

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의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어 

우리의 통문화가 퇴색할 수 있으며 민족 정체성도 

차 약화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첫째, 한국 다문화의 정체성과 방향성,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의 개념화  유형화 등에 한 시론 ‧규

범  차원의 연구들이 있다. 이 부류는 김미나, 이 범‧

남승연, 황정미 외, 박진경‧원숙연, 등이 있다. 먼 , 김

미나[6]는 주요국의 다문화사회 진행단계와 다문화정

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다문화정책의 정체성을 확인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 로그램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하 다. 다음으로, 박진경‧원숙연[7]은 다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다문화사회에 한 인식(지지-

인지)의 계를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한 향요

인(진보  이념-단일민족 지향성-국민됨의 조건-업무

경험)의 작용경로를 모형 설정하여 앙정부의 공무원

들을 상으로 실증 으로 규명하 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련 법, 산, 조직  인

력과 구체 인 정책 내용을 심으로 황  실태 분

석을 함으로써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해 논의하고 있

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분야는 홍기원, 강휘원, 고숙히, 

원숙연, 조석주 등의 연구가 있다. 홍기원[8]은 다문화

정책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 성 속에서 분

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역을 명료하게 제시함

으로써 재 주도 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다문화정

책의 방향선회가 다문화정책의 개선에 요한 요소임

을 제시하고 있다. 강휘원[9]은 입법 , 조직직, 재정 , 

정치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특정 외국인 유형별 

다문화 정책  내용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셋째, 유사하거나 혹은 상이한 역사  맥락과 정치, 

경제  배경 하에서의 선진 외국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가 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

후 도래할 한국 다문화사회에 한 정책  함의를 도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분야는 한승 , 한승미, 양

기호 등의 연구가 있다. 한승 [10]은 다문화정책에 있

어 통 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랑스가 

2005년 인종폭동 이후 어떤 재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

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 거버 스와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수

단에 한 연구들로 최근 학자들이 심을 두기 시작한 

주요 심 분야이다. 이 분야는 최무 , 정명주, 정 호 

외, 한승  등이 있다. 최무 [11]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정책을 강제성과 직 성을 기 으로 정책수단의 

에서 유형화한 뒤, 참여정부 다문화정책의 정책

상별로 그 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 호 외[12]

는 탁과 자 바우처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

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의 달과정을 비교분석함으

로써 탁방식은 운 ･ 리의 안정성에서 바우처 방식

은 투명성과 효율성에서 효과 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시론  규범  연구와, 다문화 정

책  실태 분석 련 연구, 선진국사례 소계, 다문화정

책의 추진체계  추진수단 등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사회가 국가사회에 미친 향에 한 연구는 부

분 으로 일부 연구되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에 미친 

향에 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여 

연구한 사례는 본 연구가 최 이다[13]. 기존의 다문화 

련 논문이나 연구가 주로 다문화사회가 국가에 미친 

향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에 한 

사회복지 강화, 행정서비스 지원방안 등에 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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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데 비해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향에 해 연구하 다. 부분의 다문화사회의 

향분석에 한 연구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

회  상을 주로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분야를 확

하여 정치, 경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지

표를 개발하여 이에 한 향을 분석하 다. 

Ⅲ. 실증분석

1. 조사설계 및 분석기준
첫째, 조사설계이다. 다문화 주민들의 거주지가 국

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진의 단표출에 근거하

여 도시와 소도시, 농 지역의 3개 유형별로 구분

하여 조사하 다. 모집단을 3개 유형별로 구분한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사회의 향이 

독립변수이고 지역사회의 향이 종속변수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소도시는 경기도 

군포시, 농 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을 선정하 다. 각 

자치단체 별로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와 외

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이 상 으로 많이 거주하

고 있어 이들이 지역공동체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상지역의 본청 공무원은 다문화사회와 련이 

있는 사회복지과 는 보육가족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들을 상으로 조사를 하 고, 각 자치단체의 3개 읍면

동을 직  방문하여 읍면동장의 조하에 주민과 공무

원을 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회수율은 성동구의 경우 주민은 총 150부가 배포

되어 141부가 회수되어 약 94.0%의 회수율을 보 고, 

공무원은 총 92부가 배포되어 77부가 회수되어 약 

83.7%의 회수율을 보 다. 군포시의 경우 주민은 총150

부가 배포되어 129부가 회수되어 약 86.0%의 회수율을 

보 으며, 공무원은 총 84부가 배포되어 61부가 회수되

어 약 72.6%의 회수율을 보 다. 음성군의 경우 주민은 

총 150부가 배포되어 143부가 회수되어 약 95.3%의 회

수율을 보 으며, 공무원은 총 96부가 배포되어 92부가 

회수되어 약 95.8%의 회수율을 보 다. 

둘째, 분석기 이다. 설문을 통한 의식조사를 통해 조

사가 가능한 항목은 정성지표로 설정하여 의식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 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분석기

은 다섯 유형이다. 먼 , 일반 황이다. 이 유형은 외

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일반 으로 미친 향이 상

이다. 다음으로 정치(행정)분야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치(행정)에 미친 향, 향후 외국

인의 증가가 정치(행정)에 미칠 수 있는 향, 정치(행

정)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

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분야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

이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친 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향, 경제  측면에서 외

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한 사회분야 

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사회분야에 

미친 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사회분야에 미칠 

수 있는 향, 사회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이다. 이 유형

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분화에 미친 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문화에 미칠 수 있는 향, 문화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기 세부기
일 반
현 황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미친 영향 

정 치
(행정)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치(행정)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의 증가가 정치(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경 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 회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사회분야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 증가가 사회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문 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분화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표 1. 조사지표     

2. 영향분석
1) 인구통계학적 주민분석
첫째, 성별이다. 성별은 남성이 40.9%인 169명, 여성

이 55.7%인 230명이며, 무응답은 3.4%인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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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치(행정) 3 3.9 9 6.4 2 3.3 3 2.3 1 1.1 9 6.3 6 2.6 21 5.1

경제 31 40.2 45 31.9 22 36.1 32 24.8 38 41.3 55 38.4 91 39.6 132 32.0
사회 10 13.0 23 16.3 9 14.7 22 17.1 7 7.6 21 14.7 26 11.3 66 15.9
문화 30 39.0 58 41.2 25 41.0 60 46.5 40 43.5 39 27.3 95 41.3 157 38.0
기타 3 3.9 4 2.8 3 4.9 12 9.3 6 6.5 19 13.3 12 5.2 35 8.5
무응답 - - 2 1.4 - - - - - - - - - - 2 0.5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2.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치(행정) 3 3.9 17 12.1 5 8.2 3 2.3 4 4.3 17 11.9 12 5.2 37 9.0

경제 10 13.0 29 20.6 2 3.3 16 12.4 10 10.9 25 17.4 22 9.6 70 16.9
사회 45 58.4 54 38.3 36 59.0 64 49.5 52 56.5 62 43.4 133 57.8 180 43.6
문화 9 11.7 16 11.3 12 19.7 26 20.2 18 19.6 29 20.3 39 17.0 71 17.2
기타 10 13.0 23 16.3 6 9.8 18 14.0 8 8.7 9 6.3 24 10.4 50 12.1
무응답 - - 2 1.4 - - 2 1.6 - - 1 0.7 - - 5 1.2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3.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

둘째, 연령이다. 114명(27.6%)의 응답자가 51세-60세

이며, 41세-50세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04명

(25.2%), 그리고 31세-40세의 연령을 가진 응답자는 75

명(18.2%)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이다. 고등학교 졸업의 응답자가 183명

(44.3%), 학교 졸업의 응답자는 152명(36.8%), 학교 

졸업의 응답자는 48명(11.6%)이 응답해주었다.  무응답

자는 17명(4.1%), 학원 졸업의 응답자는 7명(1.7%), 

등학교 졸업의 응답자는 6명(1.5%) 순이다.

넷째, 직업이다. 가정주부가 118명(28.6%), 회사원은 

106명(25.7%), 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43명(10.3%), 

농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37명(9%)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월평균 소득이다. 월평균 소득에 한 응답에

서는 114명(27.6%)의 응답자가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소득인 응답자는 

100명(24.2%), 그리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응

답자는 77명(18.7%)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공무원분석
첫째, 성별이다. 공무원 체 응답자 230명  남성 

응답자수는 105명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응

답자는 123명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다. 무응답자가 

2명이다  

둘째, 연령이다. 체 응답자수 230명  31세-40세 

사이가 82명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고, 41세-50세 사

이가 62명으로 27.1%, 51세-60세 사이가 44명으로 

19.1%, 20세-30세 사이가 40명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근무기간이다. 공무원 응답자 230명  5년 이

하 근무자가 90명(39.1%), 6-10년 근무자가 49명

(21.3%), 21년-25년 근무자가 39명(17.0%), 11년-15년 

근무자가 20명(8.7%), 16년-20년 근무자 13명(5.6%), 

무응답자 2명(0.9%) 이다. 

넷째, 학력이다. 공무원 응답자 230명  학교 졸업 

193명(83.9%), 고등학교 졸업 26명(12.2%), 학원 졸업 

6명(2.6%) 순이다.  

3) 종합분석 
첫째, 지역사회에 가장 정 인 향을 미친 분야이

다.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에 가장 정 인 향을 

미친 분야에 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과 주민 모두 첫 

번째로‘문화’(공무원: 41.3%, 주민: 38%)에 답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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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두 번째로는 ‘경제’(공무원: 39.6%, 주민: 32%)라고 

답하고 있다. 이를 3개 지역별로 보면 먼  공무원의 경

우 군포시와 음성군은 ‘문화’를 첫 번째로 응답한 반면, 

성동구는 ‘경제’를 첫 번째로 답하고 있다. 주민의 경우

에는 도시지역인 성동구와 군포시는 ‘문화’를 첫 번째로 

응답한 반면, 농 지역인 음성군은 ‘경제’를 응답하 다.  

 주민의 경우 도시와 농 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

는 있지만, 공무원과 주민 모두 ‘문화’와 ‘경제’에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정 인 

향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부 정책의 도출과 실행이 필

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추진은 해당지역의 발 과 연계될 수 있는 요한 정책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가장 부정 인 향을 미친 분야이다. 외국인주

민이 지역공동체에 가장 부정 인 향을 미친 분야’라

는 질문에 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공무원(57.8%, 133명)과 주민(43.6%, 180명)이 사회’

라고 응답하고 있다. 3개 지역 응답자 모두 사회’에 가

장 많이 답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사회통합 분 기 조

성을 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군포시와 음성군은‘문화’를 두 

번째로 지 한 반면, 성동구는‘경제’를 지 하고 있다. 

주민의 경우 한 군포시와 음성군은 ‘문화’에 지 한 

반면, 성동구는‘경제’를 지 하여 지역 간의 인식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  인식을 치유하기 한 다양한 

정책  실질 인 방안의 마련이 앙  지방정부 차

원에서 마련디어야 한다.

4) 조사대상 유형별 분석
첫째. 정치(행정)  분석이다. 다문화사회가 지역공

동체의 정치(행정)에 미친 가장 정 인 향에 해 

공무원은 ‘외국인주민의 거주로 과거의 폐쇄화된 지역

사회에서 부분 으로 국제화된 사회분 기로 바 었

음’(34.8%)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 반면, 주민은 

‘외국인주민 출신국가 는 지자체와의 교류 시, 민간외

교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음’(28.8%)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치(행정)분야에서 가장 부정 인 향에 

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 하

여 주민화합을 해치고 있음’(공무원:38.7%, 주민: 33.9%)

에 공통으로 가장 많이 답하고 있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외국인주민과 기존 거주주민과의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한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  측면분석이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에 따

른 다문화사회 형성으로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

장 커다란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 내 서비

스업, 단순노무, 농업 등 3D업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 에 기여함’에 가장 많이 답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 발 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57.4%, 주민 30.8%). 

반면, 지역경제에 미친 가장 부정 인 향에 해 

공무원은 ‘ 외국인주민 가정과의 화합이 잘 안되어 이

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이 증가함’(41.4%)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고 있음에 비해, 주민은 ‘기존의 한국

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음’(27.4%)에 답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무원은 갈등에 따른 산지출

의 비용  측면에서, 주민들은 외국인주민과 일터에서 

일자리 경쟁을 하는 경쟁자 입장에서 부정 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측면의 분석이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에 따

른 다문화사회 형성으로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

장 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결혼을 통

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총각 문제를 해결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공무원 33.9%, 주민 28.3%). 

반면, 가장 부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최근 외국인주민의 범죄율 ‧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지

역사회 분 기를 해치고 있음’에 답하고 있다(공무원 

71.7%, 주민 47.9%). 이와 같은 상은 최근 외국인주

민,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와 비례해서 범죄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사기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이혼률의 증가에 따른 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상에 한 근본

인 책을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에 한 부정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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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선거권확대 3 3.9 4 2.8 3 4.9 3 2.3 4 4.3 4 2.8 10 4.3 11 2.7
인권신장 39 50.6 48 34.0 27 44.3 51 39.5 47 51.2 65 45.5 113 49.2 164 39.7

행정서비스강화 15 19.5 24 17.0 10 16.4 22 17.1 7 7.6 35 24.5 32 13.9 81 19.6
주민참여 기회 확대 19 24.7 57 40.5 21 34.4 45 34.9 29 31.5 33 23.0 69 30.0 135 32.7

기타 1 1.3 7 5.0 - - 5 3.9 5 5.4 2 1.4 6 2.6 14 3.4
무응답 - - 1 0.7 - - 3 2.3 - - 4 2.8 - - 8 1.9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4. 정치(행정)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미지 확 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측면의 분석이다.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

체의 문화에 미친 가장 정 인 향에 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에서 다문화축제 ‧ 다문화 체육 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공무원: 

31.7%, 주민: 27.6%)을 가장 정 으로 답하고 있다. 

반면, 부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그들만

의 이질 인 패거리문화가 형성됨’을 가장 많이 응답하

고 있다(공무원: 58.8%, 주민: 40.7%). 이와 같은 답변은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우

리의 통과 문화를 원형 로 유지·발 시키되, 유입되

고 있는 외국문화를 존 하는 양면 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다문화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외국인주민 

출신국가의 축제 는 체육 회 개최를 통해 외국의 문

화가 우리 사회에 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

다.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통문화 계

승·발 하는 정책을 우선 으로 추진하되, 다문화사회 

유입에 따른 외국인주민 출신국가의 문화와 통을 존

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외국인주민과의 문

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한 이고 주민화합 정책 추

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사회 발전방안 

1. 정치(행정)적 측면
정치(행정)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라는 질문에 해 공무원 총 응답자 113명의 49.2%

가‘인권신장’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두 번째로 69명의 

30%가‘주민참여 기회 확 ’라고 답하고 있다. 주민 역

시 총 응답자 413명의 39.7%가‘인권신장’, 32.7%가 주민

참여 기회 확 ’에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결혼이민자, 외국인근자 등 

소수의 외국인주민을 한 인권신장과 주민참여 기회 

확 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신장을 해  거주 외국인지원조

례의 제정이필요하다.”참여정부에서 외국인 이주민들

의 한국사회 응을 돕고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

아가서 다문화사회를 구 하기 하여 「재한외국인처

우기본법(2012)」 「다문화가족지원법(2013)」등의 

법률을 제정하 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 등 일

부 역자차단체를 비롯한 기 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반 으로 

부분의 자치단체는 아직「거주 외국인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주민에 한 지원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지

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토 로 지역에서의 외국주

민에 한 인권 신장과 복지향상의 기 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참여 강화를 해 외국인주민이 지역모임 

 지역사회 활동에 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도시지역에서

는 반상회, 시민사회단체 모임, 아 트 주부모임, 주민

자치회, 학교학부모 등의 모임에, 농 지역에서는 농사

일, 지역축제, 운동회, 동네행사 등의 모임에 극 참여

토록 권유한다. 이와 같은 장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자

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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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다문화 복지비용증대 8 10.4 17 12.1 12 19.7 13 10.1 9 9.8 31 21.7 29 12.6 61 14.8

취업기회 부여 18 23.4 42 29.8 12 19.7 28 21.7 31 33.7 49 34.3 61 26.5 119 28.8
직업훈련 강화 19 24.7 35 24.8 15 24.5 38 29.4 25 27.2 27 18.8 59 25.7 100 24.2
임금체불 금지 31 40.3 42 29.8 22 36.1 46 35.6 22 23.9 33 23.1 75 32.6 121 29.3

기타 1 1.2 4 2.8 - - 2 1.6 5 5.4 1 0.7 6 2.6 7 1.7
무응답 - - 1 0.7 - - 2 1.6 - - 2 1.4 - - 5 1.2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5.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교류와 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한

다. 

한 지역사회로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기 해서 

지역사회의 이웃주민과 외국인주민간의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 인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규모의 지

역문화축제보다는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

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민족행사 

등에 외국인주민을 포함시켜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경제적 측면
경제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한 질문에 해 체 으로 ‘임 체불 지’를 응답한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으며(32.6%, 75명), 다음으로 ‘취

업기회 부여’(26.5%, 61명)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

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  군포의 경우, ‘임 체불

지’(성동구: 40.3%, 군포시: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음

성군의 경우 ‘취업기회 부여’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33.7%, 31명). 주민 역시 체 응답자  ‘임 체불 

지’(29.3%), ‘취업기회 부여’(28.8%) 에 유사한 비율로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 ‘임 체불 지’가 우선 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농 지역은 ‘취업기회 부

여’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에 한 ‘임 체불 지’를 해서 ‘노동법’

에 의한 다음과 같은 ‘임 지  원칙’을 수하도록 하

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한다.

첫째, 직  지불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임 을 외국인

주민에게 직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

이나 소개자, 로커 등 제3자에게 주지 않도록 한다. 

둘째, 액지불의 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임  액을 

노동자에게 부 주어야 하며, 임 의 일부 는 부

를 강제로 축하게 하거나 는 사용자가 직  임 의 

일부를 보 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통화지불 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임 을 반드시 화폐(통화)로 주어야 하

며, 통화( ) 신 물건으로 주지 않도록 한다. 넷째, 

매월 일정 기일 정기 으로 지 한다. 즉, 사용자는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 을 주도록 한다. 

한편,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해서 외국인주민에 

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특히 결혼이민

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에 해 

부분 경제 인 이유를 들고 있다. 즉 한국에 가면 모

국에서의 생활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 감으로 한국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정 부분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소득에 비해 경제수 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결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 자신들의 낮은 경제수 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앙정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이들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모국에서

의 문성  재의 취업희망사항과 연계시켜 직업교

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에게는 자동차 운 , 요리

사, 미용기술, 간병인, 수지침, 농기술 등의 기술교육

을 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를 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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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민과의 화합 29 37.7 45 31.9 15 24.6 27 20.9 26 28.3 66 46.2 70 30.4 138 33.4
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33 42.9 47 33.4 29 47.5 58 45.0 43 46.7 35 24.5 105 45.7 140 33.9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4 5.2 22 15.6 5 8.2 15 11.6 5 5.4 15 10.4 14 6.1 52 12.6
한국어교육 강화 11 14.2 22 15.6 12 19.7 24 18.6 15 16.3 25 17.5 38 16.5 71 17.2
기타 - - 3 2.1 - - 4 3.1 3 3.3 - - 3 1.3 7 1.7
무응답 - - 2 1.4 - - 1 0.8 - - 2 1.4 - - 5 1.2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6.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교육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 

이주단계, 정착단계, 출국단계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기 이주단계에서는 언어  문화 교육, 거주지역 정보, 

교통․ 공서․고유풍속․복지시설 이용방법․환경, 

지 등 정보제공에 을 맞춘 교육 로그램을 운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내국인

과의 의사소통을 한 상식교육, 임 체불, 산업재해, 

인권, 자녀취학, 취업, 노동법 등 노사 계 교육, 체류

법 차  등록 차 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출국단계

에서는 자국에서의 정착을 한 직업  정신교육, 자

거수리․보일러 수리․컴퓨터 수리 교육 등 기술교

육을 실시한다.

3. 사회적 측면
사회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해 공무원 총응답자 230명의 45.7%인 

105명이‘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에 한 인식 환’을 답

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한 인식 수 은 아직 낮고 

차별은 여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30.4%인 70명이‘주민과의 화합’에 답하고 있으며, 3개 

지역별로 인식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식 역시 공무원의식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외국인주민에 한 많은 

심은 물론 이해를 하고 있으나 부분의 공무원과 국

민들은 다문화  외국인주민에 한 인식과 이해가 부

족한 것이 일반 인 상이다. 즉 아직도 우리 민족에 

한 단일민족 는 순 주의에 한 뿌리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에 해 배타 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백인에 비해 동남아시아인 

 아 리카인에 한 편견은 매우 심하다.

요즈음의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자구 화 된 

지 이미 오래고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도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도 편 하고 닫힌 사고에서 벗

어나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

드리는 개방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의 환은 어떠한 노력 없이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공무원과 국민을 상

으로 다문화  외국인주민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시도 공무원교

육원 교육 로그램에 다문화 련 교과목을 반드시 넣

도록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주민

련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이들에 한 

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지역주민에게는 민방 교육, 문화강좌 등에서 다문

화사회  외국인주민에 한 강의와 홍보물을 상 하

도록 하며, 지역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

사회에 한 이해를 돕는 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하

도록 한다. 특히 지역리더에게는 본청 강의실에 문

가를 빙하여 다문화  외국인주민에 한 특강을 통

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다.

한편, 주민과의 화합을 해서는 지역주민의 이들에 

한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지방자치단

체에서 아무리 제도 으로 다문화사회 발 과 외국인

주민에 한 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해

도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 주민이 이들에 

해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일상생활  사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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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신국가의 고유문화 ‧ 종교 존중 22 28.6 32 22.7 17 27.9 24 18.6 27 29.4 23 16.0 66 28.7 79 19.1
주기적으로 외국인주민 축제 ‧ 체육대
회 개최 6 7.7 19 13.5 2 3.3 11 8.5 5 5.4 45 31.5 13 5.7 75 18.2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37 48.1 59 41.8 28 45.8 51 39.5 45 48.9 44 30.8 110 47.8 154 37.3
한국의 전통문화 ‧ 예절 교육 강화 11 14.3 24 17.0 12 19.7 38 29.5 14 15.2 29 20.3 37 16.1 91 22.0
기타 1 1.3 5 3.6 2 3.3 3 2.3 1 1.1 - - 4 1.7 8 1.9
무응답 - - 2 1.4 - - 2 1.6 - - 2 1.4 - - 6 1.5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7. 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동에서 소외시킨다면 외국인주민이 우리 국민, 이웃 주

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앙정부나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에 한 정책  지원도 요하

지만 가장 요한 것은 이웃 주민의 이들에 한 따뜻

한 시각과 배려이다.

4. 문화적 측면
문화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한 질문에 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주민

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라고 답하

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출신국가의 고유문화‧종교 존 ’

이라고 응답한 수가 2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주민

은 총 응답자 413명  37.3%가 필요한 것에 한 질문

에 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응답자의 22.0%가 

‘한국의 통문화· 교육 강화’에 두 번째로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 국민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과 우리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외국인주민 출신국가의 문화·종교 

존 , 한국의 통문화· 교육 강화를 통해 문화  

측면에서의 다문화사회 발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측면에서의 다문화사회 발 을 해 

지역사회의 이웃주민과 외국인주민간의 어울릴 수 있

는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주민과 한국의 이웃 주민이 함께하는 행

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행사는 규모의 지역문화축제

보다는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민족행사 등에 외국인주

민을 하여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 외국인주민의 한국 이해를 돕기 해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 외국인주민을 한 한

국의 통문화, , 교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Ⅴ. 결 론

본 연구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가장 

정 인 향 분야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  문화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부정 인 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정치(행정) 분야이다. 이 분야는 공무원과 주민 

간에 차이가 있다.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의 정치(행

정)에 미친 가장 정 인 향으로 공무원은 ‘외국인

주민의 거주로 과거의 폐쇄화된 지역사회에서 부분

으로 국제화된 사회분 기로 바 었음’이라고 평가하

고 있는 반면, 주민은 ‘외국인주민 출신국가 는 지자

체와의 교류 시 민간외교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

음’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가가 

지역공동체의 정치(행정)에 미친 가장 부정 인 향으

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하여 주민화합을 해치고 있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경제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다문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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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장 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내 서비스업, 단순노무, 농업 

등 3D업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 에 기여하고 있다’

고 답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가가 지역공동체의 경

제에 미친 가장 부정 인 향으로 공무원은 ‘외국인주

민 가정과의 화합이 잘 안되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주민은 ‘기

존의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셋째, 사회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다문화사회

가 지역공동체의 사회에 미친 가장 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결혼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

총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가

장 부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외국인주민

의 범죄율·이혼률의 증가로 지역사회 분 기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문화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다문화사회

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에 미친 가장 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에서 다문화축제·다문화체육

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가가 지역공동체의 문

화에 미친 가장 부정 인 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

두’그들만의 이질 인 패거리문화의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화․ 로벌화의 지구 시 에 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순 주의에 집착하는 민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

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결코 낯선 이방인

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우선 다수인 우

리 국민이 소수인 외국인주민에 해 포용력 있는 마음

가짐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다문화사회가 지역공

동체에 미친 향을 정치, 경제, 경제, 사회, 문화 등 분

야별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련 정책이나 법의 제‧

개정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반

으로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바, 이 부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추가 연구가 있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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