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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kept many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ir migration history and process, and their patterns 
of adaptation can be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in Japan. The 
workers’ migration from Latin American to Korea is made difficult 
by long distances and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Nevertheless, 
after following the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of Nikkeijin and 
other Latin Americans to Japan, some workers were able to come 
to Korea to find work. 

However, unlike their counterparts in Japan,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did not become an object of attention in the society 
and they could not exert an extensive influence in Korea because 
their population is too small. Moreover, Korean immigrants in Latin 
America have formed different types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compared with Nikkeijin, so they were unable to 
help the migrant workers to adapt themselves smoothly to the Korean 
society. Accordingly Latin American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taken a different route in their efforts to participate in lo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ctivities. For example, they hesitate to be exposed 
to the wider society and they hide their cultural differences as much 
as possible. Nevertheless, they have been included in the Korean 
sociocultural structure and are even evaluated positively by some 
distinctive Korean cultural elements. 

Frequently it may not be useful in economic terms to predict 
or evaluate problems related with causes, process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patterns, contents, effects and results of labor migration. 
Even though labor migration can take place where significant economic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migrant-sending and migrant-receiving 
societie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abor migr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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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processes of migrants are tremendously affected by diverse 
sociocultural factors. In part, migrant workers from Latin America 
share similar features with migrants from China or other parts of 
Asia. However, Latin American migrants maintain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e earlier migrants’ prior experiences in 
Japan and their ways of accepting or declining new cultural elements 
in Korea.

Key Words: labor migration, migrant workers, Korea and Japan, sociocultural 
adaptation, Nikkeijin / 노동이주, 이주노동자, 한국과 일본, 사회문화적 

적응, 닛케이진

서 론

현재 불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면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입장에서 이주노

동자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경제적 실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역사와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한국에서 

중남미 인들의 이주가 갖는 성격과 의미,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초기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본과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이주의 배경과 원인, 사회문화적 

관계의 형성과 영향에 있어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국의 이주노동

자 사회가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비교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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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수가 대단히 적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던 중남미 사람들의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이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다. 
즉 비교적 정보를 얻기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여행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의 인접국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과는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체류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거의 없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도 전혀 되어있지 않으며, 별도의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된다. 

노동이주와 사회문화 관계

노동이주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출신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경제적 전략의 

하나이다(Eversole 2005, 294; Massey et al. 2006, 39-40; Mooney 2004, 47; 
Pérez 2005, 68).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규모도 적지 않고 송금을 받는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빈곤의 해소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Adams and Page 2005; Massey et al. 1998, 258). 때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출신국가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도 한다

(Martin 2006, 75). 그런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노동이주에 대한 관심은 노동시장과 

노동에 대한 수요 등 광범위한 거시 경제적 관점에 쏠리고 있다(Trager 2005, 
13).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가 경제적 문제나 정책 등 거시적 측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Lee and Yi 
2007, 157).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노동이주에서 모든 

것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비경제적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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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즉, 노동이주의 역사, 과정, 이주자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임금 수준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보다 높은 국가를 택해서 노동이주를 결정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일을 하러 갈 것인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처럼 이동해야 할 거리가 매우 멀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고 위험부담이 크다면 단순한 경제적 

임금의 차이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경우에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다 한국이 임금수준이 다소 높고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

로 많다고 해도 이동해야 할 거리가 너무 멀고 문화적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이주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중남미 인들의 이주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는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요소가 된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에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수용과정에 이들의 종족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노동이주를 시작하고 난 후에도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사회의 사회문화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가치관, 이념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의 합법적인 

지위를 갖추지 못해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문화적 특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는 이주 자체의 유형뿐 아니라 사회문화 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사회에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Brettell 2000, 99),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사회문화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노동이주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이주에 접근하는 관점이 경제결정론에 빠져서 지나치게 

경제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정치적ᆞ사회문화적 요소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ato 2004, 32). 특히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압력이 비경제적 변수들보다 반드시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Tsuda 1999, 23).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117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이주역사와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형태 등을 이해하는 

데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1년 8월에서 11월까지 실시되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해서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천주교회에서 

21명과 개신교회에서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이주의 역사, 원인, 과정, 이주 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일부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37명중에 18명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

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과 경기지역에 살고 있다. 연령층은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0대가 1명, 20대가 8명, 30대가 

16명, 40대가 9명, 50대가 2명, 60대가 1명으로 나뉘어 있다. 성별은 남자 

18명, 여자 19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직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3명, 
상업 7명, 가정부 4명, 건축 노동자 2명 등이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월 급여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

지라고 응답했는데, 평균적으로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버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계 중남미 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일본인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다른 중남미 인들도 일본에 와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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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일을 하던 일부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사회에도 

본격적으로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의 실상과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과정과 현황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닛케이진의 일본으로의 이주 

일본 정부는 북미나 유럽 국가와는 달리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렸다. 특히 단순 육체노동자의 입국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에 들어

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게 되었고,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이주노동자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민법을 개정하여 1989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1990년 6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일본정

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Mori 2002, 237; Ohmi 2005, 107; Sato 2004, 24). 
결국 1990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일본인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닛케이진(日系人)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피부색과 문화, 언어가 전혀 다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보다 외모가 일본인과 유사하고 문화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간주되는 닛케이진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Kajita 1995, 
11). 중남미에서 온 닛케이진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렇지만 2세와 3세의 경우에도 별다른 

차별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비자도 상대적으로 쉽게 계속해서 갱신되었다(Kajita 
1995, 12; Kondo 2000, 6; Ogawa 2005, 9). 심지어 일본계 혈통을 갖지 않아도 

일본계 혈통을 가진 닛케이진과 결혼하면 일을 할 자격이 생긴다(Oda 2010, 
518).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잘 아는 1세에 비해 대부분의 2세와 3세들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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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문화도 거의 알지 못했다.
중남미의 닛케이진이 일본에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된 것은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중남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페루의 경우에

는 1988년에 인플레이션이 1,722.3%였고, 1989년에는 2,775.3%, 1990년에는 

7,649.7%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빠졌었다(Aquino Rodríguez 1999, 
4). 이런 실정은 브라질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닛케이진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남미에서 일본으로 일을 하러 온 최초의 닛케이진은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왔다 (Mori 2002, 242). 1980년대 후반에는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1990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에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

다. 일본의 등록 외국인 수가 1988년에는 브라질인 4,159명, 페루인 864명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각각 14,528명과 4,121명, 1990년에 각각 56,429명
과 10,279명이었다(Aquino Rodríguez 1999, 6; Vela Borda 2006, 136). 그 후에도 

전체 닛케이진의 수는1995년에는 193,748명, 2000년에는 233,198명, 그리고 

2003년에는 237,808명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이 되면 대부분의 일본의 산업

단지에서 닛케이진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불법체류 노동자의 수가 

1990년에는 106,497명, 그리고 2003년에는 220,552명인 것을 고려하면 닛케이

진의 수가 전체 불법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Kuwahara 
2005, 33). 닛케이진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자로 일본에서 일을 하였다(Ohmi 
2005, 108). 

닛케이진의 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는 

증가의 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것은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못한 닛케이진의 

일부가 영구거주자로 지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1998년에 단지 5,853명에 

그쳤던 영구거주자의 수는 2003년이 되면 58,984명으로 크게 늘었다(Ogawa 
2005, 9; Tanno 2010, 121). 초기에는 닛케이진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전형을 

따라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여 돈을 모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고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점점 일본에 정착하려는 

닛케이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Watanabe 2005, 93).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일을 하러 오는 닛케이진의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Nishida 200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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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로 향한 일본인의 이주와 닛케이진 

일본인의 중남미 이주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메이지 정부

(1868-1911)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줄이며 가난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송금을 통해 해외자본을 받아들

이기 위해 이주정책을 실시했다(Takenaka 2004, 78; 2009, 1329). 이주 초기에 

일본인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고초를 많이 겪었다. 브라질

의 사례를 보면, 20세기 초에 브라질의 화폐가치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 브라질에서 노동이주를 하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돈을 송금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192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닥쳐 플랜테이션의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플랜테이션을 떠나서 자신들

의 소규모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했다(Adachi 2004, 57). 페루에서도 사정은 

유사해서, 플랜테이션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으

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재이주했다(Takenaka 2004, 
84). 이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동질적인 사회를 구성하며 생활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닛케이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자 대부분의 브라질의 닛케이진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는 것을 포기하고 브라질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브라질에 남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일본인이 아닌 브라질 사람들과의 결혼도 시작되었다

(Nishida 2009, 432). 이렇게 일본어 대신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현상은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Amemiya 2002, 99; Kasamatsu 
2002, 139). 이와 더불어 일본국적을 포기하고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일본정부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거의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닛케이진들과 일본사회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닛케이진들은 상징적으로

만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었다(White 2003, 316). 1998년 현재 닛케이진은 

브라질에 약 130만 명, 페루에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에 일본국적 

소지자는 브라질에 83,803명, 페루에 2,620명이 있다(White 2003, 314).
이런 노력과 더불어 농업을 포함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본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자 중남미 사회에서 일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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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판은 크게 호전 되었다(Roth 2006, 613). 1970년대가 되면 브라질의 

닛케이진들은 농촌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을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도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 
현재 약 70%의 닛케이진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그 중에서 43.3%가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근무하며, 20.9%는 자영업에 종사한다. 또한 정치적인 활동도 왕성하

여 정치적인 지위를 담당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Adachi 2004, 63-64; 
Masterson 2004, 253).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Nishida 2009, 
428). 이렇게 닛케이진들이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3D 업종에 속하는 가장 힘든 일을 해도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의 5-10배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Adachi 2004, 65). 이들이 처음에 일본으로 갈 때에는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고향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점에서 기대도 컸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일본인으로 대접받는 대신에 ‘가이진’(外
人)이라 불리며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일본으로 노동이주가 시작되면서 일부의 

닛케이진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Tsuda 1999, 14). 이러한 일본으로의 노동이주

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일본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을 돌아보고 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이주노

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일본에서 돈을 번 다음에 귀국하여 좋은 집이나 

차를 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조금씩 

바뀌었다(Tsuda 1999, 15).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으면서 돈도 

거의 모으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Tsuda 1999, 16). 한편 일본에서 일을 하여 일정한 돈을 번 다음 중남미로 

돌아온 일부의 사람들은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다시 일본으

로 돌아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Adachi 2004, 68; Tezuka 2005, 51). 

닛케이진의 증가와 중남미 이주노동자

닛케이진들이 일본에 가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을 관찰한 많은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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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페루인들은 자신들도 일본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게 되었다(Adachi 
2004, 71; Kajita 1995, 12). 특히 중남미의 경제적 상황이 20세기 말에 악화되면

서 이런 유혹이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닛케이진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본사

회와 일본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널리 퍼지게 되어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중남미 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비록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본에서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중남미 사람들의 

수는 닛케이진의 증가에 비례해서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얻는 닛케이진에 대한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피부색이나 외형이 중남미인과 거의 같은 닛케이진 혼혈인의 경우에도 별 

문제 없이 비자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대를 거치는 동안 그 중에 한 

명 이상만 일본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닛케이진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Pena and Ishii 2008, 1165; White 2003, 
318). 또 닛케이진의 배우자나 자녀도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무제한으로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Sharpe 2010, 358). 이런 점을 활용하여 

많은 중남미 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작성하여 닛케이진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본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Kuwahara 2005, 36). 일부의 중남미 인들이 

일본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연결망을 통해서 

더욱 많은 중남미 인들을 불러오게 된다. 
처음에 닛케이진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들이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해

서 일본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고용주의 관점에서는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노동자들을 고용한다고 해도 문화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닛케이진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낮은 급료에도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나빠지고 실업률도 2010년 현재 4.9%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Yamada 2010, 5)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이런 점에서 중남미노동자들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닛케이진이 아닌 순수한 중남미인으로 일본에 와서 노동이주를 하는 사람들

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합법적인 허가와 

절차를 쉽게 받아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며 각종 권리를 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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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진과는 달리 중남미인들은 거의 불법으로 와서 매우 불안한 신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노동자가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는 용이하지 않다. 참고로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2002년에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전체 브라질인 중에 85.9%를 닛케이진이 차지하고 있다(Sato 2004, 22). 
그렇다고 하면 약 10%이상의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닛케이진을 포함하여 일본에 머무는 중남미인들이 

약 4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순수한 중남미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와 일본의 사회문화 구조

일본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닛케이진을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중남미 전체에 거주하는 닛케이진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인근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남미의 닛케이진들이 다른 이주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영구히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결국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인종적으로 일본인의 혈통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Tsuda 1999, 11-12). 그러나 대부분의 닛케이진들이 

실제로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일본문화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일본에서 

노동이주를 하는 대다수의 젊은 닛케이진들이 2세와 3세로서 일본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브라질이나 다른 중남미 문화에 익숙한 세대여서 문제가 

커졌다(Tsuda 2003, 293). 더욱이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일본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닛케이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흔했다(Ninomiya 2002, 253). 그래서 닛케이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일본사회에 미처 예기하지 않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닛케이진들은 값싼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이고 오래 

전에 잊혀진 이주자들의 후손인 셈이다. 그러나 닛케이진들은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닛케이진중에 중남

미 국가에서 공장에서 단순 육체노동을 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Higa 2002, 267). 이런 인식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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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닛케이진 이주노동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단절이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생김새는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르고 

심지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거나 서툰 일본어를 사용하는 닛케이진을 만나면

서 매우 놀라고 당황해 하며 심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Tsuda 2003, 297). 
문화적, 종족적으로 상이한 외국인들과 달리 상당수의 닛케이진들은 일본인처

럼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적 기준을 따르기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닛케이진

들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Tsuda 
2000, 59; White 2003, 319).

이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닛케이진들은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일본인과

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기 

보다는 중남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도 한다(Tsuda 2000, 
56).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중남미 국가에 살 때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던 문화적 행위도 일본에서는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Tsuda 2000, 61-67).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문화적으로 일본

의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지고 사회문제가 커진다고 보는 데 비해 닛케이진들은 일본사회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위생과 치안 문제가 대단히 양호하다는 데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약 40%의 닛케이진들이 일본의 치안이 좋아서 

계속해서 일본에 남아있고 싶다고 응답했다(Pena and Ishii 2008, 1169).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오래 일할수록 닛케이진들의 일본어도 능숙해지고, 이에 

따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간다(Pena and Ishii 2008, 1167).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다른 북미나 유럽의 국가에 비하면 이주노동

자들이 비교적 늦게 들어왔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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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지리적 이점과 종족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소유하는 동포였다(Yi et al. 2009, 47). 1980년대부터 저임금노동력

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다.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증면제 협정체결, 무사증 입국의 허용, 입국

심사 간편화 등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기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당시에는 조선족과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동남아 및 남아시아인들이 대거 입국하

였다(Lee and Yi 2007, 149). 
한편으로 외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동포들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과 러시아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선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또한 단순 육체노동이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문화적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나 한국문화에도 비교적 익숙한 

편이어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임금이나 작업환경, 고용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이주노동자와 

유사하고,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화적

인 영역에서 대립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입국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외국인력 체류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85,506명의 외국인들이 한국

에 들어와서 일을 하였는데, 2004년에는 423,858명, 2007년에는 424,50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더불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류자의 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 이주노동자는 1991년 41,877명, 
1999년 135,338명, 2002년 188,995명, 2004년 180,948명, 2007년 184,632명으로 

나타난다(Kim N. 2008, 70; Lee and Yi 2007, 150). 2000년대 초반까지 합법 

체류자보다 불법 체류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03년 8월에 고용허가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한시적으로 급감하였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하여 2005년 말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Lee and Yi 2007, 151).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노



126❙ AJLAS Vol. 25 No. 1

동자의 수가 일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동남아나 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이주노동자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역사적 변화와 이주과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은 거의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의 국적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교통편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로서 개인적

으로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중남미 지역의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르고, 한국과의 교류도 

빈번하지 않아서 정보도 획득하기 어려우며, 교통도 매우 불편하여 비용도 

많이 드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에서

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일본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닛케이진들을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였고, 이와 함께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인들도 서서히 

일본으로의 노동이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중남미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정보가 많이 퍼지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웃 나라인 한국의 노동이주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일을 하던 

중남미인 중의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이주를 하였고, 이들이 형성한 

연결망을 통해서 더 많은 중남미인들이 연쇄적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일본을 통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존재하는

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이들은 거의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계속 체류하여 이주노동자

가 된 사례이다.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37명의 입국연도를 보면 1980년대에 1명, 1990년

대에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입국하였다. 특히 2007년에 6명, 
2008년에 5명, 2009년에 5명, 2010년에 7명, 2011년에 1명 등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 물론 1990년대나 2000년대 초기에 왔던 노동자

들의 상당수는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의 이주노동자는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중남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던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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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닛케이진과 다른 중남미인들이 와서 일을 하던 시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다. 구체적인 이주경로를 보면, 조사대상 37명 중에 4명이 다른 지역에서 

노동이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왔다. 그 중에 2명이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이들은 

1995년과 1996년 등 모두 199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 두 

명은 중남미에서 일본으로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높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도 비슷한 일자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공장에서 3년간 일한 후에 1996년에 한국으로 

오게 된 에우헤니아(Eugenia, 49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본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 일본사회에 대해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닛케이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중매체나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계속 나와서 

상당히 불편했다. 그리고 일터나 길거리에서도 마치 중남미인들 때문에 닛케이

진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상실하고 중남미인들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 닛케이진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또 닛케이진과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다가 한국에 대해 

정보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홍콩과 볼리비아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200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왔다. 페루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그라시엘라(Graciela, 46세)는 

자신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페루에서 양계장을 10년 

정도 운영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 닭이 병이 들어 죽어서 손해가 많이 

나서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페루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새롭게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엄두도 나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99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던 페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이 매우 안전해서 살기 좋고 조용하며 일자리

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02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중남미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일부 사람들이 여행사 등을 통해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나라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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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가는 페루가 2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과테말라 3명, 볼리비아 2명, 에콰도르 2명, 그리고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각각 1명씩이다. 특히 개신교회에 다니는 16명 중에 14명이 

페루인이다. 이것은 주로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선교를 하는 개신교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루인들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는 페루에서 비교적 관광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오기가 쉽고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큰 위험 부담 없이 여행 경비 

정도만 마련하면 한국에 와서 친구나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는 실정이다. 결국 혼자서 자신만의 결정으로 한국에 오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의 권유나 소개로 이주를 결정한다.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하려면 합법적 

취업송출기관 혹은 불법 ‘브로커’라 불리는 다양한 해외 취업 알선자를 이용하

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찾으러 관광안내소에 가거나 한국에 와 있는 친구나 

친인척과 연락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경우도 많으며(Kim S. 
2008, 157; O and Yu 2009, 62), 중남미 이주노동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개별적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주가 보편적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주노동자에 비해 한국에 이주한 이후에도 

제한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현실적으

로 곤란하다.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기에 연결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에서 일을 하는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오기도 어렵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한 뒤에 다양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일단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의 수가 적어서 도움을 받기도 용이하지 않다. 그나마 

페루인들은 중남미 이주노동자 중에서 수가 많아서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의 수가 적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많이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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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Jang et al. 2008, 6) 하는데 이런 

면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불리하다. 또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교류는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서(Kim S. 2008, 178)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이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NGO 등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있는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는 조직은 있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다만 일부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적 모임만 

지원하는 정도이다. 종교단체에서도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움이 없이 종교활동만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위한 예배를 

보는 교회 안에서도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소수의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와

는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이 상이해서 접촉하기 어려워 자신들끼리만 모인다. 
중남미 출신의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언어 문제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국어를 접해본 일이 없고 또 한국에 와서도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을 물어본 결과는, 매우 높다 

1명, 높다 3명, 보통 11명, 낮다 16명, 매우 낮다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어 실력이 보통이거나 약간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매우 낮고 다른 중국이나 동남아 노동자들보다도 현격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간단한 한국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응답자들도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보다 훨씬 

뒤진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언어 문제로 

고통 받는다고 하였다. 언어 문제에 가로 막혀서 중남미 이주노동자에게는 

한국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으로 언어로 인한 문제나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서도 그나마 한국어로 써있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대충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갑자기 말로 지시하는 것은 알아듣기 어려워서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회사에서 무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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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페루에서 온 움베르토(Umberto, 37세)의 

사례는 이들의 고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회사에서 상사들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다른 노동자들은 다 잘 알아 듣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화를 낸다. 심지어 일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몰라도 아는 척 하고 그냥 넘어 

간 다음에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서 일을 잘 못했다고 둘러대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니까 나도 힘들어서 고충이 많다”. 물론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는 고사하고 작업 

현장에서 간단한 업무 지시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Kim S. 2008, 168)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훨씬 심각하다.
작업장 내에서도 중국, 동남아 등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같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소수라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노동자 

사이의 일의 분담, 작업 조건, 고용주와의 관계, 급료, 작업시간, 작업환경, 
복지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끔 집단적으로 대처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하는데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지금은 건축노동일을 하는 아르만도(Armando, 
36세)의 사례는 작업장 내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출근해보니 나의 업무가 바뀌어 있었다. 확인해보니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재조정해서 생산성을 높이라는 요구를 하자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상의를 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는 

힘든 일을 나에게 배정해 놓았다. 너무 화가 났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타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교류가 

거의 없다. 타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많은 업체 내에서도 소외되고, 안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작업시간에 해야 하는 일을 중남미 이주노동자에게 

떠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언어 문제로 인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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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거리를 찾다가 조금 지나면 거리에서 액세서리 판매 등 자영업에 

많이 종사한다. 이 경우에는 노점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게 한쪽에서 

물건을 판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 한국어가 서툴러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적다. 오히려 한국어로 한두 마디만 하면 지나가

던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한다고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물건을 사주기도 한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한국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중남미 이주노동자

를 보면 그냥 잠깐 관광을 왔다가 가지고 온 물건을 팔아서 여행비용을 충당하려

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불법 이주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도 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거리에서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베로니카(Veronica, 44세)의 사례는 언어 문제로 인한 직업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 준다. “공장에 다닐 때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을 선택했다. 
장사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는데 2-3년 전 까지만 해도 가격이 싸서 제법 

많이 팔렸다. 페루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탁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비행기로 보낸 물건을 받아서 판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접한 페루인들이 

너도나도 액세서리 판매에 많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서 

점차로 판매액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액세서리를 파는 상인들까지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 잘 팔릴 

때에는 한 달에 100-130만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0-80만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 중에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 지역의 액세서리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아서 파는 사람이 생겨서 시간이 흐를수록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밖에 한국에서 미군 등 외국인을 상대로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서 식당을 열게 되었다. 언어문제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는 곤란하였다.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로 동두천에

서 브라질 등 중남미 음식점을 열었다.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하면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줄었다. 미군 중에 라티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에 스페인어

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은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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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어를 잘 하면 한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한국 손님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

다”(Teresa, 49세). 실제로 이 식당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는 미군들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는데 언어 문제로 소통이 곤란해지자, 
옆 자리의 라티노 미군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듯 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

에서 생활하거나 적응하는 데에 많은 문제에 부딪친다.

한국의 사회문화 구조와 오늘날의 중남미 이주노동자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어렵다. 또한 한국에 도착해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사회체계와 문화적 요소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접하게 된다. 물론 어떤 요소들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것을 종합하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은 치안, 질서, 청결함, 조용함, 독특한 문화, 생활양식, 음식, 
편리한 교통시설 등이다. 특히 이들은 중남미 사회에 비해 한국사회가 매우 

안전하여 거리를 늦게 돌아다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중남미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사회질서의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페루에서 

온 로베르토는(Roberto, 33세)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리마에서 

생활할 때에는 어디를 가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해야 했다.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몰라서 날이 어두우면 거의 외출하지 않고 돈이나 귀중품을 

항상 신경 써야 한다.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페루와 유사한 줄 알고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페루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

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금은 나도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여도 마음이 편해서 좋다. 다시 

페루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치안 불안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 한국에서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133

는 어디든 시끄럽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축제를 자주 하는 

등 소란스런 일이나 행사를 많이 해서 종종 참기 힘든데, 이런 경우에 불평을 

해도 상대방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앞에서 열거한 여러 면에서 한국사회에 만족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국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노래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DVD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주면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동안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즉 천주교회에

서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동안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신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읽는 등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보다 적극적으

로 선교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개신교에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고 변화하는 것은 현재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할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한국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면 선교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종교적인 측면에

서 한국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의 사회문화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경쟁적 사회구조, 언어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추운 겨울의 날씨, 독특한 관습 등이 이들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식이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라서 매우 

애를 먹는다고 한다. 또 겨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워서 많은 옷을 입으려면 

무거워서 생활이 불편하고 또 옷도 많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는 방식이 자신들과는 달라서 

거절을 하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고 

한다. 때로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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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권하는 일이 많아서 어렵기도 하다.  
대체로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일본에서처럼 대대적인 사회적 관심이나 차별이 

존재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 큰 불만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중남미사회에 비해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아서 한국에 

남아있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한국과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시기나 방법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1980년 이전까지 이주노동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다가 1980년대

에 조금씩 합법적인 절차를 얻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즉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입국허가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자들의 입국

은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Lee and Park 2005, 
147). 또 1990년대 이후에 다양한 경로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비자를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되는 사례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2003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Lee and 
Park 2005, 144), 일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동안의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남미에서 

온 이주노동자만을 고려하면 양 국가 사이에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먼저 이주역사와 과정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혈통과 종족성을 고려하여 닛케이진을 활용하려고 시도했

다.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닛케이진을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간주했다.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임금수준도 높은 닛케이진보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

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몰려올 경우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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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적 마찰을 우려했다. 즉 경제적 과제의 하나인 노동이주에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닛케이진과 더불어 

다른 중남미인들도 함께 이주노동자 대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

켰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교민의 수가 많지 않고 또한 중남미 국가로의 

실질적인 이주가 1960년대 후반에 이루어져서 교민사회의 성격이 일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교민들의 성격을 보면 1세대나 2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동질성이 강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Joo 2006, 205-214; 2010, 336-351). 심지어 교민들이 

이주 당시의 생활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라진 

오래된 풍습도 중남미의 교민사회에서 발견되어 오히려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교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

지 않고 한국 국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일부의 

젊은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혈통과 종족성을 이어 받고 한국어와 한국문

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민들이 중남미 이주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일부가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는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에 직접 들어온 중남미인들

이 많아졌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가 결합되어 노동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닛케이진들이 이주노동자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인들도 더불어 노동이주를 하게 되었다. 중남미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닛케이진의 뒤를 따라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일본에 온 다음에도 닛케이진들이 

많은 곳에 함께 거주하는 등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켰다. 
즉 실질적으로 중남미인들의 이주역사와 과정, 그리고 이들의 일본사회에의 

적응에 닛케이진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브라질 교민사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에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역이주를 

하는 교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도 브라질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화적 충격은 없다(Joo 
2007, 172-180). 실제로 한국으로 역이주한 브라질 교민들의 경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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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이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한국에서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역이주한 일부 중남미의 한국인들도 

그 동안 한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력이나 경험을 거의 

인정받으면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단순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

는 닛케이진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런 문제는 브라질 이외의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까닭으로 한국에 역이주한 중남미 교민들

은 한국에 불법 혹은 합법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이들과 

교류도 전혀 없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에서 극히 소수의 중남미 지역에서 

역이주한 한국인들이 스페인어로 예배를 보는 교회 활동에 중남미 이주노동자

와 함께 참여한다. 그러나 이런 교류는 종교적 의례에 국한되고, 실질적인 

교류나 경제활동은 함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은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면

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도 

많아졌다. 이것은 닛케이진이 일본인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일본어와 일본문화

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비난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닛케이진들이 자신들

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대항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중남미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남미 문화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닛케이진으로 인한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때로는 과장된 인식 

등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이주노동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닛케이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에 빠져서 일본사회에 동화되기를 

꺼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가 많은 닛케이진과 중남미 이주노

동자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이외에 문화, 교육, 공동체, 
결혼과 가족 등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개방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전적인 이주노동자 사회라는 인식이 

사회 내부에서 퍼지고, 사는 곳도 지역적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이들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본사회

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겪으면서 일본사회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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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Sato 2004, 32).
거기에 비해 한국에서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지역적

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이들 또한 

대부분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자제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주목을 받기 곤란하다. 오히려 동남아나 남아시

아 혹은 중국 등의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덜 노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 중남미 이주노동자 사회가 극단적

으로 폐쇄적이고 분산된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물론 그렇다고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외모나 피부색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극심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결 론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에 비해 

독특한 이주역사와 과정, 적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에 먼저 이주했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중남미의 각 국가에서 

한국까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매우 멀고 한국과 중남미 사회 사이에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달라서 쉽게 이주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일본에 닛케이진

이 노동이주를 시작하게 된 것을 계기로 닛케이진이 아닌 중남미 이주노동자들

이 일본으로 오게 되고 이어서 일부의 중남미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도 함께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대심과 더불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어서 현재까

지 일정한 수준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중남미 국가와 한국은 거리가 멀고 교통을 이용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찾기는 어렵다.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은 닛케이진의 존재로 여러 가지 혜택도 볼 



138❙ AJLAS Vol. 25 No. 1

수 있었고, 때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대신해주는 방패막이 역할도 

수행했다. 그래서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보다는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이었

다. 물론 닛케이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극심해지자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도 덩달아 이런 사회적 흐름에 빠져들게 되어 여러 형태의 불이익

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닛케이진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중남미 이주노동자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미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단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사회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되지 못했다. 그것은 일본과는 달리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일본의 닛케이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남미의 한국인 교민사

회가 일본과는 사정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중남미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한다. 즉 가능하면 사회적 

노출을 삼가고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활에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회문화 구조에 포함되고 중남미 사회와는 다른 문화요소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의 사회문화구조가 모두 이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이들 또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 어떤 문제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 
노동이주의 원인, 과정, 배경, 형태, 내용, 영향, 결과 등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경제적 예측이나 평가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것은 노동이주가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와 이주자를 받는 사회의 경제적 

격차에서 발생하지만, 실제로 이주자가 노동이주를 결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단순한 경제적 동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즉 기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항상 주어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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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문화적으로 선호하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때로는 문화적인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닛케이진의 등장은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입장

에서 사회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수용하는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과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방식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오는 과정과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수가 일본보다 현저히 적고, 또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사회와 중남미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즉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문화 

관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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