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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

한동호ㆍ최무현ㆍ김태훈

Ⅰ. 서론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등장한 근대주권국가체제하의 국민국가(nation-state)는 국가의 3

요소로서 영토,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단일국적을 가지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근대국가체제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복수국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 역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과 세계화에 대한 적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 과거 이중국적이라는 용어 로 지칭될 때의 부정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삼중국적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허용된 복수국적제도는 한국의 

국적제도의 전환점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국적 허용 

후, 복수국적제도의 확대를 원하는 재미동포단체의 로비와 헌법소원제기 

등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복수국적제도 확대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의 연령상한을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을 제시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안을 보면 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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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안(2012.  9.  26.)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

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안(2014. 10.  10.)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했다. 위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적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재미교포단체는 계속적으로 복수국적제도의 확대를 위한 

국적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된 법무부의 용역과제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 가능성 연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따른 영향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중요부분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Ⅱ.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고찰

1. 복수국적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뚜렷한 정책과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처한 형편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정책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별 분류

(1)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유형

어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이중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방치한다.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 

과거에 공직을 수행한 경우가 아니면 이중시민권을 갖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권법은 귀화하여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던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전 시민권의 박탈이나 강제적 포기로 시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복수국적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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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국적을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유형

나이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경우 이중시민권을 허용하지만 성인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가 하면, 국가들 간의 조약을 맺어 그 

나라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서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칠레, 온두라스, 파나마 등을 비롯한 몇 개의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의 몇 나라 등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구체적 국가별 사례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 복수국적에 배타적인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한국입법학회, 2011; 김정규, 2012; 이철우, 2008).

(1)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대표적인 이민유출국으로서 자국의 시민이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와 타국의 시민이 이탈리아로 이민을 오는 

이민유입자에 대한 시민권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탈리아는 1992년 시민권 법을 개정하여 타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이중시민권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이탈리아계 이민자가 전 세계에 

걸쳐 50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고 이들을 자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인적인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주권의 탈영토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실망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복수국적자로 이탈리아로 이주해서 살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탈리아는 그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호주에 사는 이탈리아계 80퍼센트가 이탈리아 본국의 선거에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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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 털어 약 40 퍼센트 이탈리아계 복수국적자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민유출자를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2001년에는 이중시민권자들의 투표법이 더 확장되어 하원 12석과 

상원 6석이 타국의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나 타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계는 이중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로 이주해 

온 이민자에게는 귀화의 요건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이민유입자는 

배척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은 인구전체의 12 퍼센트가 스웨덴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외부에서의 유입이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민유입자들을 자국의 경제, 정치, 사회체제 안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국적의 결정기준은 자동방식과 신고방식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은 2001

년에 복수국적을 허용하였지만 실제로 1976년까지 외국인들에게 

지방투표권을 허용하였고, 이민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따라서 이민유입자에게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물론 그 

자에게도 부모와 관계없이 스웨덴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적 유지의 범위도 넓다. 

(3) 스위스

스위스는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스위스 

시민권을 EU 회원국 시민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위스는 

1992년 이중시민권을 허용했다. 1992년 스위스 국적법 제17조의 

적용중단 조치 이래로 스위스 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신청한다고 

해도 스위스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스위스 국적을 신청하는 사람도 

반드시 종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가 복수국적에 관대하게 된 배경은 EU 시민권이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스위스 국적의 인기가 떨어지고 귀화하는 인원도 줄어들기 

시작하자 새로운 시민들의 확보를 위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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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속인주의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민정책에서 차별배제정책을 실시해온 

대표적 국가에 해당한다. 

1999년 독일 내 터키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수인종과 민족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수국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복수국적이 실업과 이민을 늘리고 도시 게토와 폭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독사회당과 여론의 반대에 의해 시민권 개혁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귀화 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① 외국인이 기존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거나 오직 특별하게 곤란한 조건을 감수해야만 포기할 수 있을 

경우 등에 복수국적 허용. ② 속지주의 허용에 따른 예외의 제한 : 제한적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자가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중국적은 

23세까지만 허용. ③ 외국 국적 취득 시 독일국적의 계속보유를 승인할 

수 있다.

(5) 덴마크

덴마크는 독일보다 더 민족 공동체에 대한 고수의지가 강하므로 덴마크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덴마크에 대한 국가적 유대가 확고해야 하고 

덴마크 이외의 나라에 동시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민족적 유대가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6) 미국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의 지배권을 받고 있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출생지주의와 미국 이외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 중 적어도 일방이 미국시민이고, 그 자의 출생이전에 미국 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혈통주의를 병용한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복수국적이 용인되며 여기에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2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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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이 당연히 부여된다. 18세 이후 

스스로 진술이나 행위 등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기 까지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7) 캐나다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혈통주의를 가미하는 국적제도를 운영한다. 

즉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에 캐나다 시민권을 

혈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다만 2009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혈통주의가 제한되고 있다. 1977년 2월 15일 이후 복수시민권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1946년 입법 아래서 존재했던 캐나다 시민권 상실조항을 

폐기하여 현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8) 브라질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혈통주의를 혼용한다. 브라질연방헌법 제

12조에 따라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1988년 연방헌법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4년 연방헌법 개정이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브라질 국민은 브라질 여권을 소유한 채로 

입국ㆍ출국을 해야 한다. 1994년 6월 9일 이후,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브라질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브라질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9) 인도

인도는 2,000만명 정도의 인도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며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민유출국가에 해당한다. 인도는 2,000년에 

와서 이중국적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해외 인도인 공동체의 로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② 국가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도인들과 더 가까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해외 

거주 인도인들이 보내는 송금의 확보와 인도로의 재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해외 인도인의 연결망을 통해 인도의 경제적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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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도인 복수국적자는 인도의 출입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경제활동도 더 활발해 졌다. 그러나 복수국적자는 인도 내의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복수국적의 부여가 정치적인 공동체의 

확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10) 필리핀

필리핀은 2003년에 이중시민권을 허용하고 해외거주자에게 투표권까지 

부여했다. 인도처럼 해외 거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은 대부분의 해외이주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므로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3) 이민유출자와 이민유입자로 나눈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정책

개별 국가들의 복수국적 허용정책에 대한 태도를 이민유출자와 

이민유입자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이민유출자와 이민유입자에 대한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정책

복수국적 
허용 여부

이민유출자 이민유입자

복수국적
허용

1 .  외 환 송 금 ,  재 투 자  등 
경제적 이익추구
2. 인적 연결망 및 해외자원을 
이용한 국가 외연확대를 통한 
주원의 탈영토화
3. 혈통주의 강조를 통한 민족 
공동체 확립

1. 이민자통합과 참정권허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긴장완화
2. 시민확보와 의무부과에 따른 
국가역량강화
3. 우수인재영입과 부족한 노동력 
안정적 확보

복수국적
불허

1. 이중정체성에 의한 신뢰 
상실과 충성심에 대한 의심
2.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
3. 거주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참여의 부재와 소속감 
결여

1. 실업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자원 방출
2. 이민자들의 각종 사회문제 유발
3. 지역공동체 훼손과 이민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신뢰 부재
4. 혈연기반의 민족정체성 약화로 
인한 국가적 결속 저해

출처: 김정규(2011: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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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복수국적

1) 국적법의 발전과정

헌법상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개인은 국적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 국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1) 

대한민국은 1948년 혈통을 근거로 하는 국적제도가 마련되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을 제정하였고,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국적,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62년, 1963년, 1976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1997년까지 이 기본골격은 유지되어 왔다. 2010년 이중국적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2) 복수국적

(1) 의의

복수국적(multiple nationality)이란 개인이 동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취득시기에 따라 복수국적은 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나뉘어진다. 복수국적의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이 동시에 2개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를 

이중국적(dual nationality)라고도 부른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며, 후천적 복수국적은 귀화 

등에 발생되는데 복수국적의 구체적인 발생유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0), 11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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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중국적 발생가능 유형2)

구 분 이중국적 발생 유형  국적법 규정

선천적
-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자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요구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 국적이탈 제한 (법12조)

후천적

-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1년내 원국적 포기 요구 (법10조)
 → 불이행시 국적상실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예외 존재 
▪1년내 원국적 포기 요구 (법10조)
 → 불이행시 국적상실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예외 존재 

- 국적 회복한 외국국적 
동포

- 미성년자 등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민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즉시 우리 
국적 상실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없음

▪혼인, 입양, 인지, 미성년자 동반 
국적취득 등 외국국적 비자진 취득 
후 우리 국적 보유신고 시 일정기간 
우리 국적상실 유보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동일기간 내 국적선택 
필요) 

① 선천적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은 개인이 출생과 동시에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로서 국가들마다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 및 법규가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1930년 『국적법의 충돌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제1장 제1조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t is for each State to determine under its own 

law who are its nationals(개별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누가 

자국의 국민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마다 자국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국적부여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국가의 국민이 동시에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법무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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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경우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이다. 한국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후,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의 양쪽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

② 후천적 복수국적

후천적 복수국적은 개인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보유한 후에, 귀화, 

국적회복 및 혼인, 인지, 수반취득 등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후천적 

사유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복수로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천적 복수국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한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특별귀화), 특별한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인재(특별귀화), 대한민국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혼인파탄자는 

제외되며 간이귀화 대상자가 됨)가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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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국적법 제10조 제2

항 제4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장기간 외국 거주 후 

해당국가의 연금 수급권 등이 있음에도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연금의 포기나 중단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다만, 비록 만65세 이전에 일찌감치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라 할지라도 완전 출국하였다가 만65세 이후 입국해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조항의 

규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다) 비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외국인에게 입양, 외국인 부모의 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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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규정

국적법 제10조는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

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

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위의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가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후천적 

복수국적 회복자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장기간 외국거주 후 

해당국가의 연금 수급권 등이 있음에도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연금의 포기나 중단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다만 비록 만 65세 이전에 일찌감치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 외국동포라 할지라도 완전출국하였다가 만 65세 이후 입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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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2010년 5월 4일에 시행된 제10차 개정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근거를 두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일정한 취업분야에서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①  외국인의 임용제한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1항). 여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

을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②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국기기관의 장은 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②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③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 여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을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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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②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③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④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⑤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⑥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⑦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운영에 관한 

분야, ⑧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이다.  

Ⅲ. 복수국적제도 확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1. 재미교포단체의 복수국적에 대한 논리

복수국적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재미교포단체는 1994년에 4차에 

걸쳐 미국 내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 UN 산하기관 대표부에 

설문자료 발송을 통해 191개국에 국적, 부동산, 비자, 참정권, 연금수령 

문제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수집된 62

개국을 대상으로 복수국적허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1차, 3차, 4차는 

한미교육연구원 명으로, 2차는 한국인권문제연구소 명으로 발송)(차종환 

외, 2010: 156-158). 

위의 재미교포단체가 조사한 복수국적제도 현황은 너무 오래된 

자료이므로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수국적제도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재미교포단체들이 주장해왔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각종 제도 

활용을 통한 압력이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교포단체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재외국민참정권과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주장해온 

재미교포단체에서 발간한 차종환 외(2010)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재미교포단체 역시 복수국적의 악용과 이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반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이에 



Homo Migrans Vol. 17(Nov. 2017)

126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재외동포의 기능과 역할

<표 3> 재미교포단체가 주장하는 재외동포의 기능과 역할

기능과 역할

조국의 외교관
조국 경제 발전의 지원자로 송금 및 

지참금으로 공헌

조국상품의 외판원 영토 확장을 위한 공헌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재자
개척자로서 안내자요 조국기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

조국상품의 구매자요 외화벌이의 역군 정신적인 이중국적 소유자

민족의 자산 독립유공자의 후예

민주화 운동의 역군 엘리트 집단

믿을만한 영원한 동지 애국자들

강한 교육열로 한국어를 세계화로 문화 동질성으로 다문화 속에서 공헌

무보수 문화 사절단이요 전수자들 과거의 거울이요 현재와 미래의 모습

홍보관 및 문정관 국제화의 교두보요 첨병

 2) 복수국적제도의 공헌도

<표 4> 재미교포단체가 주장하는 복수국적제도의 공헌도

정신적 공헌 경제적 공헌 정치 교육적 공헌

소외감을 충성심으로 경제적인 활동보장에 도움
참정권 행사에 

참여

애국심과 조국애 수렴
상품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
국력신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헌

정년 퇴직자에 의한 
경제발전 기여

이산가족 결합에 
공헌

귀소본능의 욕구충족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공헌
뿌리교육을 위한 

공헌

반미감정의 억제 국제화시대에 부응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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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국적의 문제점과 유감

(1) 복수국적의 악용 및 문제점

복수 국적의 소유로 국내 재산의 반출이나 해외 도피가 쉬워진 만큼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국적을 

인정해주되, ‘주민권’ 개념을 도입해 생활근거지가 외국일 때 일부 

권한이나, 의료보험 등에 제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병역복무 

연령이 지난 3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전면 용인하는 

대신 국내 거주자에게만 주민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복수국적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 

미국의 연금과 한국의 건강보험 등 복수국적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시민권자들이 

자녀와 삶의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수국적을 위해 

꼭 영주 귀국 조건을 달아야했는가 하는 점은 아쉽다.

미국 태생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 비현실적이다. 얼마나 많은 2세 남성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크게 다른 한국 군대를 가겠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2세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4) 귀화 시민이 되는 이유

재미교포단체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주국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이다. 귀화시민이 되어야 거주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의 시, 주 연방 상원, 하원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사법부, 

행정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이다. 미국의 경우 귀화하여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직장은 얻지 못한다. 영주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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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도록 조국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산가족 합류를 위해서이다. 미국의 이민법은 시민권을 가져야만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본의가 아닐지라도 귀화시민이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가족이 이산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1천만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듯 조국의 가족과 미국의 가족 사이에 이산을 단절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귀화를 해야 한다.

5) 복수국적 취득을 원하는 이유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2. 복수국적 확대에 관한 논의

1) 복수국적에 대한 찬성과 반성의 논리

복수국적제도에 찬성하는 논리는 아래와 같다. 복수국적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인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고, 외국국적 변경으로 인한 인구의 순유출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전문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복수국적 허용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수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복수국적에 반대하는 논리는 복수국적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한다. 복수국적은 필연적으로 성실(loyalty)의 충돌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국적을 취득할 때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충성의무

(allegiance)는 국가에 대한 배타적이고 불가분한 것이라는 개념과 

상반된다. 복수국적은 국가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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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인 국적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재미교포단체는 계속적으로 한국에서의 복수국적제도 확대를 위해 

국적법개정에 관한 로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적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3헌마805, 2014

헌마788(병합))에서 국적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합헌적 범위 내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3)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서 두고 있는 등의 이유로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부모 쌍방 

3)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

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
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
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
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
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
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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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적어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외국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와 같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이라면, 그의 생활영역에서 그가 외국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이다.4) 결국 국적선택에 있어서 선택기간의 문제도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임을 확인한 것이다. 

요하면, 국적선택에 대한 권리, - 한걸음 나아가 복수국적의 인정여부와 

범위의 문제 – 는 조건 없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취지를 

밝히는 입법자의 결단(법률)에 의해서 그 가능성, 절차와 시간적 제약 

등의 범위 등 한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자가 정하는 법률이 

그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설문조사의 개요

지금까지 복수국적 관련 연구들은 법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국적법 

분야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통계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경험적 

연구는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5) 특히 후천적 복수국적 확대에 

4) 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2013헌마805,2014헌마788(병합) 전원재판
부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등 [헌공제230호,1836]

5) 법무부(2009). 재외동포(F-4) 체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반국민을 대상
으로 복수국적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거의 유일
한 조사라 할 수 있다. 



131

복수국적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따른 영향에 대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경험적 설문조사가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천적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영향에 관한 경험적 설문조사는 전문가와 

미국 등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국가의 국내체류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이하 국내체류 재외동포라 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6)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이 

정책의 수혜집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적법 개정에서 정책과정에 중요한 참여자가 국적 및 이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국내체류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일종의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확대 찬성에 지나치게 경도될 염려가 있는 반면, 이들 전문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복수국적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수혜자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9

일까지 2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은 KSDC(http://www.ksdcdb.kr/answer.jsp?a=10509)를 통해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등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회수된 전문가 대상 

설문지는 총 73부였다.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9

일까지 2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은 KSDC(http://www.ksdcdb.kr/answer.jsp?a=10459)를 통해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오프라인은 법무부의 도움 하에 각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11월 24일 부산출입국사무소, 11

월 25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 설문지를 받았다. 회수된 국내체류 

재외동포 대상 설문지는 총 112부였다. 

6) 최초에는 복수국적 허용 외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대상으로 선정하였지
만, 이들의 경우 설문지의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
어 국내체류 재외동포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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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결과분석

전문가 집단의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 복수국적제도전면반대는 18.1%, 

조건 없이 복수국적 전면허용 찬성은 2.7%,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찬성은 79.2%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가’이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경제에 유익하다

(29.7%), 인구감소시기에 인구유입을 위해(28.4%) 두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고 제도가 악용될 것(46.5%), 

사회복지예산 부담증가(20.9%)로 나타났다.7)

전문가 집단의 복수국적 하향 허용 적정 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2.9%가 만 60세 이상에 찬성했다. 해당 연령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답변을 기록했다. 따라서 전문가집단의 

견해의 대푯값은 60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집단인 국내체류 재외동포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수국적제도 전면반대(2.4%),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허용 찬성(55.6%), 조건 없이 복수국적 전면허용 찬성(42.1%)

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집단이므로 얼핏 생각하기에 전면허용 찬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결과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찬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2장에서 분석한 

재미교포단체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복수국적 

제도를 포함한 재외교포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을 악용한 사례로 인한 

7)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전문가의 전반적인 
견해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반대나 요건 강화(예: 복수국적 허용 또는 후천적 국적회복 
자체에는 찬성함. 다만, 의료 서비스 향상, 평균 수명 연장, 실직 은퇴 연령 늦
어짐 등의 현황을 감안하면 국적회복 연령은 70-75세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봄). 둘째, 신중한 접근: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예: 국적
회복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였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큰 부분인지 검토해야 
됨. 국적회복 이전에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자가 향후 국적회복으로 
각종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133

복수국적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로는 한국 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36.6%), 한국 출입국 편의를 위해서(26%),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23.6%)로 나타났다.8)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재외동포 및 F-4비자 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은 모두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줬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정책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는 두 집단의 합의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연령을 어느 정도로 하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내체류 재외동포와 전문가 모두 만 60세 이상을 최적정 연령으로 

응답하였다(각각 41.2%, 42.9%).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 양 집단 

사이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만 60세로 하향할 

경우 정책순응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 집단이 모두 

“60세” 하향에 찬성(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자체에 대한 의견차는 

     셋째, 제한적 범위에서 복수국적 확대(예: 단점은 최소로 줄이고 장점은 최대
한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하므로 문제발생 소지
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어느 정도 소득이 인정되는 자
들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비용을 미납기간 대비 
퍼센트를 계산하여 일시불로 납입하게 하는 방안 필요. 다만, 독립유공자 자
녀와 같이 국가의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적용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처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 기재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토
록 하여 병역 의무 등의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넷째, 국익관점에서 판단해야
(예: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가산
점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섯째, 전향적인 확대(예: 복수국
적 허용을 통한 인적 자원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시기를 
놓쳤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국적포기를 하지 않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야 국적 재취득 가능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기타: 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8) 후천적 국적회복 연령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한 답변을 
서술형으로 받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견(
비즈니스의 한국으로의 이동, 조세의무 등), 고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고
취, 건강관리(한국에서의 진료, 수술 등)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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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 하향을 가정할 경우 60세로 합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하향 한다면 만60세가 

정책순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복수국적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인식 차이와 합의가능성

내용 전문가 재외동포및F-4
합의

가능성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견해 제한적 찬성 전면/제한적 찬성 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제한적 찬성 전면 찬성 저

복수국적 허용확대 가정시, 
복수국적 허용 적정한 연령대

만 60세이상 만 60세이상 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에 관한 견해

전면 찬성 제한적 찬성 저

본문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결론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Ⅴ. 정책적 제언

위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결론과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제도적 미비점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

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복수국적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결과 이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통계 데이터 확보, 법적 분석의 기반 

미비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로 인한 적실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복수국적제도를 포함한 국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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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현재 연구에서 제시된 “만 60세 이상”은 현재의 상황에서 추정한 

결과이며, 계속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연령 하향 요구가 제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복수국적을 허용 

받은 사람들의 한국에서의 행태 등을 포함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된 미래예측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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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복수국적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정부차원의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향후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은 법제도적 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들에 기반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이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경제·일자리·복지수급·국민정서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하여, 복수국적 허용 확대 가능성 모색 및 입법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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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ates on the Expansion of Multiple Citizenship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needs an aggressive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acquired multiple nationality, analyzing 

its impacts is not considered so far.  Further, because the impact 

analysis of the existing draft is based on surveys on stakeholder or 

analysis of law and system, there is an empirical limit on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the acquired multiple citizenship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xplore effects of economic, 

job, welfare, and national sentiment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draft, thereb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multiple citize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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