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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실증적 접근을 통한 이
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지향방향과 한국사회 이민사회통합의 방
향성을 제시한다.

1.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표：내외국인 비교
이민자 통합지표를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노동시장 성과라
는 관점에서 내국인과 비교․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민현상에 대
한 내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인구분
포는 내국인에 비해 젊으나 재외동포와 영주자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생산가능인구의 32.0%는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이민자의 학력별 분포에 나타난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다른 이민자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이들을 제외
하고는 고졸 이상의 계층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계층은 재외동포로 이들의 학력별 분포는 국내
외 별 차이가 없으나, 이들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생산관련 기능직이
나 단순노무직 종사비중이 높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직종 취
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단순직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 수급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포인력 활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이민자와 내국인 간 격차가 크지 않으
며 여성의 경우는 내국인 여성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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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민자의 고용률은 67.9%로 내국인의 61.2%에 비해 6.7%p
더 높다. 내국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집단은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
자)이나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이민자와 내국인 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구조가 이민자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다섯째, 성별․연령별 실업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
층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데 비해 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다. 여성
고용률이 내국인과 유사함에도 실업률이 더 낮은 것은 내국인의 경
우 비경활인구로 유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민자보다 더 많은
데 기인한다. 남성 고령층은 생계문제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노동
시장 진입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성별 실업대책
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민자와 내국인 간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산업
및 직업별 취업구조이다. 이민자 집단은 전문인력 등 특정 비자를 제
외하고는 제조업 종사비중이 내국인에 비해 높으며 이에 따라 직종
도 생산관련 직종이 많다.
일곱째, 내외국인 간 임금분포를 보면 이민자 집단이 내국인에 비
해 3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나 200만 원 이상으
로 범위를 넓히면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연령계층으로
보면 핵심계층의 연령대는 내국인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임금이 더 많다. 직종별로 보면 관리직이나 전문직종은 내국
인이 더 임금수준이 높으나 생산직이나 단순인력의 경우에는 내외국
인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여덟째,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는 두 가지 시사
점을 제시한다. 먼저 불법체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는 점과 이민자 규모를 늘리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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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와 내국인 간 노동시장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들
의 인적자본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이는 단순히 학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체화된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따라서 이들의 생산성
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노동
시장 통합정책은 이들의 취약성(빈곤이나 취업애로 해소 등)을 보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
한 정책방향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통계기반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장의 의의가 있다
고 보겠다. 아울러 내국인들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
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확대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유입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
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이민자와 내국인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비교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노동패널 자료 등 4개의 자료를 이용하
여 이민자 집단과 내국인 간의 노동시장 성과지표인 임금결정분석을
통해 이민자 집단의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자 집단(이민자 집단 전체와 방문취업 및 고용허가제를
제외한 집단)과 내국인의 임금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이민자 집단 전체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교육수준이 모두 유
의하지 않아 이민자의 학력이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령더미는 모두 유의미하게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더 높다. 교육훈련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임
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산업 및 직종더미,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더미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ⅳ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이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를 제외한 임금결정식을 보면 이민자 집
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일수록 임
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경우 단순업무 분야에 배정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
라 시장임금이 작동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훈련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와 같다. 산업 및 직종더미,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더미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결정식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수준이 더 높아 학력이 임금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임금식에서 보듯이 연령은 정의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산업, 직종 및
종사상 지위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는 교육훈련으로 앞의 이민
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내국인 대상 분석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내
국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민자 집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이민자 2세대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둘째, 훈련의 임금 프리미엄이 이민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데
비해 내국인은 임금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의 훈련의 유
효성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훈련이 필요한 집단에서 언어 문제 등으로 훈련의 접근성이 높지 않
은 점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내외국인 기혼여성의 임금결정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
성 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연령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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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졸 이상만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말
하기 능력이 우수할수록 임금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으며 직종, 종사
상 지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직종간,
종사상 지위간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내국인 기혼자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연령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은 유
의미하지 않으며 대졸 이상만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간 임금격차는 직종에 따라 유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
도 하다. 특히 관리직 대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유의하지 않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대졸자만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 임금수준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이민자 집단의 경
우 이에 대한 변수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었으나 이는 전체 이민자에
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 임금수준의 차이
는 있으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보편적인 여성 노동시장 정책의 틀을 견지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기조하에 실업자 등 이민자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이민자 통합지표의 국제비교：인식과 실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및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과 이민자들
의 정착실태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이민통합의 국제지표들은 이민자와 통합에 대한 인식, 이민자의
노동시징에서의 성과, 이민자의 인식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
가라는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민과 이민자의 유입이 사회
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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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정보도 잘 인지할 것이고, 국내의 이민자 현
황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민자의 사
회통합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만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이민과 통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언어와 기술 습득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민 초기정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게 하는 것도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민자의 수가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 평
가하고 있다.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민자와 정부가
쌍방향 상호작용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민자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이민자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사회통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체류와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
하다. 특히 과잉자격 취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
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등학력 이민자들이 비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내국인들의 경우보
다 더 많다. 이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제3국에서 이민을 왔든지,
이민국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
을 가진다면, 과잉자격 취업률이 내국인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회통
합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면 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민국
사회에 적응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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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시사점
각국의 이민 및 통합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민과 통합정책 관련 5개국 사례 비교․분석은 각국의 이민역사
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이민자(해외출생자) 현황과 통합성과를 보여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비교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먼저 이민에 대한 태도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
인다. 영국의 경우 유럽의 금융위기 시기에는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이민을 기회로
바라보고, 이민자가 인력부족을 채우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생각이 강하다. 갑작스러운 이민자의 대거 유입은 이민
에 대한 수용국 사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인의 이민
에 대한 태도는 영국인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은데, 독일의 경우 (정
부가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호신청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민을 기회라기보다
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비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
도가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는 EU의 관문으로서 최근 이탈리아가 경
험하는 비정규 이주의 흐름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탈리아 저학력 해외출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 학력수준의 국내
출생자보다 고용률이 높아 이들 저학력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되
었을 수 있다. 더불어 이탈리아와 같이 이민 유입관리에 실패한 국가
일수록 이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각국의 이민의 역사 및 유입정책과 MIPEX에 의해 평가된 이민자
대상 통합정책 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호주, 독일)에는 통합정책에 있어서
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EU 내의 이동이 이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덴마크나 역사적으로 이민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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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 통합정책에
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민자 도입이 통합정책과 병행되
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민 유입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선별하는 경우에는 통합의 성과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입정책에 따라 이민자의 구성, 학
력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의 특성이 통합성과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인도적 책무 등으로
이민자의 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통합성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자신의 자격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하여도 취업성과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는 국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직업군 차
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합성과의 한계가 자녀세
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에 맞춰 선제적이
고,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각국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민자의 책무 역시 강조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통합정책을 수립, 운영하면서 동시
에 수용국/거주국 언어, 사회운영체계 등에 대한 이민자의 학습을 의
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
는 이민자들이 사회보장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MIPEX 등을 통해 이주자
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과 동시에 수용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
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5.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 방향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방향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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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시장 통합정책 방향
1) 내국인 노동시장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및 관리체계
첫째,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다소 원론적인 접근을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외
국인력의 수요의 본질을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공급의 변화, 그리고
경기침체나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 등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외국
인력 활용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이에 적합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내
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비취업비자 입국자 중 단기체류자로 입국하여 노동시장에
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한 분야에서 이들의 인적자본을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 자리에 외국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
나 방문취업제와 같은 외국인력 공급제도는 저숙련 단순인력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인력의 숙련화가 진행
되면서 이들의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
서 제조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국인 숙련인력의 미스매치 문제
와 외국인력의 유입 및 활용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중요
한 정책과제이다. 외;국인 숙련인력의 활용은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산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2) 이민자 취업지원정책의 기본틀 재정립
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해법이 제시
되어 왔으나 주로 대상이 결혼이민자라는 점, 정책목표집단이 구체
화되지 않음으로써 과잉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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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보았듯이 내국인과의 비교를 고
려할 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도 쉽
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 방향은 보편적인 노동
시장정책(LMP：Labor Market Policy)에서 이민자 툭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되 이민자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나. 한국의 이민사회통합 정책 추진방안
여기서는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주요 현안
이라 판단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1) 이민정책으로서 성격 및 체계 정립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대상 및 대상별 이민정책의 목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민, 동포, 외국인력 등 각 대상별 영역
을 포괄하는 관점과 개별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각 대상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입국 초기 이민자의 정착과 적
응지원이라는 표면적 목표도 있으나, 이를 통해 국내 이민사회의 진
행을 원활히 한다는 실질적 목표를 감안하면서 지원대상인 이민자의
정의, 지원 내용, 방식,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2) 정책대상으로 내국인의 세분화와 위상 조정
초기 이민정책 과정이 해외경험과 이민자의 요구, 관료적 편의주
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이민자나 국제사회의 정
책 요구보다 내국인의 이민수용 양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추진 주체의 조정과 역할분담
여기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이민사회 통합정책 평가단의
구성제안, 이민 관련 연구기능 확대, 이민정책 체계화의 로드맵 작성
을 위한 한시적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요약

<이민사회 통합을 위한 내국인 대상 정책>
대상
내국인 일반

정책사업
사회통합
실태조사

운용방안

비고

이민수용성 지표 점수를 관
련 정책 평가 및 보완자료
로 활용

—

정규 교육과정 교육내용
중의 학생
반영

이민배경학생의 규모 및 구 국내 이민현상과
성과 각급별 교육수준에 따 국제이주 현황
른 내용 차등화
중심

교육․공공
기관 종사자

직무연수

상기 내용심화+
한국 이민현상과 정책의 빠
이민자 법적 지위,
른 변화 감안, 매 2년 정도
한국과 지역의
주기로 반복
특성

유관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직무 참가자의 업무별․기능별로
보고사례 분석
교육
공통과 선택 과정 세분화
연구

한국과 지역현실, 현장과 정
교육 및 정책 권역별 대
주관부처 내 별도
책과정 이해에 중점/교육비
인력 양성
학원 협동
위원회에서 관리
와 진로연계
자료 :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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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인구이동은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며 오늘날 보다 복
잡, 다양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민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소가 증대되
어 왔지만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민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유입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6년 91만 명에서 2018년 3월 기준
으로 225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상주외국인 기준으로 외
국인 고용률은 2017년 68.1%에 이르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이규용, 2017 : 31).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민자 통합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민자는 선주민에 비해
낮은 학력, 언어의 제약, 경력형성의 제약 등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더 낮은 사회적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설령 선주민과 유사
한 인적자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노동시
장 진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민자 통합을 위
한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통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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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민자의 정착기
간이 길어질수록 통합문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민자에 대한 갈
등요소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커 내외국인 간 이민자 통합을 둘러싼 정
책대응이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 통합 이슈는 이민정책 및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이며 통합 이슈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한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
나 지표 개발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유럽연합은 2004년 11월 이민자 통
합정책의 11개 공동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이민자들이 유럽연합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수용
국의 언어, 역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 교육, 선주민과의 빈
번한 교류, 종교 및 문화다양성 실천 보장, 통합정책의 주류화, 통합정책
평가와 환류 등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정기선 외, 2016b : 50).
유럽연합의 공동기본원칙에서 ‘통합’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노력
하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 통합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인 지표로 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
Migrants Integration Policy Index)와 유럽연합과 OECD의 이민자통합지
표(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가 있다.
이민자 통합과 관련한 이 두 지표를 통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이민국가
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주요 정책영역과 정책방향, 그리
고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민자 통합의 목
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정기선 외, 2016b : 54). 이민자 통합정
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영역의 이민자통합지표들에서 내
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상태로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민자통
합지표를 통해서 파악되는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처로 볼 수 있다(정기선 외, 2016b : 53).
그동안 국내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민자통합지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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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국사회 적응교육이나 취업지원 및 체류지원 중심
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
민자 통합이 갖는 영역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주로 이민자를 한국사
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의 성격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통합
에 대한 논의의 확장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향후 다양
한 환경변화에 부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연구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연구의 범위와 내
용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이민자 통합이 담아야 할 실증적인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다. 그동안 이민
자 통합이라는 당위성 차원에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방향
의 토대가 되는 실증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의 실태적 측면, 특히 노동시장 및 경제적 측
면에서 이들의 통합실태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민자 통합 이슈는 이민자를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
니라 이민자와 내국인 간 상호 교류 및 비교 혹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내외
국인을 포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통합 이슈는 이민자만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민자와 내국인을 같이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
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민자를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민자
통합 방향성에 선주민을 고려하는 논의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주
민에 대한 고려도 주로 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등에 초
점을 맞추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민자만이 아닌 내
외국인을 아울러 논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
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방향이나 연구에서는 이를 어떻게 포괄할지에 대
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연구의 실체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 통합 논의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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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은 서구사회에서 이러한 지표의 비교와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
가 안고 있는 이민자 통합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사례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
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지는 못하였고 주로 앞에서 언급한 통합지표
(MIPEX)와 같은 제도와 연관된 지표 중심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연구도 이민자 통합수준에 대한 실증적 평가, 그리
고 통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민자 집단과 내국인 집단 간 노동시장 지위나 성과에서 차이가 있
는가? 만일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
응은 무엇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다. 첫째 질문이 이민자 통합 이슈 중에
서도 주로 노동시장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실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라
면 두 번째 질문은 한국과 같은 이민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은 현재의 이민환경에 대한 고려,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그리고 현재의 통합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 두 가지 논
의를 통해 본 연구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실증적 접근을 통한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지향방향과 한국사회 이민사회 통합의 방향
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국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민자 통
합지표에 관한 연구와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
자 통합지표에 대한 연구는 주로 MIPEX에 의한 이민자 사회통합도 측정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설동훈 외, 2008; 전경옥 외, 2013; 정영태
외, 2014 등). 이 연구들은 MIPEX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MIPE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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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책연구소그룹(MPG : Migration Policy Group)의 주도하에 37개국
의 연구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법․제도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한 것이다(전경옥 외, 2013). MIPEX가 이민자 통
합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제도나
이민자들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 실태나 노동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주로 사회통합이라는
담론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제도나 인식 중심의 지표 중심의 접근을 벗
어나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를 모색함과 더불어 기
존의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의 틀의 확장성이라는 문제인식에 기
초하여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의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함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한 이민
자의 통합실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이민자 통합 이슈의 관
점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민자 통합의 핵심 이슈인 노
동시장 통합으로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민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민자 통합과 관련
한 국내의 이민정책 환경, 그리고 기존에 논의되어 온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한 논의의 점검을 통해 이민정책, 특히 이민자 통합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본다.
제3장에서는 이민자의 통합 이슈 중 핵심적인 주제인 노동시장 통합
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실태를 분석한다. 이민자 통합은 내국인
과의 비교․분석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민자도 한국사회의 구성
원이며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와 선주민 간 비교․분석을
통해 이민자 통합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
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
료이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데 비해 여기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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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의 틀은 유지하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이민자 집단
과 내국인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및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분석한다. 가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이민자 집단 전체와 내
국인 집단의 비교와 내외국인 기혼여성 간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에 사용된 자료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 부
가조사 원자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및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
료이다.
제5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의 인식과 실태를 비
교․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포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문화다양성에 대
한 이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연구는
새로운 이민통합의 지표를 개발하기보다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및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과 이민자들의 정착실태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한다.
제6장에서는 주요국의 이민통합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한다. 그동안 이민자 통합정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지
표는 MIPEX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각국의 이민통합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은 이민
역사, 현재 이민유입의 규모나 구성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통합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민통합정책
을 비교, 평가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
는 이민역사와 이민유입 현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이민 및 통합정책과 성
과를 비교한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7장은 결론을 대신하여 현행 정부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요약을 정리하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
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 이슈인 이민자 노
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둘째는 보다 광범위한 영
역에서 이미 이민사회에 돌입한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이 나아가야
할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민자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
는 완결적 성격의 연구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이민자 통합논의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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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문제제기식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측면
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통합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제반 요소들을 점
검하고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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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이민과 통합정책 환경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주제 중 하나이다. 이 장
에서는 후속의 장들에서 논의하게 될 이민자 통합정책의 논의에 앞서 한
국의 이민정책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한국의 지역성(locality)

이주/이민이 거주지역의 이동이라는 정의 자체부터 지역성이 이민현상
과 불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주자는 이주 목적지로 국가를 선택하지만
이주 목적국가의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이주자는 입국 및 체류 자
격에 연동된 거주지역 제한, 언어와 관습 등 사회문화자본의 부족으로 원
주민보다 장소 구속적이고 지역 밀착적인 삶을 갖는다(김혜순, 2015: 32).
반면, 보다 나은 생활기회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결단까지 내린 이주자로서
는 보다 다양하고 나은 취업기회, 민족문화 향수 등을 위해 동족 집단거
주지로 집결하게 된다. 이민자의 지역 밀착성, 이주자로서 이동 항상성,
정착지로서 대도시 및 밀집거주지 지향 등이 지역성의 국내 발현양상이
다. 한편, 국제이주에 관련된 지역 블럭(region) 및 송출국과 유입국의 지
정학적 특성, 세계화 시대에 심화된 초국성 등도 국가별 이민정책에 반영
되어야 하는 지역 관련 특성이다(김혜순, 2015: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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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학적 특성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신흥 이민국이며, 서구
선발이민국가 대비 이민유치에 영향을 주는 정치․문화․국제관계 등에
서 변방적 지위를 점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8년 9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기준 중국 출신 50.0%를 포함, 아시아 지역 출신이 88.2%다.
변방적 지위라는 것은 한국을 이민목적국으로 고려하는 집단의 자국
내 계층적 지위가 선발이민국가 목표집단보다 낮을 가능성, 입국 이후 정
착과 적응을 위한 사전준비 또한 적은 집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용
입장에서는 전문․숙련 인력 확보, 입국 이민자의 적응과 정착지원에 보
다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숙련 인력일수록 보다
중심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
다. 국제이주가 일상화․다면화된 세계화 이민시대에 두뇌유출-획득식의
일방향적 득실 논란은 적절치 않지만, 기술유출의 길목 brain bridge로서
유치-정착-잔류 모두에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장소적 특성으로 선발이민국 대비 육로상 국경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
이 있으나, 근거리의 중국과 다양한 해상교류를 확대해오면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반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단일국에서 유입
되는 경우, 더구나 송출국인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수용국
보다 강력한 경우는 역사상 그리고 선발이민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 이
민관리와 사회통합 모두에 긴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90% 이상의 이민자가 비행시간 4～5시간 내 국가 출신인 것은 오프라
인상 초국성과 연고이민의 중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세계 최고
라는 국내 유무선 통신망 접근성은 이민자 출신국의 원근과 무관한 온라
인상의 초국성 발현과 실천을 지원한다. 출신국가의 지리적 근접성은 이
민자의 물리적 초국성이 높고 영어권 대비 낯설고 배타적인 언어와 문화
로 인해 정서적 초국성도 높아서 이민자로서 정착과 적응보다 경제 목적
실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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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중앙집중성과 지역불균등 발전
한국이 지역차원에서 갖는 또 다른 특성은 선발이민국에서 유례를 찾
을 수 없는 중앙/수도권 집중성이다. 세계화 진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
서 계층,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지만 한국은 그 이전 조선시
대부터 심화되어 거의 태생적이라 할 정도였고 어느 저발전국가보다 심
각한 집중이었다. 중앙/수도권은 제1세계, 여타 지역은 제3세계라 할 정
도다(김혜순, 2008a: 66).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도성장기간 국내 정치지
형의 역학관계에 따른 입지전략으로 사회간접시설과 산업입지가 권역별
로 불균등하게 배치되었다(김혜순, 2015: 58). 외국인 노동자의 배정규모
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요인이다.
자국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한국과 달리,
체류자격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이민자는 입국 후 생활여건이 크게 다
른 수도권 변방이나 지방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터
와 삶터는 물론 거주기간까지 제약을 받는 체류자격이다. 애초 배당거주지
가 변방이고 지방일수록 생활기회 및 동족집단 형성정도가 월등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법체류를 감수하고라도 시도할 만한 기회일 것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정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
포될 것이다. 지자체의 인구정치적 고려로 유치가 지원되고(김혜순, 2008a:
45～47) 비정상적 결혼과정을 거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현지 정착 후 생계
전략의 보다 적극적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혼 후 국내이주(김혜순, 2014a)
를 고려할 수 있고 국내 중앙집중성은 이들 일반 경향을 가속시키는 계기
로 작동하게 된다. 중앙집중성은 지방거주 이민자일수록 체류자격 변경
욕구의 강력한 자극제이며, 이는 이민관리의 위협요인으로 작동한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 기준의 행자부 외국인 주민 자료에 따르면,
경기-서울-인천의 수도권에 총인구는 49.6%, 이민배경주민은 60.3%가
거주한다. 이민자 집단별로 수도권 거주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57.1%, 결
혼이민자의 57.1%, 외국국적동포의 77.2%,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가
대부분인 귀화자는 62.2%다.
정책결정자나 여론주도자는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 수도권 핵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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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면서 추상적 존재거나 인권단체 고객으로서 이
민자를 접하지만, 서민 거주지역, 비수도권, 전통가옥 밀집지역 등 계층적
위계가 낮은 지역 거주자일수록 이민자와 일상을 공유한다. 지역 내 대졸
신규실업자 또한 일상의 이웃이며, 경력단절이라 말하기도 어려운 임시
단순노동 종사 기혼여성과 건물관리나 청소 외에는 폐휴지 수집이 고작
인 초로의 지역노인을 거리에서 이웃으로 접하게 된다. 이민자가 ‘전시하
는’ 생활규범의 차이, 초국적 활동, 사건, 범죄뿐 아니라 이민자 복지 및
인권 중심의 정부사업을 직간접으로 목도하게 된다. 이민자 관련 일반 사
안이든 결혼이민자에 국한된 사업이든, 지역주민에게는 이들 모두 외국
인/이민자 관련 현상이다. 사회통합정책 의제가 지역적으로 차등화되어
표출되고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집중성이 강한 한국에서는 굳이 이민현상이 아니라도 중앙업무의
지자체 이양, 지자체는 지역밀착적인 정책구상과 집행,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중앙정부 및 지역시민사회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은 중앙정부-지
자체 관계 논의에서 빠지지 않았다(김혜순, 2015: 61). 외국인 정책과 다
문화가족 정책 3차 기본계획 5대 주제 각각에도 대주제 중 하나, 대주제
하위과제 중 하나로 거버넌스 또는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중앙정부의 위원회 간 협력뿐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명기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접근방식이 다르다.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정책 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과 공유, 일회성 시혜성 사업 지양 유도’ 등
지자체는 ‘정책 추진 역량강화’ 대상이어서(여가부, 2018: 25), 협력보다는
지도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 드러난다.
지자체의 역량과 한계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보다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때만 드러나곤 한다. 지방분권과
다문화가 발전된 캐나다에서도 지자체는 잠자는 거인(Biles et al., 2011)으
로 표현되었다. 캐나다에서도 이민자 통합에 지자체장의 지도력이 매우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방정부가 권한․예산 이양에 소극적이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지방이양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이양의 방식이 구체
화되지 않았기 때문(Bosswick, 2006)이라고 한다(김혜순, 2015: 61). 즉, 지
역여건에 부응하는 정책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방이양은 개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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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의지와 역량, 관심이 작동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며, 수장의 교체는 정
책사업의 부침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서는 부침의 진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선이긴 하나, 중앙당에서 지자체
장 후보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앙당 지지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중
앙당과 밀접한 관계를 관리해 온 인사가 지자체장이 된다. 선출 지자체장
은 지역여건보다 중앙의 정치적 상황의 영향력과 정치성향에 영향을 더 많
이 받게 된다. 이렇게 피상적인 지방자치하에서라면, 지역여건에 부응해서
구축한 정책체계란 - 적정성 여부를 떠나- 단순히 전임자의 구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새로운 지자체장에 의해 언제든 완전 해체될 수 있다. 이민
의제처럼 새로운 영역에 중앙부처보다 먼저 대응해 온 지자체(김혜순,
2015: 33～35)에서는 당연히 지자체장 개인의 해석과 관심이 절대적 영향
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도 지자체 사업
의 수렴을 기반으로 구상되었고(예: 김이선, 2006), 중앙부처 개입 이후에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기존 관행 유지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민정책 부문에서 지자체장-출연연구원-담당부서와 공무원은 중앙
부처-관련 연구원-담당부서와 공무원의 역량 및 역학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위에 언급했듯이 지자체장이 중앙정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등
장하기 때문에 관행의 누적 또는 방기나 전면 개편 등의 부침 가능성이
더 크다.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비해 이민현상에 대한 이해
가 일천하며,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또 다른 복지(재분배) 사업으로 접
근하면서 지역에 고착된 복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거나 정책동맹을 결
성하는 것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유사하다. 산하 연구원의 이민정책 역
량․전문성․의지․정책수요 부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주력하는 것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같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이 직면하는 현실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매우 다르
다. 수도권 집중성으로 인해 지역의 유수 연구인력이 지방에 상주하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주해도 주 활동무대가 중앙이다. 이민자의 출신
국 분포에서 한국계 중국인은 극소수이고, 광역시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숫자상 오히려 더 많기도 하다. 단순노동의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의 비율이 중앙보다 높지만, 이들은 이민자의 일반 속성처럼, 때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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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를 감행하면서 자민족 집단거주지가 형성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
출해간다. 신규 대졸자는 취업기회가 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하여 비정규직
은 물론 단시간 노동으로 수년간 연명하게 되는데 여성 졸업자는 기회가
더욱 제한된 상태에서 직종에 따라서는 이민자와의 경쟁에서 밀려난다.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낫다 할 어문․상경계열 졸업생 중 일부가 진출
하던 학원 강사, 다문화 강사, 문화해설사, 호텔 취업 등에서 원어민이라
는 이유, 대외 이미지, 관련 장려금 등으로 유학생이나 정부지원으로 사회
경제역량이 강화된 결혼이민여성이 선호되기 때문이다(김혜순, 2010).

제2절 국내 신생 분야인 이민연구와 정책연구의 낮은 위상

1. 국내 초유의 이민현상과 이민연구
이민사회 전개의 가장 직접적 증거는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등장이며,
국내 이민다문화 분야 연구 또한 이민자와 이민정책이 주요 대상이다. 그
동안 이에 대해서는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고, 국제이주의 일환으로 발생
하는 현상이므로 해외 경험과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학술적 선도성
과 엄정성 획득을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서구 학자의 가장 최근 이
론과 연구방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이민자/사회에 적실한 정책
적 함의를 찾기는 어렵다. 국제이주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세계체계
상 국가가 차지하는 경제․사회․문화적인 대외적 위상과 사회통합정책
에 고려되는 해당국의 정치․경제․역사․민족․문화적인 특성에서 한국
과 유사한 국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을 둘러싼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애에 걸친 의제별로 나누어진 모든 학문분과,
모든 부처가 관계된다는 복합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학계는 가장 최신의 가장 선진인 해외이론을 선호하며, 국내 관․학․
언․민의 ‘식민적 사대주의 관행(김종영, 2015; 김혜순․이시철, 2014 등)
은 한국적 현실의 천착1)을 어렵게 한다. 순혈․분파적 특성이 특히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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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국내 학계의 학술연구는 이민현상의 파편화된 일면만을 조망하기
때문에 복합 학문적인 이민현상에 대한 정책적 유용도가 더욱 제한된다.
미국식 경험주의를 따르는 주류 연구경향 또한 이민관련 학술연구의 미
세성과 파편성에 기여한다. 신생 현상이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축적이나
수집 자체가 난망하다는 점이 감안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 약간
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양산되고, 이들의 결과가 전체 이민자로
일반화되거나 정책의 근거자료로까지 활용된다.
행정 및 정책학계는 정권주력의제의 정책화와 추진체계 구상이라는2)
연구동향의 일환으로 ‘다문화정책’이 연구되었던 만큼 정책체계와 과정의
요소와 형식에 대한 분석 중심이고 이민현상에 연계된 정책내용과 의제
분석은 타 학문분과의 영역으로 간주한다(김혜순, 2015: 36～40).
결국, 축적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이민 관련 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현상의 전개와 학술․정책 활동의 동시성이라는 도전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부처에 따라서는 관료적 이해관계
와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 관리와 감독에 부응하는 연구자들에게 정책연
구를 발주하고 관학 연계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의 요구파악,
만족도 제고, 사각지대 없애기, 타 부처/지자체 사업의 독점적 전유에 대
한 명분과 근거가 만들어졌다.3)
정책연구와 평가를 담당한 국책기관의 연구도 이민현상과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이민의제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보다는 연구 발
주부처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관할 정책의 활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에 따라 유입이민자의 절대다수가 후진국 출신이거나(이면서) 단순노동
1) 매일경제(2018. 9. 26)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의 석사과정이 폐지되고 석
박사 통합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는데, 그 배경의 하나로 해외 박사는 자기 연구
분야만 고수하기 때문에 남북경제통합, 초고령화 등 한국 특유의 경제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한 로컬 연구를 수행할 인력 양성 필요가 인용되었다.
2) 이민자와 이민정책이 각각 ‘다문화인’과 ‘다문화정책’으로 적시되자 김대중 정부 시
절 융성했던 문화행정 연구자들이 처음 관여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내향적 국제화’
를 연구하던 도시 및 지방행정 분야의 참여도 이어졌다(이시철․김혜순, 2009).
3) 이에 반발하는 측의 중복성 지적과 ‘콘트롤 타워’ 구성 주장은 타 부처 사업의 전
유, 산하기관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종합서비스기관 만들기 등으로 대처하면서 이
를 정당화할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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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이므로 결국 취약계층 대상사업에, 언어와 체류자격 관련 정책 중
심이 된다.

2. 이민현상에서 정책의 중요성과 한국의 낮은 정책연구 위상
이민현상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구나 관례와 경험 없이 이
민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관료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에 적실한 정책연
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정책입안 측에서는 학계 관행에 의한 연
구의제와 접근방식이 시의성, 중요성, 적정성에서 정책 활동과 간극이 있다
는 해외의 지적(Fuchs, 1992)이 국내에도 유사하게(차용호, 2008) 나타났다.
국내 학계에서 정책연구의 위상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딜레마는 더욱
풀기 어려울 듯하다. 첫째, 한국이 이민사회 초기인데다, 정부 연구지원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어 이민정책 분야 연구의 축적 자체가 미약했다. 초기
이민사회일수록 연구비 지원과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국가개입은 이민정
책지형의 형성 및 변형, 재구축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게 되며, 이렇게 구
축된 이민정책지형에서 만들어지는 이민정책은 이민현상의 전개 방향과
양상을 주도하게 된다. 그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왔
지만, 이민정책 분야는 해외 이민정책의 소개와 비교, 국내 정책과 유사
점, 차이점, 시사점을 찾는 수준을 넘기 어려웠다.
둘째, 국내 학계에서 ‘정책’은 연구되지 않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만 접근
되어왔다. 이민정책은 여러 층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역학관
계로 결과(Castles, 2004; Sciortino, 2000)되기 때문에 정치학 또는 정치
사회학 영역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내의 관련 연구는 찾기 어렵다. 사회학
내 가장 근접분야인 국가 및 정치사회학에서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지적했던 정책은 정부문
건이나 담화, 언론 텍스트에 언급된 관련 내용 또는 특정 정책 사업이고,
해외문헌의 다문화주의를 모델로 삼아 존재하지도 않는 국내 ‘다문화(주
의) 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정책’이 언급된 정도다(김혜순, 2015: 38).
행정학․정책학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정책 전반과 해외 이민정책의 평면
적인 소개, 이용자 수나 만족도, 중복․시혜적인 현행 체제정비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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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등, 정책의 외형과 기술적 평가가 대부분이다(김혜순 2014a: 308).
정책학 전공자는 정책의제를 정책적으로 가공하고 평가할 뿐 정책내용은
해당 분야 전공자의 몫이라고 한다(김혜순, 2015: 40). 도식화된 분석틀과
계량적 접근 등 학술적 방법론이 중시되지만, 정책환경 설정과 분석, 의
제 추출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이나 관련 역학관계를 주목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경제학에서는 노동력 수급 관련 계량경제모델을 근거로, 법학 분야
는 국제 인권 및 사법질서, 협약을 근거로 하되, 세계적인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정책연구로 활
용되기 어렵다. 교육사회문화 관련 분야에서는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인식
제고, 차별금지 매너와 교육, 반다문화 분석과 해체를 이민정책의 일환으
로 접근한다. 지금까지 관련 부처의 다문화정책 사업을 전공에 따라 분할
연구해온 셈이라 하겠다.
셋째, 그간 국내 ‘정책연구’가 획득해 온 특수지위의 문제가 있다. 학계
에서 정책연구는 연구원의 몫이거나 ‘부역’, 학술적 타락, 저급 활동으로
간주되고(예 : 프로젝트 교수, 폴리페서의 일종), 관가에서는 정치권과 정
책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할 연구진을 선호․선정하면서 정책연구
의 위상이 추락해왔다. 정부목적에 따라 발주되어 연구 과정과 결과가
‘협의되거나’ 비공개되는(이은진, 2009: 20, 24) 등, 연구자들의 직간접적
인 경험을 통해 정책연구의 학술성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연구업적
으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학술적 인정을 얻으려면 해외문헌 추수가 필
수적이며 따라서 현실에 기반한 정책연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Small
and Solomos, 2006: 254; 김혜순, 2014a: 308; 2015: 40 참조). 학술연구에
요구되는 엄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정책연구라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제한된다. 일방적 관리감독
을 고수하는 부처와 이에 부응하는 연구진은 지원규모를 강조하는 대학
의 풍토와 맞물려 공생관계가 지속되기도 한다. 정책연구에 대한 국내 학
계와 정책 관료 간에는 ‘피상적 신뢰’ 관계하에, 거의 ‘필요악’이라는 인식
에 따라 도구적인 공조에 머무는 것도 쉽게 관찰된다.
연구역량의 가용 차원에서 현 부처 산하기관의 활용이 그나마 현실적이
지만, 부처의 기존 정책과정을 적용할 대상의 확장, 기존 접근방식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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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특히 파생 정책사업이 많은 교육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제3절 선행정책으로 구축된 이민지형의 특성

1. 이민자의 인권복지 중심
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피해자 페미니즘 결합
한국 최초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이 나타난 배경
은 피해자로서 여성을 강조하는 피해자 페미니즘과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결합으로 설명된다(김혜순, 2008a; 2009b; 2014a; 2014b). 못사는 나라 출
신의 어린 여자가 악덕 결혼중개업체에 속아 말도 안 통하고 의지할 곳
없이 낯선 이국땅에서 겪는 막막함과 외로움, 더하여 폐쇄․배타적인 남
편과 시어머니의 몰이해와 폭력에 시달린다. 한국인의 아내이고 며느리,
어머니이므로, 따라서 ‘사회(=공적 가부장)’가 나서서 공부도 시키고 일자
리도 주면서 사적가부장의 횡포로부터 구제․보호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민관리 측면도 마찬가지다. 노동력 수급과 관계없는 비경제 이민이
지만 입국 전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정부부담으
로 진행하고, 입국 후 초청 가능한 친정가족의 범위, 초청된 친정가족의
경제활동 허용, 자녀를 돌볼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 등, 선발이민국의 가
족결합에서 볼 수 없는 이민관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적 취득 전 이
혼하더라도 한국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 체류 허용을 포함하여 가부장
적 가족주의에 내재된 이민관리정책이다. ‘못된 남편’의 폭력과 방기에 시
달려 이혼할 경우 아이가 없어도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
자 페미니즘과 가부장제의 결합이다. 한편에는 국가 가부장의 가족 내 후
진국-어린 여성 보호, 다른 편으로는 피해여성 보호 나아가 세력화에 이
르는 여성인권 보호는 결국 복지와 인권 중심의 정책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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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민자 인권복지 중심의 정책동맹 구축과 기득권화
여성인권단체는 결혼이민여성이 겪는 문제를 사회․정책의제로 만드
는 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피해사례 상담과 지원업무가 중심이
다 보니 좀 더 많은 인권과 복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주요 요구사항이
었다(김혜순, 2008a: 50), 국가적 대응체계는 없이 시민․종교단체와 중산
층 박애주의자, 지식인에 의해 이민자 지원이 선도되던 미국 이민자 유입
의 초기단계(민경희, 2008)와 유사하다.
이들 단체의 이주자 인권 및 복지 주창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이에 따
른 예산 및 인력, 전달체계 확충은 관료적 영향력 확장에 안성맞춤이다.
각 정책목표별로 정책과정이 작동되었고, 개별 과정의 각 단계별로 다양
한 정책연구 과제가 개발되었다. 연구수행과 개발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정치인들이 다투어 확보해줬고(김혜순, 2008a: 50), 정책목표와 방향에 부
응하도록 연구가 발주되고, 수주 연구자는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정책의
제 개발과 자료수집에 여성인권단체 및 단체의 이민자 고객은 필수대상
이다. 이민현상에 낯선 채 정책을 만들 때, 즉 호스트로서 뭘 해야 할지 모
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잘해주기’다. 가장 선진적 복지인권국가의 가
장 잘해주는 사례(best practice) 기준으로 사업구상, 이민자에게 직접 정
책 요구사항 파악, 이민자의 만족도에 기반한 정책개발, 이민자 스스로도
미처 모를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등은 다문화가족 정책과정의 양상들이
다(김혜순, 2012; 2014a; 2017). 이 과정에 기여한 인권단체 활동가와 이민
자는 준공무원 및 공무원 채용으로 보상되고, 연구자는 연구비 수주와 관
련 활동에 우선적 대우를 받으며,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휴가, 나아가
대학의 다문화 분야 겸임교수 자리가 제공되었다. 언론의 주요 보도 프레
임이었던 악덕 중개업자와 폭력남편의 피해여성(김혜순, 2008a: 50～52)
은 각 정책과정과 단계의 진행을 원활히 하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다.
상호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충족되면서 외부에 폐쇄적이면서 영역확장
에 공격적인 관․학․민 다문화 비즈니스 체제와 정․관․연․학․민 정
책동맹세력이 구축되었다. 인권․복지 부문은 정치․관료적 영향력 확장
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민자 인권․복지 정책과정의 확장과 심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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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
렵고, 정책동맹세력의 기득권으로 인해 정책기조의 변화 또한 쉽지 않다.
인권복지를 주창한 이민자 인권단체, 그 결과 관련 정부사업 수주, 이민
의 고객정치 경향, 정치․관료적 영향력 확장에 친화적인 인권복지사업
등은 선발이민국도 경험했던 징후들이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정책동맹세력으로까지 결합되고 기득권화된 사례까지는 찾지 못했다. 한
국의 결혼이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단의
존재 자체가 세계 유일무이하다는 점(김혜순, 2009a; 2014a; 설동훈․강기
정․이병하, 2011), 이들 징후의 결합을 저지할 정도의 이민정책 체계화가
현재도 요원한 초기 이민사회라는 점, 한국의 강력한 가족중심주의와 가부
장적 온정 수준을 넘기 어려운 복지체계 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몰이민성
가. 이민의제의 여성의제로 치환 그러나 이민자 대상으로 지속 확장
국내 이민정책의 몰이민성은 우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정책의 경우, 이민자가 아닌 여성으로 정책대상이 치환되면서 발생한 복
합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내국인 여성 대상 정책을 이민자에
게 그대로 적용하고,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별도
정책 요구를 추가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국민이든 아니든 이민
자는 사람/인간으로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법적, 인권적 존재로
볼 때, 또한 이민자에게 초기 정착과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으
로 볼 때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자라면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당
면하는 의제별로 업무를 담당해온 모든 부처가 주관하는 일반 정책의 대
상,4) 후자라면 이민 초기라는 일정기간만 별도의 정책대상이어야 한다.
현실에서 전자가 작동한 방식을 보면, 결혼이민 입국자 중 여성을 담당
4) 이민자 출신국과의 관계는 외교부, 이민자 당사자나 자녀의 병역 관련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예외는 여성가족부로, gender equality라는 의제로 출발했고 부
처의 영어 명칭도 그대로지만, 실제는 여자 사람에 대한 모든 의제를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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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설정해온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총괄 수립․관리하면서 남자 결
혼이민자, 결혼이민 외 목적으로 입국한 기혼이민자, 귀화자 등으로까지
정책대상을 확장해왔다(김혜순, 2014a: 321～325). 결혼이민여성으로 출
발해서 미혼의 남자 유학생과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배경자를 대상
으로 하는 일반 정책을 총괄하는 형국이다. 한편, 일반 정책은 국무조정
실이 부처 간 이해관계와 영역을 조정하지만,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간사
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국무조정을 맡고 있다.
후자가 이민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통합정책이라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특별한 지위를 인
정하여 제15조와 제12조를 통해 국적 취득 후 3년까지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기했다. 2년 후 국적신청이 가능하니 최단 5년간이다.5) 하지만,
다문화가족 정책은 입국 전부터 시작하여 입국 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표방되어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에는 출신국에서의 현지 서비스 강화가 예정(김혜순, 2017: 48～
49)되어 있다. 수십 년 국내 거주 이민배경자까지 생애주기 맞춤형의 별
도 정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민자 대상정책으로는 세계 유례가 없고,
국내 여느 취약계층 대상정책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 이민자의 초국적 이해관계 및 활동 보장
지금까지 초국적 정책의제란 국가경계를 지키는 국방,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국익을 도모하는 외교에 한정되었다. 여타 부처의 경우, 국제협
력(cross-border, 예 : 선진사례 시찰 등)은 부차적으로 추가될 뿐, 영토
내 성원 관련 의제를 담당해왔다. 기존 정책의제와 이민의제의 차이는 정
책대상이 갖는 초국성이다. 영토 밖의 외국 국적인이 영토 안으로 들어와
성원이 된 것이므로 국민과 자격이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의
정책 대상이다. 국제관계는 외치(외교와 국방), 영토 내 성원은 내치 식의
5) 단, 귀화하지 않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한국 출생 또는 해외 출생 후 입국과 동시
에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 ‘귀화 후 3년’은 현실화해야 한다(김
혜순, 201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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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분적 접근이 통용되지 않는다.
선발이민국 대비, 국가․민족주의가 더욱 강력하고 지배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이민정책과정에 초국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주권, 국가․민족주
의에 따른 이해관계가 더 강조되리라 기대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다.
특히 결혼이민자-자녀가 갖는 초국적 이해관계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책
서비스가 제공되어왔다. 이민관리정책 차원에서는 혼인당사자 간 언어소
통도 안되는 혼인과 이에 수반되는 입국과정을 엄격히 하는 규정개정마
다 결혼이라는 사적영역에 국가개입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 결혼이민
자가 피해자인 범죄나 기형적인 사건발생마다 안정적인 입국 및 체류자
격 확장 등, 이민자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다.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
책에서 이민자의 초국성이 우선시된 정책사업들을 열거하자면, 결혼이민
자들끼리의 모임기회 제공과 지원, 입국 전 출신국 현지에서의 사전 서비
스, 컴퓨터 제공과 정보화 교육방문 및 와이파이 요금 지원, 가족단위 친
정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지원, 출신국에 보낼 택배요금 지원, 국내 주
재 출신국 대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고충 청취와 해소, 정부의 해
외원조사업 대상국으로 이민자 출신국 집중 지원, 국제협약 및 선발이민
국 수준의 인권과 복지 보장 등이 있고, 정권마다 ‘사돈의 나라’와 협력
이라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초국적 확장이 과시되었다.
정책평가에도 이민자의 이해관계 충족이 중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민관리정책은 입국이민자에게 입국 용이성, 입국서비스 만족도, 허용적
체류자격, 한국사회의 개방성을 묻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반면, 이민
자 사회통합정책은 참여 연인원, 만족도, 재참여 의사 등 기존 일반정책
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정책고객으로서 이민자의 만족도로 평가한다.
사업 참가자의 과정/자격증 이수비율, 취학률, 진학률, 학업성취도, 취업
률, 선거참여율 등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지만, 이 경
우에도 전체 이민자 중 참여자 비율과 비용 대비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민족주의에 익숙해 온 내국인에게 결혼이민자 우선의 이민정책
이 통용되었던 것은 이들이 이민자가 아닌 한국인의 신부-며느리-어머니
로 수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내국인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수용’이
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

22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문화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이다.

3. 내국인 대상 정책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현재 내국인 대상 유일한 사회통합 정책의제가 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5조에 명기되어 있다. 2007년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에 명기된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
원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사업으로 전유되었다. 당시 결혼이민자를 필
수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일한 정
책대상으로 등장했고, 다문화가족 관련 조항들이 추가되었는데, 이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이었다. 이 조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1차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2차는 ‘다문화가
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6) 2018년 시작된 3차는 ‘상호존중에 기반
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명기하고 있다. 법무부 주관 외국인 정책의 ‘다
문화에 대한 이해제고’가 여가부 주관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이후 ‘다문화가족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변용되고 있다.
각급 학교를 통한 정규교육과 일반 성인대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2차 기본계획에서 관련 부처와 협동으로 공무원, 경찰,
다문화 관련 시설종사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던 다문화 이해교육(여가부,
2012)은 3차 계획에도 들어 있다. 3차에 추가된 것은 여가부 단독 주관의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지원’이다. ‘기업, 학교,
단체 등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대상(경찰, 군인 등)별 특
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명기되어 있다(여가부, 2018: 23). 교육프
6) 법무부가 주관했던 2008～12년의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여가부도 참여했으나,
다문화가족정책은 별도의, 전문 주관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정책 중 결혼이
민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계획을 묶어내어 2010～12년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꾸리게 된다(김혜순, 2014a). 즉, 2010～12년은 거의 동일한 정책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운용된 셈이다. 따라서 원래 외국인정책에 있
던 대로 1차는 ‘다문화’, 독립된 2차부터는 ‘다문화가족 수용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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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개발-교재개발-강사양성 및 관리와 연수-교육효과 평가와 분석교육프로그램 개정식의 정책사업 회로 시동으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
확충요구가 예견된다.7)
내국인 대상 이민사회 통합정책을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이해교
육으로 설정한 것은 관료적 확장주의나 정책사업의 비효용이라는 정책과
정의 문제보다 일면 더 심각하다 할 전제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첫째, 해당 접근에 전제된 계몽주의 국가관의 문제다. 3차 기본계획에
는 2차 대비 용어가 순화된 편이지만 아직 발견되는 다문화 ‘인식개선’(여
가부, 2018: 24)은 시대착오적 용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식개조,
개선’은 사인 간에도 사용을 삼갈 단어인데(김혜순, 2017: 47), 국가가 일
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대화 시절 새마을운동이나 유신시
절에나 어울릴8) 일이다(김혜순, 2013).
연결하여 둘째, 다문화와 상관없거나 저해되는 가치관이나 특성은 지
워야 할 전근대적 유산쯤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침, 다문화 수용정도는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의 내국인의 경우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들 보고와 정책 대응방식
에 산업화 시기 근대화론에 전제된 단선적 진화론, 서구 중심주의가 전제
되지 않았는지 점검되어야 한다(김혜순, 2013).
셋째, 수용해야 할 다문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서구에서 학계의 용

7)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
방교육은 각각 2003년, 2008년, 2012년, 2014년부터 전국의 유치원 포함 각급 학
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 파견할 강사
교육과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포럼, 세미나 연찬회 등을 통한 강사역
량 제고, 강사 관리 등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맡고 있다.
8) 성폭력 예방교육 접근방식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라는
법조항은 여가부 주관의 시행령에 의해 전국 관련 기관 모두 매년, 총 4시간씩,
부처(국가) 양성 및 관리 강사의 강의이수, 신입직원은 입직 2개월 이내 교육 이
수, 이상의 미이행 또는 부실 운영일 경우 기관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필요하면
현장점검과 기관명 언론공표 등의 후속조치를 적용한다(국민신문고 질의에 여가
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의 2018. 6. 29 최종 수정 답변). 국민동원 논리가
내재된 국가통치성의 발휘다. 공무원 대상 을지훈련, 예비군 동원훈련처럼 해당
시간 일상과 정규업무는 완전 정지되지만, 이들 훈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연례 법정 기념식용 청중 동원행사 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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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례(예, Bloemraad & Wright, 2014)는 물론 정치적 수사성에 대한
지적(김남국 외, 2012; 이태주 외, 2007; Duyvendak & Scholten, 2011)도
다양하지만, 국내의 다문화 용법은 용어폐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의 다문화조차 ‘다문화 남아’라고 표현하는 지
시어 외의 정의조차 곤란한 지경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
용성이 다문화 수용성으로 전치된 것(여가부, 2018: 9)조차 용어혼동을 보
여준다. ‘다문화가족 수용’을 넘어 ‘다문화 수용’을 정책적으로 거론하자면
최소한 수용할 객체, 또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넷째, 혹시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민족이라고 묵시적으로 전제되었다
면,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 통합가치로 활용해 온 민족국가의식주의와 공존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역대 보수정권마다 국민의식 개혁
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민족국가주의로의 동원이 있었다. 현 정권
에서는 명시적 의식개혁과 동원은 없으나 최근 보았듯이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될수록 민족담론이 자주 호명된다. 대중의 ‘민족국가주의로의 자발적
복종과 체화’도 나타나고, 재계에서도 외국인 대신 북한주민을 노동력으
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일반 대중은 물론 정규교육 중의 학생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다.
다섯째, 국내 반다문화 정서의 실체는 대중에 내재된 인식이 아니라 다
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반감일 가능성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다. 다문화 수
용성 2012년의 1차 조사 중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응답자는 이민자 지원
일반에 찬성하지만, 복지지원 찬성은 낮았다(안상수 외, 2012: 101～102).
다문화가족정책의 복지편향과 내국인 역차별은 온라인 반다문화 단체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이지만, 학계에서도 이를 계속 지적해왔다(김선희․전
영평, 2008; 김혜순, 2014a; 이용승, 2016; 이종두․백미연, 2012; 조현상,
2013 등). 같은 주장의 서구 문헌은 훨씬 더 많다(김혜순, 2017: 47).
여섯째, 국민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취약하다. 2
차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다문화수용성은 낮고 악화
되고 있지만, 이주민과의 접촉과 다문화 교육․행사 참여로 일부 개선”되
어 상기 교육이 필요하다(여가부, 2018: 9)고 했다. 해당 보고서(안상수 외,
2015)는 3년 전 대비 개선된 다문화 수용성이 전체 8개 영역 중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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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세계시민행동의지’, ‘거부․회피 정서’의 3개라 했다.9) 여기서, ‘거
부․회피정서’는 외국인 옆자리 앉기, 마주치기, 수영장/목욕탕 공유의 거
부․회피정도, 즉 외국인 혐오 측정 수준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자 4,000명 중 다문화교육 이수자는 219명이었는데, 이들의 3개 영역 및
‘국민정체성’의 수용성 점수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까지의 정책
사업으로 보아 이들 219명은 공무원․경찰․다문화시설 종사자였을 것이
다. 위 3개 영역은 이들 응답자의 사회적 과시효과 또는 정치적 올바름이
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 특수직 5.5%의 왜곡 가능성 있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 대상 보편적 다문화 소양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민현상이 처음 전개되는 만큼 한국사회 구성원의 이민사회에 대한
사회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는 가치 평가적이고 논쟁적 개념일 뿐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확장되는 것
은 기존 정책과정에 새로운 콘텐츠를 실어 예산, 사업, 인력,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확보하는, 몰이민적이지만 관료적 확장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제4절 이민현상의 계층적 특수성 심화

국내에 새로운 이민자 집단이 수용될 때마다, 유입규모의 변화가 있을
때, 이민자 대상 지원정책의 신규 도입 및 변화마다, 다시 말해서 이민정
책의 골격이 구성․변경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
론에 회자되는 주장과 설명이 있고, 이들 현상에 대한 학계의 해석 또는
비판이 뒤따른다. 재계 또는 시장(기업)이 직접 의사표시를 할 경우도 있
지만 정치계나 언론을 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한 집단 또는 여론주도층인 정․관․언․학․민에 의해 형성되
고 확산되는 이민관련 주장, 이를 지배적 이민담론이라 하겠다. 아래에서
는 국내 지배적 이민담론 각각의 내용, 이들에 따라 부상된 이민현상에
9) 나머지 5개의 제목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일방적 동화기대’,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인데, 일부는 실제 질문과 부합하기 곤란한 명칭이다.

26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나타난 계층적 분화가 한국 이민정책환경의 또 다른 특성임을 설명한다.

1. 국내 지배적 이민담론
가. 내국인의 3D 기피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직종에 노동력 충당이 불
가피하여 이민수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만큼 해당
직종 종사자나 운영자는 물론 일반 대중도 현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민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절대다수가 반이민적이
긴 하지만 옹호하는 의견 대부분은 3D업종의 구인난을 언급한다. 관련
직종을 기피하면서도 만성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 대졸실업자가 문제고,
이들 이민자에게 고마워해야 하며, 따라서 이민노동자를 잘 보살펴야 한
다는 이민자 인권복지 논의까지 확대된다.
나. 저출산․고령화
이민자는 통상 수용국보다 출산력이 높은 미개발국 출신이고 가임연령
층이니 이들을 통해 노동력을 보충하자는 주장은 1970년대 선발이민국에
도 등장했었지만, 국내에선 다른 배경을 갖는다. 저출산․고령화는 ‘3D 기
피’보다 그 실상을 자신과 주변에서 쉽게 목도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
장 널리 회자되면서 여러 갈래의 논의의 중심을 차지한다. 첫째, 다문화 담
론의 경우, 2000년대 등장해서 아직도 위세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
혼이민여성이 한국인 가족과 다음 세대 생산에 기여하며 따라서 정부의 저
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연관은 옹호론자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정책을 국가의 ‘다문화가족 만들기 프로젝트’(김현미, 2007; 조
현상, 2013) 식으로 비판하는 논지에도 내재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지방의회와 기초 지자체가 ‘농촌총각과 연변 교포여성’의 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했고(이혜경, 2005), 현재까지도 결혼이민자와 혼인에 소정의 지원/축
하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역 지자체나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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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가의 결정이라 단정할 수 없다. 대중적 논의에 자주 등장하고 정
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피력하는 인사들이 있긴 했으나 결혼이
민여성을 출산력 유지에 활용한다는 기록은 정부 문건으로 찾지 못했다.
이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럴듯한 주장’(plausibility, Freeman,
1997)의 하나로 어느덧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한국과 여타 국제기구의 출산통계가 발표될 때쯤 등장하는
한국 인구 절멸론, 따라서 출산력 진작과 이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언론의 메시지 구성방식 중 하나인 공포와 위협유발(fear/threat appeal)
이 출산력 진작이나 이민 수용의 효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통계수치 자체
나 언론보도로 정책 문건에 자료로 자주 인용되며 대중에게도 널리 회자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이민을 수용
하자는 주장이 있다. 재계와 시장 지향주의자들의 ‘저출산․고령화로 인
한 저성장-저소비 위험설이 동반된다. 고령화로 복지부담은 늘어나는데
누적된 저출산으로 노동인구는 적어지며, 노령인구 확대로 저소비도 확대
되니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유입된 이민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과 소비, 이민자 자신 및 배우자와 자녀에 의한 인구충당 등, 이민 수용으
로 일거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자의 정착과 적응
및 이민사회 갈등을 대비하고 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정치적 비용은
추상적인 한, 즉 계량화되지 않는 한 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
네 번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직
접 관련은 적은 기재부 및 관련 학계와 언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주장이 있다. 대졸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초기 노년층을 고려하면 저출
산․고령화라도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이 중 노동
역량이 뛰어나면서도 다양한 직종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경력단절여성에
주목한 방안이다. 이들을 현역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육아와 가사노동
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보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저렴한 임금으로 생계비 부담이 줄면 출산력도 높
아질 거라는 추정도 포함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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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민족주의적 고려
해외사례로 유일하게 찾은 자료는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펴낸 각
국의 재외동포정책(오정은 편, 2012)이다. 총 6개 국가가 소개되었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외무부가 담당하는 해외거주 동포와 협력 및 연계 강화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 귀환이민 관련으로 소개된 사례는 헝가리가 유
일한데, 한국과 비교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할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갖
고 있다. 헝가리는 무엇보다도 양대 세계전쟁을 통해 국토의 60%, 국민의
66%인 500만 명 정도가 주변국가로 할당되었다고 한다. 영토회복과 재외
동포의 포섭정도가 헝가리 정권마다 최대 이슈이며, 재외동포를 내국인
보다 우대한다 할 정도의 조항을 갖춘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주변국
및 전체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김지영, 2012).
일본의 남미지역 일본인 2세 유치와 활용이 있긴 하나 2008년 경제위
기를 이유로 거의 강제귀국이다 싶은 조건으로 귀환시킨 바가 있다. 재외
동포 발생배경에서도 한국과 비교사례로 보기 어렵다. 일본은 제국주의
적 확장지역에 남겨진 일본인 후손이지만,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이민담
론은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발생한 해외이주자 관련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2007년의 방문취업제 실시 배경과 대상설정, 이후 대상의 지
속적인 확장에 내재된 국가․민족주의적 고려다.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했던 중국과 구소련 거주 한민족에
게 한국에 돌아오거나 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지다. 이민자 중 한국
계 혈통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현재 4세까지인데, 5세까지의 확장이 요구
되는 중이다. 여타 다른 입국 자격자보다 입국과 체류기간 및 활동의 범
위를 포용적으로 제공한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재외동포나 이민자가 아니지만 국가․민족주의와
관계된 것으로,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 북한주민을 중소기
업의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북한주민을 노동자로 활용하
면 송금에 의해 통일비용의 일부가 충당된다는 영토 내 국부론뿐 아니라
국내 이민노동자 지형에 미칠 영향 등에 국가․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작
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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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우수인재 및 투자유치와 난민
해외우수인재 유치와 난민은 선호도와 관련 이민담론이 상반되는 집단
이지만 국제관계나 협약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을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항목으로 묶었다. 먼저, 해외우수인재 및 투자유치는 이민에 의한 경제적
기여가 쉽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이민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동반 등장한
다. 이민 수용과 문호개방 옹호론자들이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적극 소개
하고 활용한다. 대표적인 해외투자유치 사업은 제주도, 부산 해운대의 엘
시티 지역,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인근지역 외 수개 처를 지정 운용했다.
해당 자격의 국내 거주 이민자는 언론이나 정치적 행사에 등장해서 한국
의 매력과 자유로운 국제이동의 장점을 피력한다. 전자로는 국가주의에
소구하는 메시지이고 후자는 이민의 긍정적 측면을 설득하게 된다.
한편, 한국과 관계없을 거라 간주되던 난민의제가 2018년 한국 사회에
던져졌다. OECD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선발이민국이 2010년대 들어 이
민과 난민의제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 우선으로 선회한다는
논지의 국내 언론보도가 계속되던 중이었다. 국내에 요원해보이던 난민
의제가 부상하면서 엄청난 양의 보도가 이어졌다. 통칭 보수지와 경제지
에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언급되기까지 했다. 특정 기간 집중되었지만 후
속보도는 빠르게 사라졌다. 당시 언론보도 경향을 보면, 난민보호활동가
의 주장, 일부 종교계 인사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유명 인사
들의 기고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인간으로서 보편적 인권, 국가위상 및
글로벌 품격 유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갚아야 국제사회에 대
한 도리라는 도덕주의적 논지 등이 난민수용에 찬성의 근거로 제시되었
다. 일반 대중은 난민수용 반대의 입장으로 보도되었고 이는 최단시간 최
대 동의를 끌어낸 청와대 청원 중 하나로 나타났다. 상황의 추이를 예의
주시했겠으나, 정치인, 여론주도층에서 난민인권 옹호 또는 제한이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단, 여론의 향방
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거나 체계적인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다. 이후 보도경향을 볼 때 난민관련 의제는 선발이민국에서처
럼 지속적인 정치의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출되었다는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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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를 넘기면서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단, 국내 최초로 부상한 난민의
제에 대한 국내 주요 집단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이민담론 분야에서 주목할 현상이다.

2. 귀결된 유입이민자의 구성상 특징
이상, 지배적인 국내이민담론으로 내국인의 ‘3D 기피 보충론’, 다문화
담론-인구절멸론-노동력 및 소비인구 보충-저렴한 가사도우미 도입 등
여러 갈래로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대비론’, 재외동포와 북한주민 활용
론에 내재된 ‘국가․민족주의적 고려’, 해외로부터의 경제요소 투입을 기
대하는 ‘문호개방론’, 도덕적 차원의 ‘국격 유지론’의 다섯 가지를 소개했
다. 이들 5개 담론 중 ‘3D 기피 보충론’과 ‘문호개방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민/난민 관련으로 대항담론으로 상존하는 ‘이주자 인권론’과 함께, 해외
문헌에서 비경제적 고려 또는 인도주의적 고려로 분류되는 주장들이다.
‘문호개방론’에 부응할 숙련․전문인력은 2018년 9월 출입국외국인 통계
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2,321,820명 중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1,654,727
명에서 48,498명, 2.9%뿐이다. 이들 중 회화지도 및 준전문인력을 제외하
면 25,000명, 1.5%다. 그나마 전문숙련 이민자는 기술유출 및 잠식의 우려
와 낮은 잔류율이 문제였다. 유인을 제공해도 국내 정주와 소비보다 자국
으로의 송금과 기술유출 등의 국부유출로 이어지거나 제3국 또는 자국을
경유한 또 다른 이민 등 순환이민의 한 경로로 한국이 활용되기도 했다.
해외투자유치 이민은 중국 부동산․건설자본의 국내 잠식,10) 제주도 일
각의 중국화 우려, 각종 금융관련 범죄로 유명해진 부산 엘시티, 찾는 이
없는 나머지 국내 해외투자유치 지역 등의 부정적 측면들이 주로 부각되
었다. 해외우수인재 및 투자유치는 여론주도자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과
의 거리는 충격적으로 멀었다.
국내 유입된 이민자를 보면 결혼이민자와 자녀, 동반 및 초청가족, 재
외동포 등 비경제적 이민이 절대다수를 점한다. 경제이민이라 할 외국인
10) 유사한 경험을 했던 홍콩은 2010년 중국본토인의 부동산투자제도를 중단시키거
나 최소 투자액을 50%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한다(김상명, 2014:9).

제2장 한국의 이민과 통합정책 환경

31

노동자는 ‘3D 기피 보충론’에 의한 단순노동자다. 처음부터 경제적 고려
로 유입된 이민자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게끔 되어 있고, 가부장적 온정주
의나 민족주의로 도입된 비경제이민도 단순노동 종사 가능성이 매우 높
은 실정이다. 이민자 인권복지 중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
가족의 초청가족 범위 확대와 장기거주 허용 및 경제활동 허용이라는 또
다른 인도주의적 고려가 확장되고 있다. 해외 문헌에 나타난 선발이민국
의 이민정책에서 찾기 어려운 이민 프로필이다.
세계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민자 인권복지 중심의 사회통합정책은 한
국에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의 거의 동시 진행으로도 나타난다. 우선,
가장 손쉬운 이민경로이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할 이민자가 결혼이민을
선택하게 되며, 자국에서 결혼적령기라 할 20대 초반 여성의 경우는 한국
인 가족이나 지역사회(지자체)의 기대에 부응하여 입국과 동시에 자녀를
출산한다. 행자부의 2017년 11월 자료에 한국출생 외국인 자녀는 212,302
명으로 전체 이민배경주민 중 11.4%를 차지한다.

3. 국내 이민현상의 계층적 단절
한국사회의 여론주도층 또는 지배층의 이민담론과 밀접한 관련하에 유
입이민자의 절대다수는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등의 비경제이민, 단순노
동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임을 관련 통계로 살펴보았다. 유
입 이민자 절대다수가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중하층～저소득층에 포진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민자의 인권복지 중심 민․언․관․학 클러스터의
또 다른 활동, 기획기사, 정책사업, 연구의 계기로 작동해왔다.
각종 이민담론은 진위나 정당성을 구체적 자료로 증빙하기에 앞서, 내
국인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민으로 인
해 혜택을 보는 층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층이 다르다(Freeman, 1995)
는 이민영향의 계층특수성(class-specificity)은 유입된 이민자가 단순노
동 중심일 때 더욱 다양하게,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정치인으로서는 유권자인 내국인에게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에 대
한 온정적 가부장으로 자신을 전시하면서 한때 ‘다문화 열풍’ 조성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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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기여해왔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은 이들 정치인의 임기 내 유권자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민자로서 가장 핵심 관심사인 안정적 체류자격(이
민관리)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사회통합)은 물론 여타 사회문화적 지원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지금의 형태와 위상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문화가족정책 사업 중 최근 들어 관련 부처 공동으로 가장 주력
사업이라 할 이민배경 자녀 대상의 이중언어교육은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발이민국가의 정책사업에서 거의 사라졌고, 이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교육은 세계유례가 없던 정책이다.
이렇게 수월성 중심으로 이민배경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성공사례로 홍보
될 수는 있다. 선발이민국 경험에 나타나는 이민 1.5세, 2세대 중심으로
부상되는 주류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에 따른 이민사회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전반의 보편적 학력수준 향상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이다. 더하여, 내국인 학부모 입장에서 이민배경자녀이기 때문에 추
가되는 지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또한 여타 이민자 집단 대비 안정적 체류자격과 자유로운 경
제활동을 확보해왔고 또 다른 확대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중국이
나 구소련권 재외동포는 정치인으로서 대중에게 민족과 역사의식의 전시
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이며, 이민자 중 단일 집단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민자는 유입경로나 체류 자격상 경제이민, 비경제이민 분류에 관계
없이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는데, 국내 유입 이민자의
절대다수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따라서 중하층～빈곤층이라는 계층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취업가능업종이 정해진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노동
자는 물론이고, 일부 연예인이나 극소수 전문직 외의 국내 재외동포, 결
혼이민자와 자녀, 그들의 가족결합이민자, 유학생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
에 상응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일자리, 임금, 주거, 일터와 일상
등에서 집중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경쟁과 대립을 경험하게 된다. 이민현
상의 계층특수성이 더욱 강력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저소득층의 확산과
함께 경쟁과 대립 관계에 놓인 계층의 저변이 확대된다. 이민자와 경쟁
및 대립 관계인 일자리를 ‘3D 업종’만 연상한다면 이민현상과 거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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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주도층이거나 관심 없고 영향 받지 않는 중상층 이상일 가능성이 높
다. 한국은 경력단절여성, 50대면 정년퇴직하는 정규 노동자들, 정규직 취
업을 준비하며 생계를 위해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신규 대졸실업자로
구성된 고유의 노동력 공급 풀을 가지고 있다.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여성, 저학력, 저
소득, 고연령층에서 일관되게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
의식, 문화다양성, 이웃-직장 동료 등으로 외국인을 어찌 생각하느냐는
등의 세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기준 자체가 극심한 계층차별
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여성-기혼-저학력-저소득-고연령
층이 당면한 이민현상은 세계화의 수혜자인 관․언․학계 인사들이 선발
이민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경험하고 당면하는 이민현상과 다르다는 계층
특수성이 정책과정에 적극 감안되어야 한다. 현재 3차 기본계획에 계획된
공공기관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도 문제지만,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집단
에 ‘찾아가는 교육’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민자 범죄에 대한 인식에도 계층적 특수성이 나타난다. 역시 저학력,
저소득, 전업주부-무직-농림어업종사-기능-조립종사, 단순노무종사자의
이민자 범죄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다(안상수 외, 2015)고 한다. 이민자 범
죄는 내국인 인구 대비 발생률이 낮고, 이민자의 연령분포가 청장년층에
밀집되었음을 감안하면 발생률이 더 낮음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들 범죄
의 대표적 유형이 강력범죄와 기초질서 위반이라는 점이다. 사람 대상의
강력범죄 노출 정도는 이민자 주거지 인근인 저소득층 주거지에 높고, 금
융 관련 범죄 대비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노출과 확산이 전국적이
다.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횡단, 고성, 흡연, 가래침뱉기 등 기초질서 위반
역시 기초생활 규범이 다른 외국 출신과 주거를 공유할수록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범죄의 빈도와 비율이라는 평균적 수치 대비 계층적 특수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측면은,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들어
국내 초기 노년 노동층과의 경쟁관계를 지적하면 초기 노년층의 의지와
작업능력 평가절하,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적하면 한국의
젠더 관계가 바뀌어야 가능하니 그때까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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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하의 단시간 노동으로 연명하는 신규 대졸자와의 경쟁을 지
적하면 그럴 리 없다가 고위 정책결정자 일각의 의견인 실정이다.11)
최근 제주도의 ‘예멘 출신 무사증입국자 관련 상황’은 제주를 넘어 전
국적인 반향과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는 온라인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의
활동을 가져왔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이민과 난민은, 온정적 가
부장과 민족주의를 넘어 또는 결합하여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며, 여건에
따라서는 규모와 비율에 무관하게, 정부/정권/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제5절 ‘때 이른’ 반다문화, 반이민-난민 정서

선발이민국가와 달리 이민관련 테러로부터 자유롭고, 온라인에 머물던
반다문화 정서가 거부감과 계몽의 대상에서 학술 및 정책활동 대상으로
접근된 것이 극히 최근(김혜순, 2017: 35～36)이기도 하다. 이민자 관련 범
죄가 발생했고 선정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며 대중의 반이민 정서와 관
련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긴 했으나, 이들 움
직임이 정치권에서 활용되기는커녕 무마와 계도의 계기로 활용되어왔다.
주목하려는 것은, 정치권의 극우적 활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
성적인 경기침체와 2010년대 들어 부상해 온 내국인의 반이민 정서가 공
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대중의 반이민 정서가 가시화된 한 원형
은 2000년대 초반 운영되었던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게

11) 2010년대 중반 2년간 정기적으로 진행된 비공개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들인데, 비
공개 포럼이었던 만큼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음. 흥미로운 것은 시장경제
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 주장이 일면, 이민자와 내국인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보수적(예 : 예멘 출신 제주 무사증입국자 논란이 있던 때 프레시안이 2018
년 6월 30일 보도한 한 활동가 인터뷰 기사 제목은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였다)이라는 일부 진영논리와 상통한다는 점이다. 양극단이라 할 평소
입장이 이민자를 두고 전에도 수렴했던 적은 결혼이민자를 둔 피해자 페미니스트
진영과 국가가부장의 제휴다(김혜순, 2014a :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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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상반기에 정부 합동으로 국내 최초의 (여
성결혼)이민자지원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게시판이 관리되었음을 감
안해야겠지만 4, 5월 게시판은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비
판-비난-항의 일색이었다(김혜순, 2008a: 49).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외
국인 노동자에 한정된 것은 IMF 위기 이후 불안정해진 경제와 고용상태
때문이라 하겠다. 외국인 신부/며느리 등 가족구성원으로 제시된 결혼이
민자에 호의적이었던 여론은 2010년대 들어 반다문화 정서로 언론에 보
도되기 시작했고, 그 존재와 문제의식은 2012년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
족정책의 2차 기본계획 문건에 나타났다(김혜순, 2017: 46～47). 문제는
포착했으나 대응방식은 관료적이고 전근대적(김혜순, 2013; 2017)임은 앞
서 지적한 바와 같다.
결혼이민여성과 재외동포, 이들은 모두 이민자이고, 한때 대중의 가부
장적 온정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호의의 대상이었으나 이후 관심에서 멀
어지거나 경계의식이 높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국인 대상 조사에서 이민사회 갈등에 관련될 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르며(정기선 외, 2010), 이민의 경제적 기여,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보장, 이민자 증가에 대해 여성, 고연령, 저학력, 저
소득일수록 부정적인 것(정기선 외, 2016a)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다는 것은 1차(안상수 외, 2012)와 2차
(안상수 외,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도 공통되게 나타난다. 이들
결과를 국민계몽식으로 해석하거나 정책사업화의 근거로 삼는 것12)에 반
대(김혜순, 2013; 2017)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지적한 이민자 접촉 및
영향의 계층특수성 때문이다. 국내 이민자가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터에서 이민자와 접촉하는 내국인은 단순노동종사자이고, 내국
인 중에서도 남성보다 단시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며, 삶터에
서는 저소득 주거지에, 남성보다 지역밀착적 일상을 갖는 여성이 이민자

12) 접촉이 많을수록 우호적임이 국민다문화수용성 1차(안상수 외, 2012)에서 집중적
으로 강조되고, 2차에서는 접촉유형과 접촉양식에 따른 변이가 주목되었지만(안
상수 외, 2015), 대상별로 세분화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행사참여로 개선하자는
정책사업화 제안은 공통된다.

36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와 접점이 많은데, 접점이 많은 이들이 갈등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부
정적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18년의 제주도발 난민 논란에 전문가․지식인․활동가․언론인들이
단일민족주의, 국가차별주의, 반지성주의, 보수기독교계의 조직화된 대응,
무슬림/외국인 혐오, 이민자 범죄통계 현황, 식민지시절 한국인의 타국으
로 이주사실, 인권과 국가의 품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힐난 또는 계몽조
의13) 언급이 많았다. 이는 반이민-난민 정서 해소는커녕 더 촉발할 수 있
다. 정치인의 반이민 정서 선동은 없었으나 반다문화, 반난민 정서가 표출
된 것은 다문화정책으로 대표되던 정부의 온정과 시혜적 정책, 제주도 무
사증제도의 효용성, 난민법을 집행할 정책체계 대응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다문화주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 비판 및 반대로 정의(심양섭, 2016: 139～144)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발이민국의 문헌에는 이민자의 규모나 범죄 그 자체로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축적되고 분출된다는 주장을 찾기 어렵다. 사회경제
적 여건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좌절을 표출할 출구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민자, 여성, 노인)을 찾게 되며, 여기에 정부가 이민 관련의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식, 언론의 선동적 보도, 정치집단의 이민자
희생양 삼기 등이 기폭제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 대중의 이민경계심은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대중을 위협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림 2-1]은 일반 대중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이민자 자체보다는 이
민의제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다른 편으로는 사회 전반에 대
13) ｢당신에게 예멘인을 차별할 자유․권리 따윈 없다｣(오마이뉴스, 2018. 6. 30), ｢제
주도에 몰려든 예멘인 난민..“난민 보호는 인권의 척도”｣(한겨레, 2018. 6. 20), ｢난
민 공포 vs. 인류애..‘딜레마 빠진 대한민국｣(머니투데이, 2018. 6. 21), ｢‘난민을 반
대한다’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상식들｣(오마이뉴스, 2018. 6. 21), ｢인권 한국, 난
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서울신문, 2018. 6. 21), ｢‘예멘인 사태와 무관한
난민정책..인권대책도 빠져’ 지적｣(서울신문, 2018. 6. 30), ｢예멘 난민상태가 일깨
운 것들｣(경향신문, 2018. 7. 4), ｢미 이민 장벽 욕하면서 우리 앞 외면...공존 배울
때｣(서울신문, 2018. 7. 9), ｢난민 받으면 국가경제에 도움된다｣(주간동아, 2018. 7.
11),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대표 ‘세계시민의 눈으로 봐야’｣(연합뉴스, 2018. 7. 15),
｢제주 녹색당 고은영 ‘예멘 난민 환대해야’｣(YTN, 2018. 7. 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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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이민사회 통합정책 환경

자료 : 필자 작성.

한 소속감과 통합의식의 영향을 받게 됨을 도식화한 것이다.
OECD 주관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은 2017년에
24%로 조사대상 35개 국가 중 32위, 2018년에는 36%로 34개국 중 25위였
다고 한다(세계일보, 2018. 11. 6 보도). 급상승이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
뢰정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전체 평균이 45%임을 감안하면 신
뢰정도가 중하위에 속한다. 국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선발이민국의 이․
난민 관련 정치 및 정책판세는 유럽 정치인의 다문화 폐기선언(이 또한 정
치적 수사 혐의)으로 시작하여 자국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서의 팽창이다.
현 정권 들어 일반 대중의 의견 표출의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청
와대 청원과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자체의 공과를 논의
할 자리는 아니며 이를 통해 대중의 이민정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
점을 [그림 2-1]에 넣었다. 여타 요인들은 앞서 논의의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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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1절 머리말

여기서의 분석은 OECD(2015)14)의 분석에 기초하여 틀 거리를 만들었
다. 동 자료는 이민자 통합지표를 주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민자
와 선주민 간 격차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지표는 노동시장 성
과(고용, 실업 등), 고용의 질(근로시간, 숙련, 고용형태 등), 이민자 가구
의 특성 등이다. 이민자의 통합을 노동시장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유는 제
5장에서 후술하듯이 이민자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기회의 차
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때 이민자의 통합은 이민
자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이슈는 이민자 자체의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
는 것도 방법이지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국인 혹은 선주민과의
격차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
추고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표와 관련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내국인과
비교한다. 둘째, 이민자의 고용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임금 등을 내국인과
14) OECD, Indicatord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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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셋째,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이민자와 내국인의 노동시장 성과 비교․분석에서 이용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민자의 경제활동실태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
보는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이하 이민자 조사)가 대표적
이다. 이 조사는 한국에 91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를 대상으로 한국 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불법체류자들은 조사의
어려움으로 통계작성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 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하
여 온 외국인고용조사를 개편한 것이지만 모집단의 차이, 표본의 차이(귀
화자 포함), 조사항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전의 자료들을 시계열로 비
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5)
동 자료에서는 비자유형별 이민자 정보 외에 국적취득자(통계청 자료
에는 귀화허가자로 표현)에 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국적을 기
준으로 할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귀화허가자를 제외하는 것이 맞겠
으나 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국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16) 본
연구에서의 이민자는 이들 귀화허가자를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둘째,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특성을 선주민과 비교하기 위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이루어진 2017년도 경활부가조사(8월)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경제
활동인구조사는 상주외국인을 포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내국인 정
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괄하는 이민자 규
모가 가중치 문제 등으로 실제 체류이민자보다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
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서 분
석한 자료를 내국인 통계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한편, 최근 들어 이민자 집단 중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이 점차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018년 경사연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필자가 노동시장 자립 부문의 연구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제외하였다.
16) 이에 대한 정의 및 통계에 대해서는 이규용 외(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
국노동연구원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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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자 통합문제는 이민자 자체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바
라보는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와 내국인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바
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를 바라보는 내국인에 대한 인식은 매
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Simon & Sikich의 연구17)에서 이용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
였다.

제2절 이민자의 인구 특성

1. 연령별 인구구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총인구는 5,100만 명이며 이 중 내국
인은 4,900만 명(97.1%이며), 외국인은 14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성이 49.9%이고 여성
이 50.1%이다. 외국인 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성이 57.2%로 내국인
<표 3-1> 상주 내외국인의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남

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세 미만

13.3

13.7

12.9

3.4

3.1

3.9

15～64세

72.5

74.1

70.8

92.8

94.1

91.0

65세 이상

14.2

12.2

16.3

3.8

2.8

5.0

자료 : 통계청(2017), ｢인구총조사｣.

17) Simon Rita J. and Keri W. Sikics(2007),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ies across Seven Nations, IMR Volume 41(Winter
2007), pp.95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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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내국인의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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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민자의 인구구조

자료 : 통계청(2017),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성비에 비해 남성 비중이 더 많다. 연령별 구조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15
세 미만이 13.3%이고 15～64세가 72.5%이며 65세 이상은 14.2%이다. 이
에 비해 이민자는 15세 미만이 3.4%이고 15～64세는 92.8%로 매우 높으
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3.8%로 낮다.

2.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특성
2017년 기준 이민자의 생산가능인구는 1,278천 명이다. 이들의 체류기
간별 분포를 보면 한시적 체류자인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10년 미만
이 대부분이다. 재외동포와 영주자 및 한국국적 취득자의 10년 이상 체류
자는 타 비자에 비해 많다. 비전문취업의 경우 2018년도에 제도를 정비하
면서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기간을
지나 체류하는 경우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된다. 전문인력은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으나 5년 미만 체류자가 72.9%에 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정주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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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이민자 체류기간별 분포(2017년)
(단위：명, %)
전체 이민자

체류기간
5년 미만

체류기간
5～9년

체류기간
10년 이상

전체

1,277,980(100.0)

55.8

27.6

16.5

비전문취업

255,911(100.0)

74.7

24.3

0.9

방문취업

201,462(100.0)

63.3

20.5

16.2

전문인력

38,544(100.0)

72.9

21.8

5.3

유학생

98,602(100.0)

91.7

8.1

0.2

재외동포

277,873(100.0)

42.0

35.6

22.4

영주자

102,653(100.0)

7.1

39.8

53.1

결혼이민자

108,470(100.0)

42.4

36.7

21.0

기타

141,742(100.0)

72.3

16.4

11.2

52,723(100.0)

7.7

57.9

34.4

한국국적 취득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동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젊은 편이다. 특히 비전문취업의 경우 94%가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다.
이에 비해 동포인력인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는 고연령층이 많다. 방문취업
자의 경우 40대가 32.1%이고 50대는 이보다 많은 38.2%를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32.0%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취업자 및 재외동포 등 동포인력이 국내 노
동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 계층이고 이들의 상당수가 서비스업종에 종
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동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추가유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고령화는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인력부족 문
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측면과 동포 고령자의 정주화에 따른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중국동포들이 주로 담당하여 온 가사
간병 서비스나 음식업 분야의 경우 동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18) 여기서 기타 비자는 거주(F-2),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 비자 체류자격
자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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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비자유형별 연령별 분포
(단위：%)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100.0

30.4

27.1

16.6

16.1

10.0

비전문취업

100.0

49.5

44.3

6.1

0.0

0.0

방문취업

100.0

7.0

18.7

32.1

38.2

4.0

전문인력

100.0

41.1

41.2

12.7

3.7

1.3

유학생

100.0

91.1

8.1

0.8

0.1

0.0

재외동포

100.0

15.8

19.1

16.1

17.0

32.0

영주자

100.0

10.8

25.4

24.2

28.1

11.4

결혼이민자

100.0

34.9

35.2

17.3

9.8

2.8

기타

100.0

23.2

24.3

20.8

24.0

7.8

한국국적 취득

100.0

30.3

36.1

15.2

11.3

7.1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표 3-4> 비자유형별 이민자의 국적 분포
(단위：%)
전체

한국계
중국인

중국(한국
계 제외)

베트남

기타
아시아

아시아
이외

전체

100.0

40.0

11.6

11.8

28.7

7.9

비전문취업

100.0

0.0

0.6

13.1

86.3

0.0

방문취업

100.0

90.4

0.0

0.0

9.1

0.5

전문인력

100.0

0.0

27.3

6.0

19.6

47.2

유학생

100.0

0.3

56.8

14.2

21.0

7.7

재외동포

100.0

78.7

0.0

0.0

3.1

18.2

영주자

100.0

58.0

16.9

1.4

21.1

2.5

결혼이민자

100.0

16.4

16.1

37.1

24.7

5.7

기타

100.0

8.7

26.8

29.7

24.7

10.0

한국국적 취득

100.0

38.6

14.1

31.7

14.4

1.3

직전 : 결혼이민자

100.0

18.1

13.7

51.2

16.6

0.4

직전 : 그외

100.0

46.3

14.2

24.3

13.5

1.7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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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산가능인구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40.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베트남, 중국(한국계 제외) 등의 순이다. 한국국적 취득
자 중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경우 이들의 이전 국적을 보면 베트남 국적이
5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분석 목적 등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경우 국적취득자로 분리하여 볼 수도 있으나 필요한 경우 결혼이민자(국
적미취득자)로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집단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재외동포와 비전문취업
의 대졸 이상 비율이 각각 33.3%와 30.3%로 가장 높으며 이는 국내 경제
활동인구조사의 대졸 이상 학력비중인 36.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이민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민자 집단이
내국인에 비해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낮지만 재외동포나 비전문취
업자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내외국인 생산가능인구를 학력별로 비교하면 내국인 생산가능인구 중
<표 3-5>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비자유형별 학력별 분포
(단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0

30.9

40.5

28.6

비전문취업

100.0

22.1

47.6

30.3

방문취업

100.0

43.2

45.9

10.9

전문인력

100.0

13.1

11.3

75.5

유학생

100.0

0.0

65.3

34.7

재외동포

100.0

34.3

32.5

33.3

영주자

100.0

30.9

41.0

28.2

결혼이민자

100.0

34.7

37.7

27.6

기타

100.0

43.4

27.2

29.4

한국국적 취득

100.0

37.9

44.3

17.8

(직전 : 결혼이민자)

100.0

43.7

43.1

13.2

(직전 : 그외)

100.0

35.7

44.8

19.6

100.0

25.2

37.8

36.9

이민자 전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제3장 내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45

대졸 이상은 36.9%인 데 비해 이민자 집단은 28.6%로 이민자의 대졸 이
상 비중이 8.3%p 더 낮다.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이민자 대졸 이
상 학력이 이민자보다 더 많아 상대적으로 이민자 집단의 학력이 내국인
에 비해 더 낮다.
<표 3-6>과 <표 3-7>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
녀에 대한 내용이다. 유배우자 집단이 64.6%이며 배우자 국적이 출생시
부터 한국이라고 응답한 이민자는 13.5%이고 2.4%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2%이며 전체 응
답자 중 36.5%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 입국
자의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1,459명이다.
[그림 3-3] 학력별 내외국인 생산가능인구 분포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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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이민자(생산가능인구)의 배우자 여부 및 국적(2017년)
(단위：%)
배우자 있음
비자유형

전체

계

배우자
없음

한국거주(배우자의 국적)
배우자 국적

한국
거주
안함

외국국적

한국국적
(출생시부터)

한국국적
취득

29.1

13.5

2.4

100.0

35.6

19.4

비전문취업

100.0

46.2

49.4

4.1

0.1

0.1

방문취업

100.0

27.4

20.9

49.6

1.0

1.1

전문인력

100.0

59.0

21.7

16.5

2.8

0.0

유학생

100.0

90.1

3.7

5.5

0.5

0.2

재외동포

100.0

35.7

12.2

44.7

6.0

1.5

영주자

100.0

20.9

6.5

41.5

25.2

5.9

결혼이민자

100.0

4.5

0.2

1.4

84.0

9.9

기타

100.0

24.6

18.6

53.4

2.4

1.0

한국국적취득

100.0

17.8

0.9

10.0

61.4

9.9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표 3-7> 이민자(생산가능인구)의 자녀 유무(2017년)
(단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계

외국에 거주

한국에 거주

38.8

24.7

36.5

100.0

비전문취업

61.1

38.3

0.6

100.0

방문취업

24.0

39.6

36.4

100.0

전문인력

66.8

25.1

8.2

100.0

유학생

94.5

2.7

2.8

100.0

재외동포

28.5

25.2

46.3

100.0

영주자

22.9

19.8

57.3

100.0

결혼이민자

20.2

7.4

72.4

100.0

기타

27.8

16.5

55.7

100.0

한국국적 취득

16.4

5.9

77.7

100.0

직전：결혼이민자

6.3

3.8

89.9

100.0

직전：그외

20.2

6.7

73.1

100.0

전체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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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내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

1.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가.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3-4]는 비자유형별 이민자와 내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
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8%로 내국인의
63.5%에 비해 높다.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비자유형 중 내국인보다 경제
활동참가율이 낮은 집단은 결혼이민자, 그리고 기타 비자 입국자이다.
주요 비자유형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내국인과 비교하면 [그림
3-5]와 같다. 이 통계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고용
허가제와 방문취업자는 제외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기타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민자가 내국인에 비해 더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와 기타를 제외하고는 이민자가 더 높다. 성별 경제활동참가
[그림 3-4] 비자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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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격차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1.1p% 더 높다. 재외
동포의 성별격차는 내국인과 비슷한 데 비해 영주자는 격차가 더 적다.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7.3%p 높으며 국적
취득자는 12.6%p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다.
[그림 3-5] 비자유형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6]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전체)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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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그림 3-6]과 같다. 그림에
서 보듯이 내국인과 비교 시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15～29세, 30～39세 그리고 60세 이상이며, 50대의 경우 내국인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이민자에 비해 약간 더 높다.
끝으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성의 경우 내외국인 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분포가 거의 유사한 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이민
자 청년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데 비해 40대 이
상에서는 내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민자에 비해 더 높다.
[그림 3-7]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3-8]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나. 고용률
[그림 3-9]는 비자유형별 고용률을 내국인과 비교한 결과이다. 취업비
자로 입국한 비전문취업과 전문인력은 거의 100%에 가까운 고용률을 보
이고 있다. 방문취업자의 고용률은 82.7%로 이들이 모두 취업에 종사하
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민자의 고용률은 67.9%로 내
국인의 61.2%에 비해 6.7%p 더 높다. 비자유형별로 볼 때 내국인보다 고
용률이 낮은 집단은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기타 비자유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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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비자유형별 고용률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3-8> 체류기간별 이민자의 고용률
(단위：%)
전체

남성

여성

5년
미만

5～
9년

10년
이상

5년
미만

5～
9년

10년
이상

5년
미만

5～
9년

10년
이상

전체

63.6

73.2

73.7

78.0

84.3

83.6

44.0

60.6

63.7

비전문취업

99.8

100.0

100.0

99.9

100.0

100.0

99.4

100.0

100.0

방문취업

81.8

80.4

89.3

88.0

85.1

91.8

73.7

72.8

84.1

전문인력

99.4

97.8

100.0

100.0

97.1

100.0

98.7

100.0

100.0

유학생

12.3

14.8

20.5

11.1

11.6

13.3

19.5

32.3

재외동포

61.5

68.3

67.9

76.7

75.9

78.1

49.7

59.6

55.7

영주자

63.6

76.7

71.2

65.0

89.4

80.2

62.6

67.0

63.6

결혼이민자

26.6

57.9

73.8

63.7

79.7

89.9

22.9

54.6

65.2

기타

28.5

52.4

72.4

39.9

62.8

82.9

16.1

40.8

59.9

한국국적 취득

48.2

64.1

67.8

58.9

73.1

81.6

43.6

62.9

63.3

직전 : 결혼이민자 54.2

66.0

68.5

100.0

93.3

55.5

65.7

66.6

직전 : 그외

63.1

67.6

72.4

80.9

40.1

61.4

62.1

47.0

59.7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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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학생 비자이다. 이하에서는 고용률을 인적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자.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의 경우 기타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민자 그룹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내국인에 비
해 고용률이 낮은 집단은 결혼이민자와 기타 집단이며 국적취득자의 경
우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여성에 비해 고용률이 더
높다.
성별 고용률 격차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남성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20.1%p 높다. 이민자 집단을 보면 재외동포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5%p 높으며 이보다 큰 격차를 보이는 집단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
자 집단이고 영주자의 경우 성별 고용률 격차가 내국인에 비해 다소 적다.
연령별 내외국인의 고용률 격차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3-11]에 제시
되어 있다. 내국인에 비해 이민자의 고용률이 더 높은 연령계층은 청년층
(15～29세)과 30대 그리고 60세 이상이다. 그러나 30대와 40대는 내외국
[그림 3-10] 비자유형별 성별 고용률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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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내외국인 연령별 고용률 비교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인 간 거의 차이가 없다.
청년층의 경우 이민자의 고용률이 내국인에 비해 17.5%p 더 높으며 30
대는 이민자가 2.6%p 높다. 40대의 경우는 내국인 고용률이 이민자에 비
해 1.2%p로 근사하게 높다. 이에 비해 50대의 경우는 내국인 고용률이
이민자에 비해 6.0%p 높으며 60세 이상은 이민자가 내국인에 비해 4.5%p
더 높다.
끝으로 내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고용률의 연령별 분포는 내외국인 간
거의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이민자 청년층 고용률이 내국
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내국인
고용률이 이민자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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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내외국인 여성 고용률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다. 실업률
비자유형별 이민자와 내국인의 실업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실
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재외동포나 영주자
그리고 국적 취득자 등 정주형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
다. 2017년 8월 경활부가조사에 나타난 내국인 실업률은 3.6%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실업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4.0%를 보이고 있으며 비자유
형별로 보면 유학생 실업률이 19.6%로 매우 높다. 그다음으로 기타 비자
가 1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실업률도 6.4%이고 한국국적
취득자 중 국적취득 직전에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계층의 실업률도 6.4%
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내외국인의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내국인 실업률이 이
민자에 비해 3.9%p 높으며 30대의 경우에도 내국인이 0.5%p 더 높다. 이
에 비해 40대 이상의 경우 이민자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으며 특
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국인과의 실업률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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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비자유형별 실업률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15] 내외국인 연령별 실업률 비교
(단위：%)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내외국인 간 성별 연령별 실업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층
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이상 계층에서만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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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내외국인 여성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이를 요약하면 전반적인 양적인 고용성과 면에서 보면 내외국인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내외국인 간 차이를
다소 보이고 있으나 양적인 고용지표에서 이민자가 내국인에 비해 더 낮
은 성과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업률에서 이민자가 더 높은 것은
이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결과이지 이민자가 내국인에 비해 고용사정
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민자의 고용 및 임금구조
앞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내국인과 이민자 간 고용성과를 비교하였
다. 이하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 간 고용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와 직무의 특성
이민자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내국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더 크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자가 아닌 정주형

56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이민자들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내국인의 경우 광제조업 종사
자 비중이 16.7%인 데 비해 이민자 전체적으로는 45.6%에 이른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비중은 36.6%인 데 비
해 이민자 전체적으로는 17.8%이나 이를 비자유형별로 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57.5%에 이르며19) 재외동포나 영주자도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비
중이 각각 29.1%와 26.2%로 다른 비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3-9> 이민자의 산업별 취업구조
(단위：%)
농림
어업

100.0

5.8

45.6

10.7

19.0

1.2

17.8

비전문취업

100.0

11.1

82.5

3.4

1.2

0.2

1.6

방문취업

100.0

1.1

29.2

26.1

27.3

0.4

15.9

전문인력

100.0

11.6

0.7

26.6

3.4

57.5

유학생

100.0

7.3

0.4

63.2

2.1

27.0

재외동포

100.0

1.8

37.0

9.3

20.3

2.4

29.1

영주자

100.0

0.8

28.6

16.1

27.6

0.7

26.2

결혼이민자

100.0

4.4

36.9

9.9

29.2

1.6

18.1

기타

100.0

22.6

19.1

6.9

29.2

1.9

20.4

한국국적 취득

100.0

4.8

38.4

6.5

30.4

2.0

17.8

(직전 : 결혼이민자) 100.0

7.4

46.8

2.4

28.1

0.6

14.8

(직전 : 그외)

100.0

3.8

35.1

8.1

31.3

2.6

19.0

경제활동인구조사

100.0

5.3

16.7

7.3

22.7

11.4

36.6

이민자 전체

광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
사업,
전기, 운수,
음식,
개인,
통신, 금융
숙박
공공서비스

취업자
전체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19) 이는 전문인력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화지도(E-2) 비자의
영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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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이민자 국적별 산업별 취업구조
(단위：천 명,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19.0

1.2

17.8

20.0

26.3

1.0

20.8

21.5

5.1

47.9

1.2

20.4

도소매,
건설업 음식,
숙박

취업자

농림
어업

광
제조업

868(100.0)

5.8

45.6

10.7

377(100.0)

0.9

31.0

중국(한국계 제외) 55(100.0)

3.9

전체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77(100.0)

15.6

64.1

2.3

11.2

0.8

6.0

기타 아시아

296(100.0)

10.3

69.5

3.4

7.6

0.6

8.6

아시아 이외

62(100.0)

2.8

19.1

3.9

13.1

5.4

55.8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표 3-11> 이민자의 직업별 취업구조
(단위：%)
관리자,
농림
기능,
서비스,
단순
취업자 전문가 사무
어업 기계조작,
판매
노무
전체 및 관련 종사자
숙련종 조립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사자 종사자
이민자 전체

100.0

8.7

2.5

14.0

2.4

39.4

33.1

비전문취업

100.0

0.0

0.1

0.1

3.5

57.9

38.3

방문취업

100.0

0.7

0.4

15.6

0.2

42.2

40.8

전문인력

100.0

67.4

2.2

21.1

0.0

5.5

3.8

유학생

100.0

25.8

5.4

43.7

0.0

4.0

21.1

재외동포

100.0

11.1

4.9

18.7

0.6

36.2

28.4

영주자

100.0

9.2

5.4

24.0

0.5

32.7

28.1

결혼이민자

100.0

11.5

3.2

18.4

1.7

30.6

34.6

기타

100.0

18.9

5.4

20.5

16.0

9.4

29.7

한국국적 취득

100.0

6.5

4.0

26.5

1.9

29.5

31.5

(직전: 결혼이민자) 100.0

4.3

3.0

22.6

2.7

30.1

37.2

(직전: 그외)

100.0

7.4

4.4

28.1

1.6

29.3

29.2

100.0

21.5

17.4

22.4

5.0

20.5

13.3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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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비자유형별 이민자의 직무 특성
실무 지식과 약간의 실무 상당한 실무
전문 지식과
임금근로자 기술이 필요 지식과
지식과
기술이
없는 단순
기술이
기술이
전체
필요한 일
반복적인 일 필요한 일 필요한 일
이민자 전체

828(100.0)

51.0

31.8

9.3

8.0

비전문취업

256(100.0)

57.7

35.9

5.2

1.2

방문취업

165(100.0)

59.4

30.2

8.4

1.9

전문인력

38(100.0)

7.7

20.3

21.2

50.8

유학생

12(100.0)

49.8

24.9

4.3

21.0

171(100.0)

44.4

33.2

12.1

10.3

영주자

68(100.0)

43.6

32.5

12.8

11.1

결혼이민자

45(100.0)

54.5

26.1

10.3

9.1

기타

43(100.0)

50.7

23.4

10.8

15.1

한국국적 취득

29(100.0)

51.7

32.7

9.0

6.7

8(100.0)

64.8

27.6

4.4

3.1

21(100.0)

46.4

34.7

10.8

8.1

재외동포

(직전: 결혼이민자)
(직전: 그외)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이민자의 국적별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한
국계 중국인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0.9%에 불과하며 전반적으
로 각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계
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비중이 47.9%로 절반 가까이 되는 특징을 보
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3를 차지
할 정도로 많으며 아시아 이외 국가들의 경우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종
사자 비중이 55.8%로 높다.
이민자의 직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보다 두드러진다. 전
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
자 비중이 더 높으며 이는 전문인력이나 유학생 등의 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민자가 수행하는 직무 특성을 보면 대부분 단순한 업무이거나 약간
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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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에서 보듯이 이민자 취업자 중 임금금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민자
의 직무 특성을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
순 반복적인 일’이라는 응답이 51.0%이다. 이는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반 전후로 이에 대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 지식
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인력(50.8%)과 유학생
(21.0%)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미만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학력별로 보면 [그림 3-18]에서 보듯이 대졸 이상의 경우 상대적
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비율이 20.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이민자의 학력수준이 직무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
졸 이상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
복적인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8%로 나타난 것은 고용허가제와 방
문취업 입국자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졸 이상자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
면 별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직무가 학
력수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 3-18] 이민자 학력별 직무 특성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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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대졸 이상 이민자의 직무 특성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나. 고용형태
<표 3-13>은 비자유형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이민자는 내국인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으나 고용
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더 높아 상대적으
로 고용의 질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자유형별로 보면 방문취업
자의 경우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임시일용직 종사비중이 63.4%
로 매우 높다. 그러나 재외동포나 영주자, 결혼이민자나 국적취득자 등도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면 40대 이상 계층에서
내국인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 지위를 학력별로 비교하여 비중을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 종사비중이 내외국인 모두 높게 나타나 고용의 질과 학력수
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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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비자유형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취업자 임금
전체 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비임금
무급가족
근로자 자영업자
종사자

100.0

95.4

58.6

36.8

4.6

3.5

1.1

비전문취업

100.0

100.0

93.2

6.8

—

—

—

방문취업

100.0

99.2

35.8

63.4

0.8

0.4

0.4

전문인력

100.0

100.0

87.9

12.1

—

—

—

유학생

100.0

98.4

9.1

89.3

1.6

0.8

0.8

재외동포

100.0

94.1

46.1

48.0

5.9

5.1

0.8

영주자

100.0

91.1

45.2

45.9

8.9

7.1

1.7

결혼이민자

100.0

87.0

41.2

45.8

13.0

7.8

5.2

기타

100.0

82.1

40.1

41.9

17.9

14.9

3.1

한국국적 취득

100.0

86.1

47.0

39.1

13.9

8.5

5.3

직전 : 결혼이민자

100.0

87.2

48.3

38.9

12.8

4.7

8.1

직전 : 그외

100.0

85.7

46.5

39.2

14.3

10.0

4.2

경제활동인구조사

100.0

74.4

50.2

24.1

25.6

21.3

4.3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3-14> 이민자의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재외동포

51.0

45.1

45.2

46.6

44.2

71.2

영주자

50.4

45.5

43.2

55.5

55.6

46.3

결혼이민자

52.7

46.9

46.6

53.7

69.6

55.6

기타

51.1

52.9

38.9

60.7

64.1

48.0

한국국적 취득

45.4

41.9

42.2

50.2

53.7

53.8

(직전 : 결혼이민자)

44.6

44.5

41.8

45.5

49.7

64.8

(직전 : 그외)

45.7

40.5

42.4

51.5

54.7

51.0

경제활동인구조사

32.4

37.1

18.6

25.1

35.9

63.7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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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내외국인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이민자

내국인

취업자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중졸 이하

100.0

95.8

48.7

47.1

고졸

100.0

96.0

58.8

대졸 이상

100.0

94.1

중졸 이하

100.0

고졸
대졸 이상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4.2

2.5

1.7

37.3

4.0

2.8

1.1

68.7

25.4

5.9

5.4

0.6

59.0

20.2

38.8

41.0

30.6

10.4

100.0

71.9

41.2

30.7

28.1

23.2

4.8

100.0

81.8

68.4

13.4

18.2

16.4

1.8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다. 임금구조
1) 비자유형 및 인적 특성별 임금수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의 임
금은 모두 범주형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와 비교를 위해
본 연구도 내국인의 임금을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표 3-16>은 내국인과 이민자의 비자유형별 임금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이민자의 임금분포를 내국인과 비교하면 두 가지 특
징이 있다. 첫째, 300만 원 이상 고임금계층은 내국인이 29.2%로 이민자
의 10.2%에 비해 19.0%p 더 많은 반면에 100만 원 미만 저임금계층 또한
내국인이 11.6%로 이민자 4.3%에 비해 7.3%p 더 많아 내국인 내 그룹 간
임금격차가 이민자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둘째, 200만 원 이상의 임금분
포를 보면 내외국인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민자에 비해 내국인의 인적
자본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임금 부분을 제외할 경우 이민자와 내
국인 간 임금격차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자유형별 임금분포를 이민자 집단을 중심으로 보면 방문취업자와 재
외동포의 임금분포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두 집단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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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성과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
고는 두 집단의 직무나 산업구조 및 직업별 고용구조가 유사한 데 기인하
는 것으로 두 집단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임금
분포가 낮은데 이는 주로 여성이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집
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성별 내외국인의 임금분포를 [그림 3-20]에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
의 내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더 크다. 즉, 내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임
금을 받는 사람이 41.6%로 내국인의 14.1%에 비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내국인 13.4%이고 이민자는 2.6%이
다. 이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내
국인 남성은 73.6%인 데 비해 이민자 남성은 67.8%로 두 집단 간 차이가
<표 3-16> 비자유형별 임금분포
임금근로자
전체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100.0

4.3

39.3

46.1

10.2

비전문취업

100.0

0.0

41.8

55.4

2.9

방문취업

100.0

1.1

36.1

49.2

13.6

전문인력

100.0

0.7

26.5

49.3

23.5

유학생

100.0

70.4

24.6

5.0

0.0

재외동포

100.0

3.9

36.6

47.3

12.2

영주자

100.0

5.6

34.5

43.4

16.6

결혼이민자

100.0

13.5

51.9

21.9

12.7

기타

100.0

11.0

46.5

28.8

13.7

한국국적 취득

100.0

12.6

57.1

23.4

6.9

(직전 : 결혼이민자)

100.0

17.5

67.3

13.1

2.1

(직전 : 그외)

100.0

10.6

53.0

27.5

8.8

경제활동인구조사

100.0

11.6

31.4

27.7

29.2

전체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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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내외국인 임금분포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21] 내외국인의 연령별 임금분포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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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내국인이 35.9%이고 이민자 여성은 33.6%
로 두 집단 간 차이가 2.3%p에 지나지 않아 여성 내 두 집단 간 임금격차
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외국인의 연령별 임금분포를 [그림 3-21]에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이민자의 임금수준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으며 청년층의 경
우에는 2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비교하면 이민자 청년층이 내국인에 비
해 더 임금이 많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핵심 연령계층의 임금수준을 보
면 내국인의 임금이 더 많다.
2) 산업 및 직업별 임금수준
먼저 이민자와 내국인의 집단 내 직종별 임금분포를 보면 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 이민자 집단의 경우 300만 원 이
상 고임금 직종의 분포를 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각각 35.1%와 26.7%로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많다. 이는 내
[그림 3-22] 내외국인의 직업별 임금분포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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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직종에서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
은 각각 47.1%와 41.5%이다. 한편, 내국인의 경우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
사자의 경우도 3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비중이 30.1%로 나타나고 있
다. 이민자의 경우 이 직종에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종은 12.5%이다.
이런 점에서 직종 내 내외국인 간 임금격차는 이민자 집단이 내국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내외국인 간 직종별 임금격차를 보면 전문직종일수록 고임금 부문에서
내외국인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직종의 경우
생산 및 단순노무직종으로 갈수록 두 집단 간 임금격차가 좁혀지고 있으
며 200만 원 이상으로 임금범위를 확대할 경우 단순노무직에서 이민자
집단은 이 직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44.2%인 데 비해 내국인의 경
우는 18.7%로 나타나 이 직종의 경우 이민자가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민자와 내국인의 집단 내 산업별 임금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가장 많은 산
업은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으로 각각 37.7%와 39.4%에 이른다.
나머지 직종은 광제조업 5.4%,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13.3% 그리고 농
림어업은 0.7%이다.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직종을 보면 이민자 집
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10% 이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내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집단은 농림어업(9.7%)과 도소매음식
숙박업(12.7%)을 제외하고는 3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집단도 전체적으로 이민자 집단에 비해 더 많아 집단
내 산업별 임금격차가 내국인이 이민자에 비해 더 큼을 알 수 있다.
내외국인의 산업별 임금분포를 비교하면 300만 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내국인이 이민자보다 고임금에 종사
하는 비중이 더 많다. 건설업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이민자의 비
중이 37.7%로 내국인 28.9%에 비해 더 많은 등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임
금수준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임금분포를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두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이
민자와 내국인 간 산업별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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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내외국인의 산업별 임금분포

자료 : 통계청(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 8),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제4절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

1. 조사개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민자의 통합 이슈는 단순히 이민자만의 문제
가 아니다.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을 좁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이 국민경제나 내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인식에 기초하
여 본 장에서는 Simon & Sikics(2007)의 연구에서 이용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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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조사대상 기초통계
사례 수

비율

N

%

800

100.0

남성

394

49.3

여성

406

50.8

29세 이하

139

17.4

30대

138

17.3

40대

161

20.1

50대

163

20.4

60세 이상

199

24.9

서울

157

19.6

인천/경기

246

30.8

부산/울산/경남

123

15.4

대구/경북

80

10.0

광주/전라/제주

89

11.1

대전/충청/강원

105

13.1

수도권

403

50.4

비수도권

397

49.6

대도시

347

43.4

중소도시

363

45.4

읍면지역

90

11.2

예

140

17.5

아니오

660

82.5

예

125

15.7

아니오

511

63.9

비해당

163

20.4

예

231

28.9

아니오

569

71.1

가족/친척 중 외국인과 결혼 예
여부
아니오

162

20.3

638

79.7

전체
성별

연령

지역 1

지역 2

지역특성

외국인 친구 유무

일터에 외국인 동료 유무

이웃에 외국인 거주 유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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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사결과
본 실태조사는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한 것으로
응답이 나오게 된 원인을 질문하지는 않고 있다. 먼저 [그림 3-24]는 외국
인 및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결과로 19.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1%로 부정
적 의견보다는 약간 더 많다.
[그림 3-25]는 외국인 및 이민자들의 영향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즉
1) 외국인 및 이민자들은 대체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 2) 외국인 및
이민자들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 3) 외국인 및 이민자들은 범죄율
을 높인다, 4) 외국인 및 이민자들은 한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
져와 한국사회 개방에 기여한다로 질문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45.1%이다. 일자
리를 빼앗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2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범죄율
을 높인다에 대해서는 3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사회 개방에
기여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6.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림 3-24] 외국인 및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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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외국인 및 이민자의 영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그림 3-26]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
문한 결과로 이들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5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불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비
중이 높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통계는 상주외국인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불법체류자는 본 연구의 분석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다.20)
20) 통계청 조사는 상주외국인(91일 이상 체류)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단기
체류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계로 포착되는 외국인 취업자보다 실제 노
동시장에서는 이보다 많은 외국인 취업자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이민자(외국인 포함) 통계에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입국자가 모집
단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단기체류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단기체류자
의 1/3가량은 불법체류 상태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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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한국정부는 불법 외국인 및 이민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좀 더 강
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그림 3-27]은 향후 한국에서 외국인 및 이민자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19.0%이고 감소해
야 한다는 의견은 32.2%로 감소의견이 더 높다.
다음으로 이민자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사회 통합이 매우 중
요한데 다음의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먼저 외국인 및 이
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3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 및 이민자들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9.3%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으며, 정부가 외국인 및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
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7.6%로 절반 가까이가
응답하였다.

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체류 증가의 대부분은 단기체류자이며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체류 외국인 추
이와 불법체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단기체류 외국인 추이：
2011년 277.6천 명→2015년 431.6천 명→2017년 597.4천 명→2018. 5월 625천 명
외국인 불법체류자(전체)：
2015년 214.2천 명→2016년 208.9천 명→2017년 251천 명→2018. 4월 312.3천 명
외국인 불법체류자(단기체류)：
2015년 128.1천 명→2016년 132.8천 명→2017년 167.1천 명→2018. 4월 225.8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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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향후 이민자 규모에 대한 의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끝으로 한국말 습득, 세금납부 등이 외국인 및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각 문
항 모두 절반이 넘는 긍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말 습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8] 이민자의 정착에 대한 의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제3장 내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73

[그림 3-29]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 되는 요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한국사회 이민자의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의 통합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민자의 통
합 이슈 중 핵심적인 주제인 노동시장 통합에 대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이민자 통합은 내국인과 비교․분석을 통한 접
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민자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와 선주민 간 비교․분석은 이민자 통합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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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사점의 핵심적인 연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인구분포는
내국인에 비해 젊으나 재외동포와 영주자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
히 재외동포 생산가능인구의 32.0%는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령
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이민자의 학력별 분포에 나타난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결혼이민
자의 학력수준이 다른 이민자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고
졸 이상의 계층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야 할 계층은 재외동포로 이들은 학력별 분포는 국내외 별 차이가 없으나
(표 3-5 참조), 이들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생산관련 기능직이나 단순노
무직 종사비중이 높다(표 3-11 참조).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직종 취
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단순직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
내 노동시장 수급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포인력 활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이민자와 내국인 간 격차가 크지 않으며 이
민자 여성의 경우는 내국인 여성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민자의 고용률은 67.9%로 내국인의 61.2%에 비해 6.7%p 더 높
다. 내국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집단은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이나 성
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이민자와 내국인 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
령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구조
가 이민자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별 연령별 실업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데 비해 남성의 경우 고연령층
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다. 여성 고용률이 내국인과
유사함에도 실업률이 더 낮은 것은 내국인의 경우 비경활인구로 유입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민자보다 더 많은 데 기인한다. 남성 고령층은
생계문제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진입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성별 실업대책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민자와 내국인 간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산업

제3장 내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75

및 직업별 취업구조이다. 이민자 집단은 전문인력 등 특정비자를 제외하
고는 제조업 종사비중이 내국인에 비해 높으며 이에 따라 직종도 생산관
련 직종이 많다.
일곱째, 내외국인 간 임금분포를 보면 이민자 집단이 내국인에 비해
3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나 2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연령계층으로 보면 핵심계층의
연령대는 내국인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임금이 더 많
다. 직종별로 보면 관리직이나 전문직종은 내국인이 더 임금수준이 높으
나 생산직이나 단순인력의 경우에는 내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여덟째,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실태조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불법체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민자 규모를 늘리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와 내국인 간 노동시장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들의 인적
자본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이는 단순히 학력의 문제라기보
다는 체화된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따라서 이들의 생산성에 기인하는 측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이
들의 취약성(빈곤이나 취업애로 해소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통계기반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본 장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아울러 내국인들은 이민자들
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
에 이민자 유입확대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유입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6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제4장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제1절 머리말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분포는 산업이나 직종, 그리고 학
력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임금함수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민자, 특히 결혼
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자료의
제약 등으로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다.21)
이민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하려는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내외국인 간 임금격차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의 절에서 분석한 기초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이민자와 내국인 임
금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이민자와 내국인 간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 직종선택의 차이 그리고 차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이민자의 숙련형성
및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가 이민자 집단 내 임금격차를 규명하고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와 유사한 측
21) 이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조선주․민현주(2017 : 51)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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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있으나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질적인 이민자 특성을 갖는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이민자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민자 집단과 내국인 집단 간 임금에 미치는 설명변인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만일 두 집단의 임금결정요인이 같은 특성을 보인다면
두 집단에 관한 자료를 병합하여 추정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의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들은 모두 의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민자 집단만을
위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통계자료의 특성상 집단 간 비교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이민자와 내국인 간 임
금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의 대
부분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자 집단, 특히 여성 결
혼이민자만을 분석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노동
패널자료 등 4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자 집단과 내국인 간의 노동시
장 성과지표인 임금결정 분석을 통해 이민자 집단의 노동시장 통합과 관
련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조선주·민현주(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를 교정하기 위한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모형을 사용하였다. 2단계 추정값은 Heckman’s procedure(1979)에
의해 계산된다. 선택 방정식의 프로빗 추정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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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추정값으로부터 관찰값  에 대하여 비선택 위험- Heckman(1979)은
Mills’ ratio  의 역수로 함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정규밀도를 따른다. 또한      
   로 정의한다.
Heckman에 의하면,  의 2단계 모수 추정값은 비선택 위험  회귀방
정식을 확대시키면서 얻는다. 따라서 회귀변수(regressor)는   가 되
며, 비선택 위험을 포함하는 변수들로부터 추가 모수 추정값   를 얻는
다. 회귀교란분산(regression disturbance variance)의 일치 추정값은 확
대회귀(augmented regression)의 잔차와 비선택위험의 모수 추정값으로
부터 얻는다.
′   






 


 

 의 2단계 추정값은 다음과 같다.


 



Heckman은 확대회귀(augmented regression)에 기초한 계수 공분산
행렬의 일치 추정값을 도출한다.     그리고 R을 대각선 요소
  
  를 갖는 N 차원의 정방 대각행렬이라고 하자. 통상적인 (conventional)

 는
   
  ′     ′     ′   
여기서   
 ′       이다.  는 대각선 요소  를 갖는
N 차원의 정방 대각행렬,   는 선택 방정식의 프로빗 추정의 분산-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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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추정값이다.22)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모형은 람다 변수가 가지
는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통해 표본선택편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람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표본선택편의 문제가 존재
하고 따라서 2단계 추정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1단계에서 프로빗 모형을 통해 임금근로자 참여 여부를 분
석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 임금방정식을 추정한다. 모형은 크
게 네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이민자 전체 그룹과 추가적으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를 제외
한 이민자 그룹이다. 둘째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로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제외한 집단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
타난 여성 결혼이민자로 자영업자를 제외한 집단이다. 넷째, 한국노동패
널조사에 나타난 기혼여성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는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을 그리고 셋째 집단과 넷째 집단을 같이 비교
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통계는 <표 4-1>～<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고용실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이 중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는 학력 등에 관계
없이 직무와 임금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포함한 이민자 그
룹과 제외한 그룹으로 분리하여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변수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크게 네 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용한 각 자료별로 변수 및 기초통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22) Heckman,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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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이민자 집단으로 여기는 국적취득자를 포함하
고 있다. 둘째, 첫째 집단 중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비자(이하 E9&H2)를
제외한 표본이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활
동에 종사하고 있고, 직무도 생산기능 및 단순업무로 제한되어 있어서 학
력이나 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기 때문이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이용한 1단계 프로빗 모형에서 피설명
변수는 임금근로자 여부이며 2단계 임금함수의 피설명변수는 로그임금이
다.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임금으로 4개의 범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
만～300만 원 미만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한해 범주화한 자료를 연속변수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로그를 취하였다.
연속변수값은 각 범주별로 8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350만 원
이다. 다음으로 1단계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여
기에는 학력더미, 성 및 연령더미, 체류자격 더미, 국적더미, 배우자의 취
업여부 더미, 체류기간, 자녀유무와 자녀의 한국거주 여부, 배우자의 국적
더미이다. 2단계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는 학력더미, 성 및 연령더미, 고용
형태 더미, 교육훈련 여부, 동일직장 근속기간, 체류자격, 산업 및 직종더
미, 사업체 규모 변수이다.
<표 4-1>은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값이 정리되어 있다.
앞의 제3장에서 분석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이민자 집단(집단 1)에서 임금근로자는 62.5%를 차
지하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를 제외한 집단(집단2)의 경우 임금근로
자는 52.5%를 차지한다. 집단1의 임금수준은 213.6만 원이고 집단2의 임
금수준은 210.2만 원이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집단1은 51.2시간이고 집
단2는 48.3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집단1은 63.2%
이고 집단2는 56.1%이다. 교육훈련 참여자 비율은 집단1과 집단2가 각각
18.5%와 1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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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초통계 1 :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실태조사 자료의 이민자 임금결정모형
표본의 구성
이민자2
(E-9 및 H-2 제외)

이민자1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13.6

725.7

210.2

716.3

5.3

3.7

5.3

3.7

51.2

119.0

48.3

117.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4,600

37.5

4,361

47.5

7,667

62.5

4,826

52.5

715

9.3

489

10.1

1 중졸

1,756

22.9

1,128

23.4

2 고졸

3,154

41.1

1,801

37.3

3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2,042

26.6

1,408

29.2

0 여성

3,472

45.3

2,954

61.2

1 남성

4,195

54.7

1,872

38.8

0 15～29세

2,355

30.7

1,260

26.1

1 30～39세

2,536

33.1

1,577

32.7

2 40～49세

1,261

16.5

870

18.0

3 50～59세

1,068

13.9

723

15.0

447

5.8

396

8.2

0 상용근로자

4,845

63.2

2,705

56.1

1 임시근로자

1,647

21.5

1,284

26.6

2 일용근로자

1,175

15.3

837

17.3

0 없었음

6,246

81.5

3,904

80.9

1 있었음

1,421

18.5

922

19.1

0 6개월 미만

1,523

19.9

1,141

23.6

1 6개월～1년 미만

1,204

15.7

676

14.0

2 1～2년 미만

1,817

23.7

1,028

21.3

3 2～3년 미만

1,096

14.3

588

12.2

4 3년 이상

2,027

26.4

1,393

28.9

임금
로그 임금
주당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0 임금근로자 아님
여부
1 임금근로자
0 초졸 이하
학력

성별

연령

4 60세 이상

고용 형태

교육훈련

동일직장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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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계속
표본의 구성
이민자2
(E-9 및 H-2 제외)

이민자1

배우자
취업여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미취업

4,730

61.7

2,278

47.2

1 취업

2,937

38.3

2,548

52.8

0 비전문취업

1,871

24.4

-

-

1 방문취업

970

12.7

-

-

2 전문인력

317

4.1

317

6.6

3 유학생

124

1.6

124

2.6

1,185

15.5

1,185

24.6

471

6.1

471

9.8

6 결혼이민자 or
(한국국적 취득 & 직전
체류자격 - 결혼이민자)

1,023

13.3

1,023

21.2

7 기타 or (한국국적 취득
& 직전 체류자격 - 결혼
이민자 외)

1,706

22.3

1,706

35.4

1 한국계 중국인

4,111

33.5

3,045

33.1

2 중국(한국계 제외)

1,712

14.0

1,701

18.5

3 베트남

2,286

18.6

2,098

22.8

4 기타 아시아

3,314

27.0

1,507

16.4

5 아시아 이외

844

6.9

836

9.1

0 농림어업

442

5.8

154

3.2

1 광제조업

3,750

48.9

1,924

39.9

626

8.2

339

7.0

1,443

18.8

1,175

24.4

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87

1.1

83

1.7

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19

17.2

1,151

23.9

0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98

9.1

693

14.4

1 사무종사자

207

2.7

200

4.1

1,050

13.7

899

18.6

4 재외동포
체류자격

국적(국적
취득자는
취득직전
국적)

산업

직업

5 영주자

2 건설업
3 도소매, 음식, 숙박

2 서비스, 판매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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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계속
표본의 구성
이민자2
(E-9 및 H-2 제외)

이민자1

직업

종사자 규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98

2.6

79

1.6

4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3,033

39.6

1,496

31.0

5 단순노무종사자

2,481

32.4

1,459

30.2

0 1～4명

1,306

17.0

922

19.1

1 5～9명

1,528

19.9

950

19.7

2 10～29명

2,419

31.6

1,414

29.3

3 30～99명

648

8.5

340

7.1

4 100～299명

1,424

18.6

884

18.3

5 300명 이상

342

4.5

316

6.6

자료 : 통계청(2017),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실태조사｣.

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한 1단계 프로빗
모형에서 피설명변수는 임금근로자 여부이며 2단계 임금함수의 피설명변
수는 로그임금이다. 여기서의 임금은 연속변수로 최근 3개월 동안 임금수
준으로 되어 있으며 모형에서는 로그임금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표본
의 월평균 임금은 237.9만 원이다. 다음으로 1단계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교육수준 더미, 성별더미, 연령, 연령
제곱, 결혼여부, 가주구 여부, 학교재학 여부를 포함하였다. 2단계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는 교육수준 더미, 성별더미, 연령, 연령제곱, 산업 및 직업,
종사상 지위별 더미, 사업체 규모 더미, 직업훈련, 근속연수가 해당된다.
<표 4-2>는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값이 정리되어 있다. 월
평균 임금수준은 237.9만 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37.6시간이며 평균연령
은 45.2시간이다.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57.6%이며 대졸 이상이 46.4%
이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6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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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초통계 2：경제활동인구조사의 내국인 임금결정모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237.9

158.0

5.2

0.8

주당 근로시간

37.6

14.6

연령(세)

45.2

13.8

연령제곱

2,235.3

1,309.8

근속기간

6.3

8.0

빈도

백분율

0 임금근로자 아님

26,439

50.9

1 임금근로자

25,548

49.1

0 여성

11,866

46.5

1 남성

13,682

53.6

0 초졸 이하

2,035

8.0

1 중졸

2,101

8.2

2 고졸

9,571

37.5

3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11,841

46.4

0 배우자 없음

20,806

40.0

1 배우자 있음

31,181

60.0

0 가구주 아님

29,763

57.3

1 가구주

22,224

42.8

0 재학중

5,327

10.3

1 재학중 아님

46,660

89.8

0 없었음

10,841

42.4

1 있었음

14,707

57.6

0 농림어업

258

1.0

1 광제조업

5,096

20.0

2 건설업

2,017

7.9

3 도소매, 음식, 숙박

4,466

17.5

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696

10.6

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1,015

43.1

임금(만 원)
로그임금

임금근로자 여부

성별

학력

혼인여부

가구주 여부

재학여부

교육훈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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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의 계속
변수

직업

고용 형태

종사자 규모

평균

표준편차

0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590

21.9

1 사무종사자

5,291

20.7

2 서비스, 판매종사자

4,562

17.9

79

0.3

4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5,200

20.4

5 단순노무종사자

4,826

18.9

0 상용근로자

16,801

65.8

1 임시근로자

6,710

26.3

2 일용근로자

2,037

8.0

0 1～4명

4,777

18.7

1 5～9명

4,561

17.9

2 10～29명

5,818

22.8

3 30～99명

4,988

19.5

4 100～299명

2,398

9.4

5 300명 이상

3,006

11.8

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자료 : 통계청(2017. 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임
금으로 모두 11개의 범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50만 원 미만부
터 시작하여 50만 원 단위이며 가장 많은 값이 500만 원 이상이다. 본 연
구에서는 50만 원 미만은 50만 원으로 하고 각 범주의 중간값을 부여하였
으며 500만 원 이상은 500만 원으로 하여 연속변수로 만들었고 여기에 로
그를 취하였다.
1단계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이는 연령, 연령
제곱, 언어능력(말하기 능력),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 임금더미, 자녀더미
이다. 자녀더미의 경우 자녀 없음,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이
상 자녀로 구분된다. 2단계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는 연령, 연령제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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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더미, 총근로시간, 언어능력, 국적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산업 및
직종 더미이다.
<표 4-3>은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값이 정리되어 있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3개월의 월평균 임금
은 121.2만 원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41.1시간이고 평균연령은 37.8세이며,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6.4세이다.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
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16.9%이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40.6%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응답비율이 56.9%이다.
라.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단계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설명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이는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더미,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의 임금, 자녀더미이다. 2단계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는 연령, 연령
제곱, 교육수준 더미, 총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더미, 산업 및 직종 더미
등이다.
<표 4-3> 기초통계 3：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임금결정요인 모형
변수
임금(만 원)

평균

표준편차

121.2

58.7

4.7

0.4

주당 근로시간

41.1

15.7

연령(세)

37.8

9.6

연령제곱

1,522.5

777.3

빈도

백분율

로그임금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한국어 능력) 말하기

536

8.9

2 중졸

1,333

22.2

3 고졸

2,627

43.7

4 대졸 이상

1,511

25.2

1 전혀 못한다

21

0.4

2 별로 못한다

567

9.4

2,003

33.3

3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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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속
빈도

백분율

4 약간 잘한다

1,580

26.3

5 매우 잘한다

1,836

30.6

(교육 및 지원 서비스 0 없다
경험) 일자리 교육,
1 있다
일자리 소개

4,994

83.1

1,013

16.9

1 중국

1,468

24.4

2 중국(한국계)

819

13.6

3 일본

524

8.7

71

1.2

5 베트남

1,275

21.2

6 필리핀

633

10.5

7 그 외 동남아시아

581

9.7

75

1.3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433

7.2

10 미주, 유럽, 대양주

100

1.7

28

0.5

1 상용근로자

2,438

40.6

2 임시근로자

2,406

40.1

3 일용근로자

1,163

19.4

3

0.1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65

12.7

3 사무종사자

241

4.0

1,063

17.7

307

5.1

10

0.2

442

7.4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29

17.1

9 단순노무 종사자

2,147

35.7

(한국어 능력) 말하기

4 대만, 홍콩

출신 국적

8 남부아시아

11 기타

고용 형태

1 관리자

4 서비스종사자
직종(대분류)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자료 : 통계청(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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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값이 정리되어 있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지난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은 174.4만 원이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39.5%와 40.9%이다. 배우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270.3만 원이며, 자
녀의 분포를 보면 중학생 이상 자녀가 36.0%이고, 미취학 자녀 20.6%, 초
등학생 자녀 12.5%이며, 자녀 없음이 30.9%이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67.5%이고 임시근로자는 23.4%이다. 직종별 분포
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5.2%이고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21.4%
이다. 직업훈련경험은 7.9%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초통계 4：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기혼여성 임금결정요인 모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174.4

115.3

5.0

0.6

주당 근로시간

40.9

12.2

연령(세)

46.1

10.2

연령제곱

2,231.9

1,001.9

근속기간

6.2

6.3

빈도

백분율

0 임금근로자 아님

2,653

64.9

1 임금근로자

1,438

35.2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1

9.1

2 중졸

150

10.4

3 고졸

568

39.5

4 대졸 이상

588

40.9

0 자녀 없음

1,264

30.9

1 미취학 자녀

844

20.6

2 초등학생 자녀

510

12.5

1,473

36.0

1 상용근로자

970

67.5

2 임시근로자

337

23.4

3 일용근로자

131

9.1

임금(만 원)
로그임금

임금근로자
여부

학력

가장 어린 자녀

3 중학생 이상 자녀
고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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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의 계속

직업훈련경험

빈도

백분율

0 없다

1,322

92.1

1 있다

113

7.9

11

0.8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59

25.2

3 사무종사자

305

21.4

4 서비스종사자

214

15.0

5 판매종사자

156

11.0

2

0.1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8

4.8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9

6.3

221

15.5

1 관리자

직종(대분류)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5),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제3절 분석결과

1.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실태조사와 경활부가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이민자와 내국인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4-5>의 모형1은 이민자 집단 전체를, 모형2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
업자를 제외한 그리고 모형3은 경활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단계 모형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집단을 대상으로 임금근
로자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며 2단계는 임금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세 모형 모두 lamda의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
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의 오차항과 취업(임금근로자) 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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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이 상관을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추정이 타당함을 보여주
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과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임금차이의 비교이다.
먼저 모형1의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주요 변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할 확률이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할 확률이 크지만 고연령이 될수록 일할 확률이 낮아진다. 배
우자의 취업은 유의미하지 않다. 자녀더미의 경우 기준변수는 자녀 없음
이며 자녀더미 1은 자녀가 한국거주이고 자녀더미 2는 외국거주이다. 한
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없음에 비해 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자녀 없음에 비해 일할 확률이 더 크다.
임금결정식을 보면 대졸 이상만 통계적으로 임금결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청년층에 비해 다른 연령
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수준이 높다. 교육훈련변수의 경우 임
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산업 및 직종더미, 그리
고 사업체 규모별 더미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형2는 이민자 집단 중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를 제외한 표본을 대
상으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주
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변수가 모형1의 추정결과와
유사한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일할 확률이 크고 연령이 많을수록 일할 확률이 크지만 고연령이 될수
록 일할 확률이 낮아진다. 배우자의 취업은 유의미하지 않다. 한국에 자
녀가 있는 경우 자녀 없음에 비해 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자녀 없음에 비해 일할 확률이 더 크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결혼여부 더미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결혼여부 더미
(결혼함=1)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를 제외한 모
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이민자 모형1과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의 학
력일수록 임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특히 임금차이가 더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경우 단순업무 분야에 배정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할 경우 고학력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보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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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훈련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전체 집단의 분
석결과와 같다. 산업 및 직종더미,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더미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형3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내국인의 임금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일할 확률이 크지만 고연령이 될수록
일할 확률이 낮아진다. 결혼 여부는 일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구주일수록 일할 확률이 크다. 임금결정식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수준이 더 높아 학력이 임금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임금식에서 보듯이 연령은 양의 관계를 그리
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산업, 직종 및 종사상 지
위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는 교육훈련으로 앞의 이민자 집단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내국인 대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를 보면 내국인이 이민
자 집단에 비해 그 격차가 더 크다. 이민자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의 임금격차가 10% 미만이며 일용직도 10% 전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경활 부가조사에 나타난 내국인의 경우 임시직은 상용직에 비해
27.6%가량, 그리고 일용직은 31%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5> 이민자 임금결정요인 분석 결과：전체 이민자
모형 1
(이민자 전체)

모형 2
(이민자 전체_E9 H2 제외)

모형 3
(경활부가조사)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주당 근로시간

0.00974 ***
(-0.000295)

0.0110 ***
(-0.000369)

학력_중졸

-0.015
(-0.0123)

0.123 *** -0.0184
(-0.0473)
(-0.0156)

0.129 **
(-0.0506)

학력_고졸

0.00535
(-0.0116)

0.109 **
(-0.0453)

0.112 **
(-0.0486)

0.00604
(-0.0149)

0.0106 ***
(-0.0002)
0.0962 ***
-0.147 ***
(-0.0142)
(-0.0257)
0.0851 ***
0.0274
(-0.013)
(-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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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계속
모형 1
(이민자 전체)

모형 2
(이민자 전체_E9 H2 제외)

모형 3
(경활부가조사)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학력_대졸 이상
(전문대 포함)

0.0275 **
(-0.013)

0.179 ***
0.0698 ***
0.193 ***
0.186 ***
0.195 ***
(-0.0517)
(-0.0169)
(-0.0548)
(-0.0145)
(-0.0252)

성별_남성

0.183 ***
0.512 ***
0.192 ***
0.519 ***
0.169 ***
0.240 ***
(-0.00984)
(-0.0343)
(-0.0121)
(-0.0375) (-0.00756)
(-0.0147)

연령_30～39세

0.0331 ***
0.0612
(-0.00815)
(-0.0395)

0.0328 ***
(-0.0112)

0.0401
(-0.041)
0.0679
(-0.054)

연령_40～49세

0.0621 ***
0.0987 *
(-0.0107)
(-0.0507)

0.0632 ***
(-0.0135)

연령_50～59세

0.0765 ***
(-0.0118)

0.0840 ***
-0.160 ***
(-0.0146)
(-0.0583)

연령_60세 이상

-0.113 **
(-0.054)

0.0489 ***
-0.812 ***
0.0424 **
(-0.018)
(-0.0626)
(-0.0208)

-0.893 ***
(-0.066)

연령(세)

0.0500 ***
0.0867 ***
(-0.00164)
(-0.0027)

연령제곱

-0.000568 *** -0.00117 ***
(-0.0000183) (-0.0000266)

혼인여부_배우자
있음

0.0912
(-0.0636)

0.122 *
(-0.0729)

배우자국적_출생
시부터 한국국적

-0.0893
(-0.076)

-0.12
(-0.0829)

배우자국적_귀화
하여 한국국적

0.0868
(-0.0943)

0.0524
(-0.101)

-0.155 **
(-0.065)

배우자국적_
외국국적

-0.024
(-0.016)

-0.166 **
(-0.074)

가주주 여부_
가구주

0.836 ***
(-0.0163)

재학중 여부_
재학중 아님

1.031 ***
(-0.0318)

고용형태_
임시직

-0.0820 ***
(-0.00864)

-0.0958 ***
(-0.0104)

-0.276 ***
(-0.00762)

고용형태_
일용직

-0.0956 ***
(-0.0111)

-0.115 ***
(-0.0138)

-0.309 ***
(-0.0127)

제4장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93

<표 4-5>의 계속
모형 1
(이민자 전체)

모형 2
(이민자 전체_E9 H2 제외)

모형 3
(경활부가조사)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교육훈련경험_
있음

-0.00805
(-0.00803)

-0.0163
(-0.0105)

0.0552 ***
(-0.00636)

근속기간

0.00745 ***
(-0.00229)

0.00656 **
(-0.0029)

0.0209 ***
(-0.000415)

배우자취업여부_
-0.0299 *** -0.00755
취업
(-0.00806)
(-0.0461)

-0.0321 *** -0.0169
(-0.00956)
(-0.0496)

비자유형_
방문취업

0.0969 ***
(-0.0148)

-2.053 ***
(-0.179)

비자유형_
전문인력

0.0463 **
(-0.0199)

-0.0733
(-0.311)

비자유형_
유학생

-0.198 ***
(-0.0425)

-3.670 ***
-0.267 ***
(-0.179)
(-0.0486)

-3.599 ***
(-0.266)

비자유형_
재외동포

0.104 ***
(-0.0149)

-2.401 ***
(-0.178)

-2.374 ***
(-0.262)

비자유형_영주자

0.0991 ***
(-0.0185)

-2.578 ***
0.0406
(-0.181)
(-0.0255)

-2.565 ***
(-0.267)

비자유형_
결혼이민자

0.0195
(-0.0186)

-2.814 *** -0.0335
(-0.177)
(-0.0261)

-2.787 ***
(-0.265)

비자유형_기타

0.0600 ***
(-0.0176)

-2.860 *** -0.00119
(-0.174)
(-0.0252)

-2.834 ***
(-0.262)

산업_광제조업

0.119 ***
(-0.0191)

0.0319
(-0.0327)

-0.117 ***
(-0.0293)

산업_건설업

0.370 ***
(-0.0223)

0.320 ***
(-0.0356)

0.0855 ***
(-0.0296)

산업_도소매,
음식, 숙박

0.122 ***
(-0.0202)

0.0337
(-0.0328)

-0.139 ***
(-0.0291)

산업_전기, 운수,
통신, 금융

0.271 ***
(-0.0346)

0.178 ***
(-0.0445)

-0.0682 **
(-0.0297)

산업_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126 ***
(-0.0203)

0.0325
(-0.0328)

-0.188 ***
(-0.0286)

직업_사무종사자

-0.0357
(-0.0223)

-0.0335
(-0.0241)

-0.109 ***
(-0.00842)

직업_서비스,
판매종사자

-0.212 ***
(-0.0173)

-0.197 ***
(-0.0194)

0.0440 *
(-0.023)

-0.218 ***
(-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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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계속
모형 1
(이민자 전체)

모형 2
(이민자 전체_E9 H2 제외)

모형 3
(경활부가조사)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0.318 ***
(-0.0303)

-0.396 ***
(-0.0465)

-0.178 ***
(-0.0509)

직업_기능, 기계
-0.191 ***
조작, 조립종사자 (-0.0166)

-0.181 ***
(-0.0193)

-0.189 ***
(-0.0104)

직업_단순노무종
사자

-0.259 ***
(-0.0161)

-0.254 ***
(-0.0185)

-0.328 ***
(-0.0109)

종사자 규모_
5～9명

0.0485 ***
(-0.0104)

0.0602 ***
(-0.0134)

0.116 ***
(-0.00892)

종사자 규모_
10～29명

0.0550 ***
(-0.0102)

0.0632 ***
(-0.013)

0.152 ***
(-0.0089)

종사자 규모_
30～99명

0.0923 ***
(-0.0142)

0.0964 ***
(-0.0192)

0.191 ***
(-0.0097)

종사자 규모_
100～299명

0.131 ***
(-0.0119)

0.136 ***
(-0.0152)

0.207 ***
(-0.0119)

종사자 규모_
300명 이상

0.198 ***
(-0.018)

0.198 ***
(-0.0206)

0.325 ***
(-0.0119)

직업_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국적_중국(한국계
제외)

-0.267 ***
(-0.0496)

-0.292 ***
(-0.0505)

국적_베트남

0.0011
(-0.0508)

-0.027 ***
(-0.0524)

국적_기타 아시아

-0.219 ***
(-0.0475)

-0.280 ***
(-0.0508)

국적_아시아 이외

-0.342 ***
(-0.0613)

-0.359 ***
(-0.0626)

체류기간_
6개월～1년 미만

0.127
(-0.141)

0.0782
(-0.157)

체류기간_
1년～3년 미만

0.303 **
(-0.133)

0.246 *
(-0.148)

체류기간_
3년～5년 미만

0.545 ***
(-0.133)

0.566 ***
(-0.148)

체류기간_
5년～10년 미만

0.908 ***
(-0.132)

0.950 ***
(-0.146)

체류기간_
10년 이상

1.008 ***
(-0.134)

1.062 ***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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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계속
모형 1
(이민자 전체)

모형 2
(이민자 전체_E9 H2 제외)

모형 3
(경활부가조사)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r
자녀 있으며
한국거주

-0.120 ***
(-0.0453)

-0.103 **
(-0.0483)

자녀 있으며
외국거주

0.250 ***
(-0.0568)

0.270 ***
(-0.0634)

-0.112***(-0.0229)

lambda
Constant
Observations

4.644 ***
(-0.0315)
12,211

-0.0681***(-0.0245)

2.044 ***
4.680 ***
(-0.22)
(-0.0454)
12,211

9,148

-0.241***(-0.0134)

2.018 ***
3.851 ***
-2.531 ***
(-0.297)
(-0.0515)
(-0.0518)
9,148

51,987

51,987

주 : ( )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2. 내외국인 기혼여성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앞의 분석에서는 내외국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도록 하자. <표 4-6>은 다문화가
족 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자와 내국인 기혼
여성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두 자료 모두 lamda의 회귀계
수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의 오차항과
취업(임금근로자) 확률의 오차항이 상관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2단계 추정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임금
근로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주요 변수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을 높이는 데
비해 연령제곱은 음의 값을 보여 증가폭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능력(말하기 능력)이 좋을수록 일할 확률이 더 높으며 배우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가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이 더 높다. 또한 배
우자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할 확률이 낮다. 끝으
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없음에 비해 일할 확률이 낮으며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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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여성 결혼이민자 임금결정 분석결과
다문화 실태조사
2단계 추정
주당근로시간

1단계 추정

0.0131 ***
(-0.000342)

노동패널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

0.0218 ***
(-0.00104)

연령(세)

0.0130 ***
(-0.00411)

0.110 ***
(-0.00815)

0.0892 ***
(-0.012)

0.101 ***
(-0.0194)

연령제곱

-0.000143 ***
(-0.000049)

-0.00150 ***
(-0.000102)

-0.000969 ***
(-0.000127)

-0.00136 ***
(-0.00018)

학력_중졸

-0.0023
(-0.0181)

-0.0331
(-0.0533)

-0.0721
(-0.0896)

학력_고졸

-0.0257
(-0.0172)

-0.0278
(-0.0495)

-0.0625
(-0.0847)

학력_대졸 이상

0.0577 ***
(-0.0204)

0.200 ***
(-0.0573)

0.191 **
(-0.0945)

(한국어 능력) - 말하기
교육훈련경험_있음

0.0186 ***
(-0.00536)
-0.0419 ***
(-0.0121)

출신국적_중국

-0.0302 *
(-0.016)

출신국적_일본

-0.141 ***
(-0.0218)

출신국적_대만, 홍콩

0.125 ***
(-0.0436)

출신국적_베트남

-0.110 ***
(-0.0198)

출신국적_필리핀

-0.107 ***
(-0.0212)

출신국적_그 외 동남아시아

-0.137 ***
(-0.0213)

출신국적_남부아시아

-0.128 ***
(-0.0432)

출신국적_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0.0645 ***
(-0.0227)

출신국적_미주, 유럽, 대양주

0.379 ***
(-0.0422)

0.123 ***
(-0.0124)
0.142 ***
(-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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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의 계속
다문화 실태조사
2단계 추정
출신국적_기타

1단계 추정

노동패널
2단계 추정

-0.0654
(-0.076)

고용형태_임시직

-0.184 ***
(-0.0108)

-0.295 ***
(-0.0299)

고용형태_일용직

-0.280 ***
(-0.0138)

-0.307 ***
(-0.0441)
0.000317 **
(-0.000145)

근속기간
직업_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775 ***
(-0.198)

0.00728
(-0.0876)

직업_사무종사자

-0.783 ***
(-0.199)

0.0782
(-0.088)

직업_서비스종사자

-0.989 ***
(-0.199)

-0.337 ***
(-0.089)

직업_판매종사자

-0.959 ***
(-0.199)

-0.188 **
(-0.0903)

직업_농림어업숙련종사자

-1.188 ***
(-0.226)

-0.151
(-0.3)

직업_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951 ***
(-0.199)

-0.262 ***
(-0.0996)

직업_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925 ***
(-0.199)

-0.278 ***
(-0.0961)

직업_단순노무 종사자

-0.986 ***
(-0.199)

-0.338 ***
(-0.0895)

배우자 연령

0.0182 ***
(-0.00205)

배우자 임금

0.0461 ***
(-0.00931)

배우자 근로소득

-0.109 ***
(-0.00684)

배우자 임금_50만 원 미만
배우자 임금_50만～100만 원
미만

1단계 추정

0.276
(-0.174)
0.687 ***
(-0.0895)

-0.00349
(-0.00709)

-0.000955 ***
(-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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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의 계속
다문화 실태조사
2단계 추정

노동패널

1단계 추정

배우자 임금_100만～150만 원
미만

0.372 ***
(-0.0534)

배우자 임금_150만～200만 원
미만

0.253 ***
(-0.0507)

배우자 임금_200만～250만 원
미만

0.188 ***
(-0.0537)

배우자 임금_250만～300만 원
미만

0.129 **
(-0.0619)

배우자 임금_300만～350만 원
미만

0.130 *
(-0.0781)

배우자 임금_350만～400만 원
미만

0.0416
(-0.0957)

배우자 임금_400만～450만 원
미만

0.0718
(-0.117)

배우자 임금_450만～500만 원
미만

-0.0502
(-0.145)

o.sp_wage11

2단계 추정

1단계 추정

-

가장 어린 자녀_미취학 자녀

-0.480 ***
(-0.0337)

-0.510 ***
(-0.0917)

가장 어린 자녀_초등학생
자녀

0.0315
(-0.0396)

-0.163 *
(-0.0885)

가장 어린 자녀_중학생 이상
자녀

0.130 ***
(-0.0474)

0.245 ***
(-0.0642)

0.0553***(-0.0193)

lambda
Constant

0.214***(-0.0611)

4.915 ***
(-0.224)

-2.777 ***
(-0.193)

2.070 ***
(-0.322)

-1.424 ***
(-0.475)

11,938

11,938

3,834

3,834

Observations

주 : ( )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우 일할 확률이 더 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연령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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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
졸 이상만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
이 우수할수록 임금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으며 직종, 종사상 지위는 대부
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직종 간, 종사상 지위 간 임금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모형 2는 한국노동패널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일할 확률을 높이는 데 비해 연령제곱은
음의 값을 보여 증가폭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의 연령은 일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비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일할 확률
이 낮다. 자녀의 경우 자녀 없음에 비해 자녀가 어린 자녀(미취학 및 초등
학교 재학)가 있는 경우는 일할 확률이 낮으나 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
우 일할 확률이 높다.
임금결정식을 보면 연령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은 유의미
하지 않으며 대졸 이상만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앞의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형 1의 결과와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민자 여부
와 관계없이 기혼여성의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고학력에서만 유
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집단에 비해 내국인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 간 임금격차는 직종에 따라 유의하
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특히 관리직 대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와 사무직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유의하지 않다.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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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데 비해 본 장에서는 분석의 틀은 유지
하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내국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에 나타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자 집단(이민자 집단 전체와 방문취업 및 고용허가제를 제외
한 집단)과 내국인의 임금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민자 집단 전체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대졸 이상만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령더미는 모두 유의
미하게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더 높다. 교육훈련변수의 경우 임금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산업 및 직종더미, 그리
고 사업체 규모별 더미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를 제외한 임금결정식을 보면 이민자 모형1과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의 학력일수록 임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특히
임금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경
우 단순업무 분야에 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할 경우 고학력자의 임
금 프리미엄이 보다 크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교육훈련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와 같다. 산업 및 직종더미, 그리고 사업
체 규모별 더미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결정식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임금수준이 더 높아 학력이 임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임금식에서 보듯이 연령은 정의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산업, 직종 및 종사상 지위 그리고 사업
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흥미
로운 변수는 교육훈련으로 앞의 이민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내국인 대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유
사하다. 따라서 이민자 집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이민자 2세대
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훈련의
임금 프리미엄이 이민자에게는 작동하지 않은 데 비해 내국인은 임금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의 훈련의 유효성이 높지 않은 이유에

제4장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101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훈련이 필요한 집단에서 언어
문제 등으로 훈련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점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내외국인 기혼여성의 임금결정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연령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만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우수
할수록 임금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으며 직종,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직종 간, 종사상 지위 간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내국인 기혼자의 임금결정식을 보면 연령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그리고 연령제곱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대졸 이상만 통계적으
로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 간 임금격차는 직종에 따라 유의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특히 관리직 대비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와 사무직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유의하지 않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대졸자만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이 임
금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이민자 집
단의 경우 이에 대한 변수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었으나 이는 전체 이민자
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 임금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보편
적인 여성 노동시장 정책의 틀을 견지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이를 앞 절의 기초통계 분석과 연계하여 보면 [그림 3-20]에서
보듯이 200만 원 이상의 집단은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 간 비중 면에
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취업지원 서비
스 기조하에 실업자 등 이민자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 중심의 취업지
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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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국제사회에서 이민은 주권국가의 전통적인 경제, 사회, 문화 거버넌스
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이주와 거버넌스의 변화는 한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관련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
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8년 9월 30일 기준 2,308,206명23)으로
2018년 추계인구 51,635.256명24)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외국인 수는 2000년의
40배가 넘는 83만 4천 명25)에 이른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
하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양상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장의 목적은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대중(국민)의 인식과 실
제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태를 EU 및 OECD 이민수용국가 간 비교하는
데 있다. 국제사회의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의 인식과 실태를 비교․분
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포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
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9월호, p.2.
24)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일 : 2018. 10. 1).
25)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일 : 2018. 10. 1).

제5장 이민자 통합지표의 국제비교: 인식과 실태 103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은 이
민자들의 경제활동 지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성과
를 이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는 개인 차원의 활동
과 가족단위의 활동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시도도 이뤄져 왔다(Büche and
Frick, 2005). 이들의 경제활동 지표는 개인적 능력만이 아니라 이민자들
을 수용하는 공동체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민자의 경제활동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통
합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장은 새로운 이민통합의 지표를 개발하기보다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및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
로 개인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과 이민자들의 정착실태를 국가별로 비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설문조사 자료와 OECD
이민통합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이민과 이민통합에 대한 인식
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럽연
합은 이민과 이민통합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 시기마다 질문이 일부 변경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민에 대한
일반인식과 이민통합에 대한 인식은 반복해서 조사되고 있다. 이 연구는
Eurobarometer가 2017년 10월 조사하고 2018년 4월에 발간한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민자의 사
[그림 5-1] 통합정책과 여론의 순환관계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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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비교하고 있다.26)
이민자의 사회통합 성과와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OECD/European Union, 2015)을
활용하였다.27) 이 자료는 모든 EU 국가들과 OECD 국가들의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수준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
자의 사회통합이 성공적이라면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구
조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들의 경제
활동 지표와 내국인 자녀들의 경제활동 지표가 큰 차이가 없다면, 이민자
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정 이민통합 정책의 시행 여부,
노동과 교육의 특정 지표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별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준다고 주장함으
로써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다면분석이 요구된다.

제2절 이민자의 사회통합 국제비교의 쟁점과 과제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합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정책적 개념이다. 정책적 개
념은 그것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존재하는 상황, 정책의 목적과 가치, 목
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28) 결
26) European Commission,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Special Eurobarometer 469, April 2018(Field work in October 2017).
27) OECD/European Union(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OECD Publishing.
28) Albinski, Marian(1986), “Policy-Oriented Theories: A Programmatic Pap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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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에서 통합 개념은 국가별 현재의 상황, 정책의 목적,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특성을 포괄하는 이론의 개발과 그것의 정책적 적
용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회통합을 과정으로 볼
것인가 상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통합을
정의해왔다.29)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몫이지만,
사회통합을 상태로 볼 것인지 또는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0) 그렇지만 사회통합의 상태와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
고,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지표들을 제한
적이지만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통합은 상태와 과정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기도 하다. 사회통합은 이민자와 내국인, 이민자와 공동체, 이민자와 국가
의 관계에서 조명이 가능하다. 이 관계 속에서 통합은 integration, inclusion, cohesion 등으로 표현된다. 어느 것을 의미하더라도 문제는 그 개념
안에는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주의적 가치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
다.31) 사회통합은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바탕으로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포함
해서 사회통합의 다면적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사회통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도 쟁점인 사안이다. 사회통합을 어
느 한 지표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서 평가하고, 그것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2) 최근에는 사회통합을 사회
Communication 8(1), pp.154～166.
29) 설동훈․김명아(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정기선 외(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법무
부; 김이선․이아름․이은아(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
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연구를 참조.
30) 정영태 외(201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p.55.
31)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pp.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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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
하고 사회통합 지수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33)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한 부문에서 진
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민자가 이민국에서 적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민자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자
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
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때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자의 역량
과 관심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 이민
자의 사회통합지표도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만을 이용하였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평가할 때 특정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자의 규모 및 구성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고,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그 규모 및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차이는 시민들의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정
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현상의 변화는 이민과 이민자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 버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
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가도 보완되어야 한
다.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이민자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사회통합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구조와 행위자의 상
호작용이 이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변화를 이끌
고, 그러한 인식의 확산은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이다.

32) 노대명 외(2009); 강신욱 외(2012); 이재열 외(2014); 조병구 외(2015); 정해식․김
성아(2015).
33) 정해식․구혜란․김성아(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pp.3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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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비교

이 절은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유럽연합 28개 국가를 중심으
로 비교하고 있다.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
한 일반인식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인식은 이민과 통합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불법체류와 이민자의 비
율 등에 대한 자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인식은
이민통합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과 요인, 사회통합의 책임소재
에 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1.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인식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분석하기에 앞서 개인들이 이민과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림 5-2]는 “일반적으로 당신은 이민과 통합과 관련된 문
제들에 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유럽인들의 국가별 응답을 보여준다.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보다 개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을 측정
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인들의 절반 이하만이 이민과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민과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였는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였다. 잘 모
르고 있다는 응답은 61%였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15%였다.
개인들의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에 따라 이민자들의 이
동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에서 대중들이 이민과 통합과 관련된 문
제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림 5-2]가 보여주듯이, 덴마크(73%), 스웨덴(70%), 네덜란드(56%),
독일(54%), 룩셈부르크(50%)에서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알고 있다

10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그림 5-2] 이민과 사회통합 정보 인지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12.

고 하였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 미만인 나머지 23개 국가의 응답
률은 편차가 크다. 30% 미만의 응답을 기록한 국가들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로 이민자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응답자들이 잘 모른다고 대답한 비
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민과 사회통합 정보에 대한 자기평가는 응답자의 교육수
준, 취업형태, 경제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교육을 15
세까지 받은 이들은 27%, 20세 이상까지 교육을 받은 이들은 46%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민자들의 문제를 직접적
으로 접하게 되는 관리자와 자영업자들은 각각 50%와 43%가 잘 알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사를 전업으로 담당하는 이들의 24%만이 잘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30%만이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내국인들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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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이민과 통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민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는 대중들이 가지는 이민
자들의 체류자격에 대한 인식이다.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
람일수록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대중들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수를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과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표 5-1>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
십니까,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응답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만큼이나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을 합치면 약 47%이다.
유럽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것이다. 2017년 1월 1
일 기준 유럽연합 밖에서 태어나 유럽연합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약
3,690만 명34)인 점을 고려하면 약 1,730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하고 있어
야 한다. 그런데 2017년에 618,780명의 외국인이 유럽연합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35) 유럽연합 국가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516,115명을 유
럽연합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입국거절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 실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대평가되는 이유는 아마도 대중들이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상과 정책을 평가하는 경향
성 때문이다. 불법적 체류는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명 받기 쉬운 의
제이고 정치화하기 쉽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장되는

34) Eurostat, “Migration and migrant population,” https://ec.europa.eu/eurostat/
statistics-expanded(검색일 : 2018. 10. 4).
35) Eurostat, “Migration enforcement in the EU-latest figures,” 2018. 9. 7(검색일: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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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
비중(%)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더 많다.

39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더 많다.

29

불법체류자와 합법적 이민자들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

18

불법제류자와 합법적 이민자들 중 누가 더 많은지 구분하기 어렵다.

6

잘 모르겠다.

8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15를 재구성함.

경향이 있다.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스웨
덴(84%), 덴마크(80%), 네덜란드와 핀란드(75%)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는 이민자가 더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유럽의 접경국가들에서 이
민자가 불법적 체류자일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훨씬 높은데, 그중에서
도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불법체류자의 규모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
다. 그리스 58%, 이탈리아 47%, 사이프러스 38%, 스페인 38%, 몰타 36%,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36%), 불가리아(38%)도 이민자를 불법체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은 사회 및 국가 차
원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이민자의 체류자격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민과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가 더 많을 것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민과 통합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49%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가 더 많다고 응답
한 반면 34%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민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차이는 자국 내 이민자 비율에 대한 인식
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5-3]은 “당신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
자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응
답자들의 추정치와 실제 이민자의 비율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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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자국 내 이민자 비율에 대한 인식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21을 재구성함.

라는 이탈리아로 약 17.6%p의 차이가 있다. 스웨덴, 크로아티아, 에스토
니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개 국가
의 경우 실제 이민자 비율보다 두 배 이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는 실제보다 여덟 배 더 많게 추정하고 있으
며, 슬로바키아는 14배 더 많이 추정하고 있다.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를 덜 과대추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하는 이민자의 수가 더 많다는 응답자의 13.4%가 과대추정을 하지만 불
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의 수가 더 많다고 응답자들의 20.6%가 과대추
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술할 내용이지만, 이민자들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이민자들의 비율을 13.6%라고 하였
으며, 다른 이들은 이민자들의 비율이 22.4%라고 하였다.
이민과 통합에 대한 일반인식에서 발견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은 이민과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잘 알
고 있지 못하는데, 이민자들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사업관리의 주체들이

112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의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와 유럽연합
의 주변부 국가들에 사는 시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
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규
모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민자에 대한 응답자의 부정적인 인
식이 불법체류 현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이민에 대한 일반인식 외에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대중의 평
가도 중요하다.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대
중들은 이민자의 사회정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민자의 사회통합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효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4]는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통합이 성공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
한 응답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인들의 절반 정도가 이민자의 통합이 성공
적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40%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고, 6%는 잘 모
르겠다고 하였다.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
인별, 국가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국 내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국가는 14개 국가이며,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국가들이다. 그런데 스웨덴의 시
민들은 유독 이민과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였는데, 자
국의 이민자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
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인 국가들 사
이에도 최대 30%까지 차이나는 등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큰 편차
가 존재한다.
이민자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민자들
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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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이민통합정책의 성공에 대한 일반인식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62.

달리,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범죄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즉 이민자
의 사회적 영향력을 세부분야별로 평가 가능하다.
[그림 5-5]는 이민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일반인(대중)의
인식결과이다. 국가마다 이민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핀란
드 등은 거의 70% 이상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민자의 사
회적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다. 그리고 실제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이민자 비율이 낮은 곳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그림 5-6]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여러 요인들이 중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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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이민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72.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민국가의 공식 언어를 자
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지 않는
한 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자리를 찾기에 충분한 교육과 기술을 겸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는 의견이 90% 이상이다.
언어와 기술 이외에 사회문화적인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세금 납부를 통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에 기여하
는 것과 이민국가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삶의 문화를 따
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민국의 제도와 환경 못지않게 이민
자가 스스로 지원체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민자가 직면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이민자들이 이민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자세가 사회통합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5장 이민자 통합지표의 국제비교: 인식과 실태 115

[그림 5-6]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요인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86.

무엇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응
답자들은 이민자의 개인적인 노력 부족과 환경적인 요인 모두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 이민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응답이 65%였지
만, 일자리 부족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도 63%와 62%
였다. 가족과 헤어져 지내는 것이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는 응답자가 많을
것 같지만, 주어진 장애요인들 중에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계
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다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체코, 그
리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50% 이상의
응답자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정책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
다. 유럽연합 28개 국가의 평균은 69%인데, 이보다 낮은 국가들에서는 응
답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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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91.

[그림 5-8]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가?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109.

이민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에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민을 기회로 바라보는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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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민을 문제로 바라보는 응답자들은 49%만이 동
의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이민자 사회통합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응답
자의 71%, 이민자에게 있다는 응답자의 48%, 모두에게 있다는 응답자의
76%가 이 질문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민에 관한 정보를 더 잘 안다고 생
각하는 응답자 중 76%가 동의한 반면, 이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65%가 동의를 하였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정책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럽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표
5-2>는 각 정책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여준다. 응답자
들이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그 정책을 실행한
다면 성공하겠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동의
하고 있다. 도착 시 바로 이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수업
을 제공하는 것, 자녀의 학교등록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
<표 5-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공 가능성
정책

전적 동의

부분 동의

도착 시 이민자에 대한 언어수업 제공

53

35

도착 시 이민통합 프로그램 제공

46

39

이민자 자녀의 예비학교 프로그램 등록

47

38

언어수업과 이민통합 프로그램의 의무화

51

33

구직안내 프로그램 제공

42

41

이민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준비 강화

39

42

이민자와 정주민이 학교와 이웃에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39

42

이민자의 교육, 건강복지, 사회적 보호의 권리보장

39

40

도착 전 이민국에 대한 정보 제공

40

38

이민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강력한 조치 마련

33

40

이민통합을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26

41

지역선거에서 이민자의 투표권 인정

22

33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1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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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언어수업과 이민통합 프로그램의
의무화도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통합을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와
참정권의 보장 등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정책에서
급히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라 생각되지 않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응답자의 69%가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민자와 수용국가의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민자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수용국
가의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8%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쌍방향 프로세스라는 유럽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외곽에 있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림 5-9] 이민자의 사회통합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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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태 비교

1. 이민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 요소
각국의 이민통합 정책과 상관없이 이민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통
합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이민국에 정착
한 기간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성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노동시장의 환경은 또한 이민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취업률과 실업률
등에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들이 교육수
준이 낮은 이민자들보다 취업률이 높다. EU 국가에서 저학력 이민자의
취업률 평균은 53.05%이고 고학력 이민자의 취업률 평균은 76.90%이다.
OECD 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저학력 이민자의 취업률 평균은 58.04%이
고 고학력 이민자의 취업률 평균은 78.96%이다.
고학력 이민자들은 고학력 시민권자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취업
률이 낮다. 칠레에서만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률(84.00%)이 고학력 시민
권자들의 취업률(83.09%)보다 0.91%p 높았을 뿐 모든 국가에서 이들의 취
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과 고학력 시민권자들의
격차가 10% 이상인 국가들도 많다. 몰타(-19.03%), 그리스(-16.16%), 라트비
아(-13.20%), 슬로베니아(-13.01%), 스페인(-12.78%), 프랑스(-12.35%), 이
탈리아(-12.02%), 스웨덴(-11.75%), 벨기에(11.25%), 네덜란드(-10.84%),
에스토니아(-10.69%), 노르웨이(-10.60%), 독일(-10.02%) 등 14개 국가
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과 전통적으로 이민에 적극적인 벨
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EU 국가에서 이들 간 격차의 평균은 -8.26%이다.
저학력 이민자의 취업률 평균은 저학력 시민권자의 취업률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EU 국가에서 저학력 이민자의 취업률 평균은 53.05%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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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이민자의 교육수준별 고용 현황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12298(검색일:
2018. 8. 25).

저학력 시민권자의 취업률 평균은 51.95%로 이민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
로 약간 높다. 그런데 국가마다 이들의 차이가 매우 달리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15.25%), 에스토니아(-13.05%), 덴마크(-12.90%),
스웨덴(-12.74%), 터키(-11.48%) 등에서는 저학력 이민자들이 노동시장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18.63%), 룩셈부르크
(15.91%), 헝가리(12.85%), 칠레(11.62%), 체코(10.23%), 이탈리아(10.01%)
등에서는 저학력 이민자들이 저학력 시민권자들보다 취업을 더 잘하고
있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이민자들
이 시민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에
서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률은 EU 평균보다는 높지만 고학력 시민권자
들의 취업률과 차이가 크다. 또한 저학력 이민자들의 취업률은 EU 평균
과 비슷하거나 낮고, 저학력 시민권자들의 취업률과 차이는 훨씬 크다.
이민자들과 시민권자들의 2006～07년과 2012～13년 취업률 격차를 비
교한 결과는 [그림 5-1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전체 37개 국가 중 23개
국가가 2012～13년 이민자의 취업률이 시민권자들의 취업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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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이민자들의 고용현황 격차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12315(검색일:
2018. 8. 25).

2012～13년의 이민자와 시민권자의 취업률 격차가 2006～07년의 격차보
다 더 커진 국가는 네덜란드(-13.5, -13.7), 스웨덴(-12.5, -13.6), 프랑스
(-7.2, -7.8), 멕시코(-6.6, -7.4), 크로아티아(-3.9, -5.5), 이스라엘(-0.2,
-1.2)이다. 이민자의 취업률이 낮지만 시민권자의 취업률과 격차가 줄어
든 국가는 덴마크,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캐
나다, 스위스, 호주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영국의 경기회복이 실
업률 격차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경험한 남유
럽 국가와 발틱 국가에서는 2006～07년과 달리 2012～13년에 이민자의
취업률이 시민권자의 취업률보다 낮아졌다. 스페인(5.3, -4.3), 그리스(6.2,
-1.5), 라트비아(5.5, -2.7), 에스토니아(5.3, -0.3), 슬로베니아(0.2, -1.7),
불가리아(0.3, -2.9)가 이에 해당된다.
2012～13년 이민자의 취업률이 시민권자의 취업률보다 높은 국가는 37
개 국가 중 14개 국가이다. 2016～17년에 비해 이민자의 취업률이 시민권
자의 취업률보다 높아진 나라는 폴란드(-19.8, 0.6), 체코(-1.8, 1.4), 슬로
바키아(-0.2, 5.4)이다. 이민자의 취업률이 시민권자의 취업률보다 높으며
그 격차가 더 커진 여섯 국가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칠레, 헝가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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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스, 미국이다. 이민자의 취업률이 시민권자의 취업률보다 여전히 높
지만 그 격차가 줄어든 다섯 국가는 몰타, 아일랜드, 포르투갈, 리투아니
아, 이탈리아이다.
이민 온 지 5년이 지난 이민자와 그 이상 정착한 이민자의 고용시장에
서의 활동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시민권자들의 실업률보다 5～8%
높다. 스웨덴의 최근 이민자 실업률과 시민권자 실업률의 격차가 21.1%
로 가장 높다. 이어서 프랑스 16.6%, 터키 16.4%, 벨기에 16.0%, 그리스
14.6%, 스페인 14.1%, 포르투갈 14.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이민자 중 단기계약직에 취업하는 비율은 OECD 평균 13.25%,
EU 평균 15.59%이다. 반면 시민권자들이 단기계약직에 취업하는 비율은
OECD 평균 11.13%, EU 평균 11.06%이다.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10% 미
만이며, 이민자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권자와의 격차가 줄어든다.
저학력 이민자들은 고학력 이민자들보다 단기계약직에 취업하는 비율
이 높다. OECD 평균 저학력 이민자들의 단기계약직 취업 비율은 18.26%,
고학력 이민자들의 단기계약직 취업 비율은 13.21%이다. 그런데 10년 이
[그림 5-12] 도착시기별 실업률의 차이(2012～13년)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12501(검색일:
201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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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저학력 이민자의 단기계약직 취업현황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12501(검색일:
2018. 8. 25).

상 체류한 저학력 이민자의 단기계약직 취업 비율은 14.25%로 낮아져 시
민권자의 평균 16.20%보다도 낮다. 10년 이상 체류한 고학력 이민자의 단
기계약직 취업비율도 시민권자 평균 9.56%와 비슷한 9.87%이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이민자의 단기계약직 비율이 낮은 것은 이
국가들에 단기계약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 이민자 자녀의 사회통합 요소
이민자 1세대의 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민자
2세대의 사회통합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민자 자녀가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사회의 이민자 사
회통합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다면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 자녀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내국인 자녀와 이민
자 자녀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14]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자가 이민국가에서 취업하
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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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고등교육 이민자의 과잉자격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p.83.

이민자 부모가 있는 청년의 과잉자격 취업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독
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그 차이가 크
지 않았다.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어른일 때 이민 온 사람과
아이일 때 이민 온 사람의 과잉자격 취업률의 차이가 크다(그림 5-15 참
조).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일 때 이민 온 사람과 어려서
이민 온 사람의 취업형태가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역량에
걸맞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적응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사
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취업시장에서 내국인 자녀들
과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인종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거
의 20%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응답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10% 이상 높았고, 미국과 뉴질랜드는 10%
미만이었다.
청소년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부모가 모두 이민자이
거나, 자신의 제1언어가 수용국가의 언어가 아닌 경우 더 차별을 받고 있
음을 느끼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미국에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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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청년들의 과잉자격(2013년)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p.265.

[그림 5-16] 자신이 차별받는 그룹에 속한다는 청년들의 인식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p.273.

국가들보다 이민자에 대해 차별적이었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
일수록 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별의 문화가 지속된다면, 이민자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또는 사회통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민 초기에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언어를 배우고 취업을 하
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화를 통해 역량을 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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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15세 청소년의 문해력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p.243.

기 때문에 문해력이 증진되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림 5-17]에
서 EU(26) 우측으로 있는 국가들은 내국인 자녀인 청소년의 문해력과 외
국인 자녀인 청소년의 문해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이민통합의 국제지표들은 이민자와 통합에 대한 인식, 이민자의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 이민자의 인식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과
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민과 이민자의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정보도 잘 인지할 것이고, 국내의 이민자 현황에 대해서도 보다 객
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만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이민과 통합에 대한 정보를 많
이 알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언어와 기술 습득이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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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민 초기정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
는 것도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민자
의 수가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민자와 정부가 쌍방향 상호작용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민자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
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사회통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단기체류와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
히 과잉자격 취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등학력 이민자들이 비전문적인 분야에
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내국인들의 경우보다 더 많다. 이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청소년들은 제3국에서 이민을 왔든지, 이민국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과잉자격 취업률은 내
국인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
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면 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민국 사회에 적응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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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해외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오랫동안 이루어졌
다. 각국의 이민 관련 통합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이민자통합정책
지수(MIPEX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는 가장 포괄적인 평가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MIPEX는 이민자에게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할수
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각국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MIPEX 프로젝트
는 한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들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를 지적하고 있다. MIPEX는 여덟 가지 정책영역(노동시장 이동성, 교육,
정치참여, 국적 취득, 가족 재결합, 건강, 영주, 반차별)에서 167개의 정책
지표(policy indicators)를 설정해 두고 있는데, 이민자가 온전한 사회구성
원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기회를
갖고, 차별받지 않고,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
조한다. MIPEX 시계열 비교를 통해 개별 국가가 이민자와 시민의 동등
한 권리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규범적
기준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각국의 이민통합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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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현재 이민유입의 규모나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통합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민통
합정책을 비교, 평가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서는 이러한 이민역사와 이민유입 현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이민 및 통합
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민자 통합정책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위해 여기서는 호주(2014년
MIPEX 8위, 2010년 MIPEX 8위), 독일(2014년 10위, 2010년 13위), 영국
(2014년 15위, 2010년 9위), 덴마크(2014년 13위, 2010년 23위), 이탈리아
(2014년 13위, 2010년 14위) 5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
는 2012년부터 3년마다 OECD 회원국 내 이민자 통합성과를 비교․분석
한 보고서(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를 발
표하고 있는데, OECD와 EU 회원국의 이주배경인구 통합성과를 분석한
2015년 OECD 보고서는 분석대상국을 다음의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OECD/European Union, 2015).
<표 6-1> 이민자 통합정책 국가별 비교 사례군
유형 1 : 정착형 국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유형 2 : 많은 수의 신규, 고학력 이민자들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
있는 오래된 목적국
유형 3 : 많은 수의 저학력 이민자들이 정착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
한 오래된 목적국
덜란드
유형 4 : 많은 수의 신규 인도적 이민자가 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는 목적국
유형 5 : 많은 수의 신규, 저학력 이민자들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있는 신규 목적국
유형 6 : 많은 수의 신규, 고학력 이민자들이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몰
있는 신규 목적국
타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유형 7 : 국경 변화로 인해 이민자(소수민족)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
가 있는 국가
키아, 슬로베니아
유형 8 : 이민자 규모가 작은 주목할 만한 목 불가리아,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적국
루마니아, 터키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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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 주
호주를 비롯한 정착형 국가에서 이민자 정착은 국가건설의 중요한 요
소이고, 이민은 국가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4명 중 한 명이 해외출생자이고,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출생
인 국내출생자도 23%나 된다.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자(해외출생자)36)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기술이민자를 받아들인 이민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정착형 국가에서 통합정도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데,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의 대부분이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
득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민 2세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나
노동시장에서 국내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their peers with no
migrant background)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영 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수의 신규, 고학력 이민자들이 있는 오래된 목적국’
에서는 전체 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편차가 크다(영국의 경우
약 12%인 데 반해,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43%를 차지함). 이민의 역사
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10년간 신규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
당한다. 유럽의 경우 최근 신규 이민자 증가는 EU-EFTA(유럽자유무역
연합) 지역 내 자유이동(취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이민
자, 특히 신규 이민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고, 생산가능연령의 약 35%
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미국은 예외). 위에서 언급한 정착형 국가들과 마
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긍정적이고 국내출생
자의 성과와 유사하다. 이민 2세(native-born children of immigrants)와
국내출생자의 자녀를 비교했을 때에도 유사한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36) OECD의 이민자 통합성과 보고서에서 이민자는 해외출생인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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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독일을 비롯한 ‘많은 수의 저학력 이민자들이 정착한 오래된 목적국’에
서 이민은 제2차 세계대전 전 소위 손님노동자라고 불리는 저학력 인구
의 유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후에는 이들의 가족결합이 이루어졌는
데 재결합한 가족 역시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다. 더불어 이들 국가는 상
당히 많은 수의 인도적 이민자와 이들 가족을 받아들였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많은 수의 인구유입을 경험하고 있지만, 전체 이민자 중 신규 이
민자의 비중은 크지 않다. 전체 인구의 12～16%가 해외출생자이고, 이민
의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출생인 국내출생자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주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국내출생
자(native-born peers)보다 낮다. 이민자(해외출생자)의 고용률은 국내출
생자보다 평균 10% 정도 낮고, 이들의 실업률은 6.5% 정도 높다. 여성이
민자는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이민자(주로 손
님노동자 출신)들이 은퇴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내출생자보다 해외출
생자에서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이민자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이 이들 자녀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덴마크
덴마크를 비롯한 ‘많은 수의 신규 인도적 이민자가 있는 목적국’에서는
인도적 이민자들과 그 가족이 이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교육
수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극의 경향을 보인다. 해외출생 생산가능인
구의 거의 절반은 지난 10년 동안 이들 국가에 유입하였고, 상당수 EUEFTA 자유이동으로 인한 이민자이다. 이들 국가에서 해외출생자와 이들
의 자녀의 비중은 오래된 목적국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그 비중이 크
게 증가하였다. 인도적 이민자와 그 가족은 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시장성과는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주거 수준 역시 국내출생자보다 떨어진다. (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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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이들의 자녀세대 교육수준 역시 이민배경이 없는
다른 아동에 비해 낮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이 공공서
비스 접근이 용이하고, 현지 출생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친화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덴마크의 이러한 정책
은 2000년대 유럽 국가들의 이민통합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이탈리아
대부분 남부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단순노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다. 이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이 많고, 다른 EU나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이민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생산가능 해외출생인구의 3/4이
저임금국가 출신자이고, 대부분이 최근 이민자이기 때문에 귀화자는 많
지 않다. 2007～08년 경제침체는 이들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해외
출생자, 특히 비EU 회원국 출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일자리
감소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기도 하고, 많은 수가 경제위기 바로 직전이나
경제위기 시에 이들 국가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민
자들은 국내출생자에 비해 고용률이 높았고, 현재에도 국내출생자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자 자녀의 규모는 작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벌써부터 우려되는 노동시장 성과
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들이 교육수준에 못 미치는 취업
을 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히 많고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이
민자의 상대적 빈곤율(poverty rate)은 국내출생자보다 2배 정도 높고 주
거의 수준도 훨씬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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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5개국 이민역사와 현황 비교

1. 이민역사
가. 호 주
1945년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이 설립되면서 호주의 이민
정책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정부 주도적(government-directed)으로 변화
하였다(Hugo, 2014; 이규용 외, 2015에서 재인용).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호주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출신자들
의 이민을 유도하였지만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비유럽 출신자의 이민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제조업 분야 고용이 줄어들
고(Hugo, 2014),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면서 이민에 대한 부
정적인 여론이 생기게 된다(Castles et al., 2014; Thomson, 2014). 대신
이 시기 호주 정부는 단순 노동력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두어 이민정책
을 운영하였고, 자본금을 보유한 이민자 역시 적극 유치하였다. 동시에
1970 ～80년대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도차이나 난민이 호주에 정착하게
된다(Philips et al., 2010).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의 이민정책은 상당히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기술이민과 관련하여 한
시비자가 신설되었고 영주기술이민자를 선발할 때에도 신청자의 자질과
더불어 시장의 수요를 중시하게 되었다.37) 호주의 이민정책은 기술이민
자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이민정책 틀 안
에 단순노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순노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존재하는데, 1975년 이래 운영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2012년 이래 공식 도입된 계절노동자제도
37) 이때부터 호주의 기술이민제도는 공급 위주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하는
‘융합형(hybrid system)’으로 바뀌게 된다(Cul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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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 : Seasonal Worker Program)가 그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호주
정부는 영주이민제도를 크게 가족, 기술, 인도적 이민으로 구분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Phillips et al., 2010), 매년 영주권을 신규 발급받는 이민자의
유형별(기술, 가족, 인도적 이민) 비중은 변화하여 점차 가족보다는 기술
에 중점을 두고 영주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호주 정
부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기술이민자와 5만 명 이상의 가족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독 일
독일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력부족에 대
응하기 위해 손님노동자(Gastar- beitnehmer)를 모집한 후 저학력 인구가
대거 유입하여 현재까지도 당시 이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1955년부
터 1973년까지 독일은 ‘국가 간 협정(bilaterale Abkommen)’ 방식으로 손
님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38) 당시 손님노동자들은 젊은 남성으로서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이규용 외, 2015: 147). 1973년 독일 정
부(서독)는 손님노동자 모집 중단을 결정하고 손님노동자의 본국 귀환을
장려하였지만, 오히려 가족재결합 등으로 연쇄이주가 이루어졌다. 1989년
에는 다시 동유럽 국가들과 노동력 도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노동
력 유입경로를 열어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 독일의 이민정책은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2000년 그린카드제를 도입하여 다음 해부터는 IT 기술자들
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월에는 고연봉 인재의 취
업 및 거주를 허가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 Zuwanderungsgesetz)｣
이 발효되었다.39) 2000년대 후반에는 독일 정부가 전문․기술인력 유입에
보다 적극적이었는데, 2011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해서 중장기
적으로 기술이민자 확보를 위한 5개년 전략을 수립하였다. 독일은 해외에

38) 구체적으로 이탈리아(1955년), 스페인 및 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모로코
(1963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와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였다(이규용 외, 2015: 147).
39) 이민법 제정으로 그린카드제는 2004년 12월 말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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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독일계(ethnic Germans)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하였는데 서독
수립 이후 1950～87년 사이 1,140만 명의 독일계가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MPI, 2004), 1991～98년 사이에는 동독과 동구권 몰락 이후 구소련연방
에 거주하던 독일계가 독일로 이주하였다. 독일은 상당히 많은 수의 인도
적 이민자와 이들 가족을 받아들였다는 특징도 있다.
다. 영 국
제2차 세계대전 후 손님노동자 제도를 활용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의무나 외교적 목적 때문에 이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다(Boswell, 2008). 1960년대 영국의 이민규제가 시작되
었고, 한동안 통제적인 이민정책을 운영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
년대 초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후반에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반면 1990년대 중반부터 경
제성장과 기술부족으로 인해 노동당 정부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추구했
는데,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부터 비EEA 출신자의 전문․기술직 취업도
확대되었다(이규용 외, 2015 : 174).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중동부 유럽 출신자들이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하여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영국 역시 이들 노동력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면서 영국으로의 인구유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동부 유럽
출신자의 자유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영국은 점차 비EEA 출신자의 취업
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게 된다. 중동부 유럽 출신자의 유입이 급증하면
서 이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2016년 6월에는 영국이 EU를 떠난다
는 의미의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51.9% 찬성), 영
국은 EU에서의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브렉시트를
선호하였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EU에 남아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Blinder & Richards(2018)는 EU에 남아 있어야 한다
는 측과 반대 측은 영국의 미래에 대해 다른 이상을 갖고 있고, 이민은 이
러한 미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EU에 남아있기를 주
40) https://www.bbc.com/news/uk-politics-32810887(최종접속일: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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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영국의 인규유입 규모(1964～2016년)
(단위 : 천만 명)

자료 : UK Office National Statistics.

장하는 측은 보통 사회적 자유주의자(socially liberal)이고 이민에 찬성하
는 반면 EU를 떠나기를 바라는 측은 보수적이고 이민에 반대하고 있다
(Blinder & Richards, 2018).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9년 3
월 29일에 EU 탈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메이 총리는 투표결과가 이민
감소에 대한 영국인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판단하고, 순이민(인구유입-인
구유출)의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연간 10만 명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
겠다고 하였다.
라. 덴마크
덴마크는 인도적 이민자들과 그 가족이 이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덴마크에서 이민은 중요한 사안
이 아니었고, 당시 대부분의 유입인구는 지난 시기 해외이주한 덴마크 출
신자들의 귀환이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덴마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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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덴마크인의
해외이주가 오히려 활발하였다. 반면 덴마크로 이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웃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 출신자들이었다(Naanestad, 2004). 1950년
대 후반부터 1973년 첫 번째 석유파동이 있기까지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 상태였고,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터키 등에서 손님노동자들
이 유입하였다(Jenson & Pedersen, 2007). 1960년대 제조업이 확장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 전까지) 덴마크
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도 해외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Wadensjö, 2000). 1973년에는 손님노동자의 도입을 중단하였지만, 이전
시기에 덴마크로 이주한 손님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는 않았다.
많은 손님노동자들은 덴마크에 정착하였고(Jenson & Pedersen, 2007),
1974년 이후에는 이들의 가족결합이 가능하게 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하게 되었다.41) 1980년대 후반에는 덴마크로의 이주가 다시 증가하
였는데, 1988～2001년 사이 외국인에게 부여된 거주허가의 15～27% 정도
가 비호신청자에게 부여되었고, 25～33% 정도가 손님노동자의 가족에게
부여되었다. 1990년대에는 구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로부터의 난민유입
이 주요 이주 흐름이었다(Naanestad, 2004).
마.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이탈리아인의 해외이주가 활발하였는데 1970년
대 후반부터 외국인이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영국, 독일, 프랑스의
노동시장 진입이 통제되면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이탈리아로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탈리아 정부는 외국인의 유입과 취업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에는 이탈리아의 가정에서 일
하는 필리핀인이 증가하였고, 1980년대에는 중동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출신자들이 유입하였다. 특히 공산주의 정권 붕괴 이후 동유럽 출신자들
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탈리아는 본격적으로 이민 유입국이 된다. 1986
41)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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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198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의 입
국과 고용을 규정하고 취업이민과 불법취업을 규제하려고 하였으나 별 효
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체계적으로 비정규 이주(irregular immigration)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합법화(sanatorie)를
자주 시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불법체류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
를 하게 된다. 더불어 지리적인 이유로 이탈리아는 유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아
랍의 봄(Arab Spring) 이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전이나 위기를 피해 유럽으로 이동하였고,
2015～16년에는 지중해를 통해 33만 명 이상의 비정규 이주자들이 이탈
리아로 유입되었다.42)

2. 이민 현황
전체 인구 중 신규 영주이민 비중을 살펴보면 5개국 중 호주가 전체 인
구 중 영주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덴마크나 독일에서는 2003
～11년과 비교해 전체 인구 중 영주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
였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2003～11년과 비교해서 2012～13년 영주이
민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호주와 영국에서는
취업이민자와 그 동반가족의 비율이 가장 크고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EU
내 자유이동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2～13년 통계자료를 살펴보았다면 2016년 통계자료는 약간은
다른 경향을 보인다. 호주에서는 취업이민자와 그 가족의 영주이민이 여
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국에서는 자유이동의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족이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영주이민이 전
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독일에서는 인도적 영주이민 규모가 43만 명 이상
으로 자유이동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10～16년 사이 독일행 영주이민 규모는 (상당 부분 인도적 이민과
42)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emigration-asylum-destination-italynavigates-shifting-migration-tides(최종접속일: 2018. 10. 31).

제6장 주요국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시사점 139

[그림 6-2] 전체 인구 중 영주이민 규모와 유형별 영주이민 비율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표 6-2> 2016년 이민 유형별 영주이민 규모와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단위 : 천 명)
취업
호주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동반가족

가족

인도적

기타

자유이동

2016

%

2016

%

2016

%

2016

%

2016

%

60.7

2

67.9

-1

57.4

-6

17.6

28

0.3

29

8.2

7

4.3

14

7.5 -31

5.1

0

27.9

0

50.5

86

105.6

28 434.3 203

6.6

8

454.1

6

5.9

-57

102.4

-6

20

5.3

6

63.1

-1

27.6

-1

53.2

6

13.1 -31

23.8

-1

215.4

-6

17.2

-12

7.7 -34

35.4

2016

%

19.7 -16

자료 : OECD(2018).

자유이동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호주는 매년 영주이민을 일정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인도적 위기로 인해 유럽에서는 특히 비호
신청자의 규모가 증가했는데, 독일에서는 특히 비호신청의 규모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크다. 독일의 인도적 영주이민 도입규모 역시
2009～11년 사이 1만 1,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15년에는 143,246명, 2016년에는 434,329명으로 급증하였다.
브렉시트는 오늘날 영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논쟁점이다. 브렉시트 투
표 이후 영국의 인구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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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신규 채용은 감소하였고, 특히 고기술 직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나타나고 있다(OECD, 2018). 2016년 2/4분기(브렉시트 투표 전)와
2017년 2/4분기 사이 신규 입국한 EU 출신자(지난 18개월 동안 입국한
자)의 고기술 분야 채용은 약 38% 감소하였는데(65,000건에서 40,000건으
로 감소), 이는 같은 기간 저숙련이나 중급숙련 일자리에서의 감소치보다
2배 정도 되는 것이다(OECD, 2018).
5개국의 이민역사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해외출생자는 다른 특성을 보
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독일과 영국은 15% 내외이다. 5개국 중 이탈리아의 해외출생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그 비율은 6% 이상 증가하였다.
다음은 5개국의 이민배경인구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때 각각의 유
형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에서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넘었고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해외출생자인 비율도 20.54%나
된다. 독일이나 영국은 정착형 국가는 아니지만 이주배경인구, 즉 이민 1
세대와 1.5세대, 2세대의 비율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민과 통합정
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림 6-3] 2010～16년 영주이민 경향

자료 :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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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2013～17년 신규 비호신청 규모
2013～
15년
평균

2016년

2017년

호주

11,030

27,200

35,170

덴마크

14,530

6,050

3,130

독일

2016～
백만 명당
%
비호신청자의 주요
17년
비호신청자
증감
출신국
증감
규모(2017년)
+7,970

말레이시아, 이란,
중국

29

1,438

-2,920 -48

546

시리아, 모로코,
에리트레아

241,520 722,270 198,260 -524,010 -73

2,414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탈리아

57,540 121,190 126,550

+5,360

4

2,132

영국

34,060

-5,920 -15

503

39,240

33,320

이라크, 파키스탄,
이란

자료 : OECD(2018).

<표 6-4> 2009～17년 신규 인도적 영주이민 규모
호주
덴마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854

14,553

13,976

13,759

20,019

13,768

13,756

17,555

10,849

7,493

1,376

2,124

2,249

2,583

3,889

6,104

11,107

11,828

11,036

18,399

31,286

42,393

이탈리아

9,573

4,303

7,155

22,030

14,395

20,580

29,615

35,405

영국

3,110

4,931

13,003

11,434

21,274

17,801

18,895

13,071

독일

자료 : OECD(2018).

[그림 6-4] 2014～17년 외국인의 영국 유입 및 유출

자료 : OECD(2018).

143,246 4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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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2014～18년 기술수준별 EU 회원국 출신 노동자의 영국 이주 증감

자료 : OECD(2018).

[그림 6-6] 2000년과 2017년 전체 인구 중 해외출생자 비율

자료 :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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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유형별 비율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제3절 5개국 이민자 통합정책 비교

1. 이민 맥락에서 통합정책 변천사
가. 호 주
호주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기술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인
데,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정도를 높이기 위해 호주에서의 경험이나 영어
능력을 점차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11년 호주 정부는 기
술이민 점수제 운영에서 (해외경험보다) 호주 취업경험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영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주는 기술이민자의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시기술이민을 허용하는 457
비자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사업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노동시장 테
스트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457비자 남용과 내국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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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침해 문제가 논의되면서 결국 최근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
채용 전 노동시장 테스트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더불어 기술이민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인정받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인정
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하였는데, 2011년에는 호주에서 인정하는 해외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qualifications)은 호주 자격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었다.43)
호주의 정착 서비스는 신규 이민자들이 호주의 경제와 사회에 빠른 시
일 안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영주이민자의 상당수가 기술이민자이자 영어활용 가능자이기 때문에 호
주 정부의 정착 서비스는 인도적 이민제도로 정착이 허용된 난민과 인도
적 이민자에 집중되고 있다. 2006년까지 약 645,000명의 난민이 호주에 정
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적 정착 서비스(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는 2000년에 도입된 통합인도적정착전략(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호주가 1940
년대 동유럽의 이재민을 받아들였을 때에 호주 정부는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호주사회는 인도적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당시 호주 정부는 이들을 동화
(assimilation)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숙소와
언어교육에 지나지 않았다.44) 1960년대와 1970년대 동화라는 정책기조는
통합(integration)으로 바뀌었고,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는
언어와 다른 정착 서비스(예, 이주아동 교육프로그램, 번역통역 서비스,
해외전문자격위원회)를 확대하였다. 이후 베트남에서 대량 난민이 유입
되었는데, 1976년 호주 의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는 난민의
재정착에 관한 44개의 제언을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호주에서는 난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1978년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검토한 갈벌리 보고서(Galbally Review of Post-Arrival
43)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Oxford,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DEMIG)
Policy Data.”
44)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
ntary_Library/Publications_Archive/archive/settlement(최종접속일: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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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nd Services to Migrants)에 따라 기존의 정착 서비스가 확대
되었고 신규 프로그램(에스닉 라디오, 다문화 방송국, 이민자원센터, 종족
공동체기금 등)이 도입되었다. 1979년 12월 시작된 공동체난민정착제도
(Community Refugee Settlement Scheme)는 신규 입국한 난민들에게 임
시 숙소와 (취업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위해 공동체들과 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에는 국가통합정착전략(National Integrated Settlement
Strategy)이 도입되어 호주의 각 기관별 정착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45) 2000년에는 통합인도적정착전략(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이 도입되었는데, 인도적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와
초기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인도적 이민자에 대한 민간지원 시범사업(pilot private
sponsorship program)을 실시하게 된다.
나. 독 일
독일은 오랫동안 이민국가임을 부인하였고, 과거 손님노동자의 귀환을
장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이미 독일에서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손님노동자에 대해 기간 제한이 없는 특별 취업허가를 하
였다(한시적 조치). 더불어 1973년부터는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통합
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와 사회적 인프라를 제
공해야 함을 인식하였고, 외국인 고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증액하면
서 이 기금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손님노동자
와 이들 가족의 통합 문제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1977년에는 이민자 통합과 관련하여 손님노동자와 이들 가족의 거주자격
(legal residence)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1978년 독일
은 손님노동자와 이들 가족의 통합을 위한 위원(Commissioner)을 지명하
여 관련 정부기관 간, 그리고 송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이
45)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
entary_Library/Publications_Archive/archive/settlement(최종접속일: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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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독일인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46)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찌감
치 이민 2세의 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1979년 손님노동자
의 자녀세대 통합에 관한 정책이 제안되었는데, 아동의 경우 교육을 통해,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접근성을 보장하여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980년에는 이민 2세의 통합에 중점을 두어 독일에서 성장한 이
민2세와 3세에게 귀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는 통합의
측면에서 잃어버린 시대로 일컬어진다. 1990년에는 ｢외국인법｣ 제정으로
16～23세 청년들과 장기거주자의 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47)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이민자들에게 독일사회 통합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2005년 ｢이민법｣은 비EU 회원국 출신 신규 이민자가 의무적으로
통합강의를 듣도록 하였는데, 이 통합강의는 600시간의 독일어 강의와 30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었고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이민자들이
독일의 법적 체계와 역사, 문화에 대해 배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강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는데, 궁극적으로
는 독일에서 거주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어 과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경우 법적인 지위
에서 혜택을 부여하였다(예, 귀화 신청 시 거주기간 요건을 8년에서 7년으
로 감소). 또한 이민자가 통합과정을 마치자마자 전문적, 사회적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는 22개월 과정(3주의 회사 인턴십 과정 포함)을 두었다(FOMR,
2007). 메르켈 총리는 2006년 이래로 통합회의(Integration Summit)를 개최
하고, 이민자에 대해 관심 있는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
다.48) 2007년 7월에는 독일의 연방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들이 국가통합
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 수립에 동의하였는데, 동 계획은 400개의
46) DEMIG.
47) 16～23세 청년의 경우 귀화 신청을 위해서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독일에서
8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최소 6년 동안 독일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
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했다. 장기거주자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15년 동안 거주해
야 하고, 과거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48) https://www.theguardian.com/uk-news/datablog/2014/nov/26/uk-germany-ipsos
-mori-poll-attitudes-immigration(최종접속일: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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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통합강의의 확대와 개선, 이민
자의 노동시장 통합 강화, 이민자 경제(ethnic economies) 촉진, 언어 지
원, 이민자 자녀세대 대상 초기 개입정책 등이 그것이었다. 2012년에는
2007년 국가통합계획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 통합 관련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Integration)이
마련되었다.49)
다. 영 국
영국의 경우에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난민을 포함한 인도적 이민자가
주요 유입 및 통합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1996년 10월 고등
법원(High Court)이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ce Act)｣에 따라 지방
정부가 자립이 어려운 비호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면서 인도적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인정되었다. 영국은
1990년대 말부터 비호신청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난민의 통합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1999년 영국은 ｢이민비호
법(Immigration and Asylum Act)｣에 근거하여 국가비호지원 서비스
(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를 도입하여 비호신청자를 지원하고
이들을 영국의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는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1999년에
는 비호신청자나 거부된 신청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자발적귀환재정착지
원 프로그램(Voluntary Assisted Retur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을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국적이민비호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에 따라 비호신청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데, 세 가지 유형의 센터(오리엔테이션센터, 숙박센터, 퇴거센터)를 운영
하게 된다.50) 오리엔테이션센터(Induction Centre)에서 신규 비호신청자
는 2～10일 동안 머물면서 건강검진 등을 하고, 숙박센터는 비호신청자들

49) DEMIG.
50) 2002년 국적이민비호법으로 인해 안전한 국가 출신 비호신청자가 보호를 거부당
했을 경우 항소과정에서 퇴거될 수 있게 되었고, 비호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
한 역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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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난민을 위한 국가통
합전략(National Integration Strategy for Refugees)으로 통합대출
(integration loans)이 신설되었고, 사례관리자(one-to-one caseworker)
모델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2008년 10월부터 난민 지위나 인도적 보호
지위를 받은 18세 이상 개인은 난민통합 취업서비스(Refugee Integration
and Employment Service)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인도적 이
민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5～16년 사이
2,500명의 인도적 이민자들이 명확한 취업 가능성이나 자격취득의 목적
이 있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였다
(OECD, 2017).
하지만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인해 OECD 회원국들에서 대중은 이
민정책에 상당히 민감해졌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난민들이 (수요가 있는
다른 집단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우려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OECD, 2017).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인도적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
는 종종 영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맞서 영국의 30개 이상 교육기관과 NGO 연
합체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동등한 접근성(equal access)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다(OECD, 2017).
영국은 이민자의 영어능력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2006년 영국 정부
의 통합결속위원회(CIC : Com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는 통
합을 위한 영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Gidley and Jayaweera, 2010).
성인 교육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2001년에서 2009년까지 ESOL에 대한
재정을 세 배나 확대하였다. 영국 내무부는 영어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이 2008년 기준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이었다고 추정하였
는데, 이는 이민자 통합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중앙정부 예산(3억 5천만
파운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2007년 이래 법개정으
로 인해 무료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컸고, 정부가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하게
된 것과 더불어 영어를 배우기 위한 언어교육여행(langu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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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Gidley and Jayaweera, 2010).
라.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1980년과 1990년대 통합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특히 이러한 논쟁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Mouritsen and Jensen, 2014). 이런 상황에서 1999년 덴마크에
서는 ｢포괄적인 이민자 통합법(Integration Act of 1998)｣이 제정되었고,
동 법은 199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통합법은 덴마크의 정치, 경제, 고용,
사회, 종교, 문화 등 영역에서 이민자가 덴마크 시민과 동등하게 참여하도
록 하고,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덴마크 사회의 기본가치와 규범
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한준성, 2017 : 90). 통
합법 시행 이후 2000년대에 덴마크의 이민정책은 줄곧 통제적인 특징을
보여 왔고, ‘시민 통합’이 강조되었다(Jørgensen, 2014; 한준성, 2017 : 91에
서 재인용). 이러한 통제정책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이민배경인구는
복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
체성이 이민자의 유입과 정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문화주의 이념
과 정책으로 인해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Stokes-DuPass, 2015; 한준성, 2017 : 91에서 재인용). 특히 무슬림 문화
가 덴마크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사회 결속과 연대의 기반을 침식시키는
위협요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Mouritsen and Jensen, 2014; Borevi
et al., 2017).51)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보수정치엘리트 집단과 대
중매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다(한준성, 2017). 2001년 새로운 정부
는 난민통합부(INM : Ministry of Refugees and Integration)를 설립하여
기존에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맡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52)
난민통합부는 8개의 부처53)에서 관장하던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게
51) 즉, 문화적 동질성의 유지가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인식이기도
하다.
52) DEMIG.
53) The Ministry of the Interior(responsible for integration), Ministry of Justice
(naturalization), Ministry of Education(Danish-language education,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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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Jørgensen, 2014).
덴마크의 이민통합정책은 2000년대 그 틀이 마련되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민통합정책에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는
통합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liberalism and nationalism)의 중간
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시민적 통합이 전제된 종족적 모델(an ethnic
model if civic integration)’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Mouritsen
and Olsen, 2013). 2000년대 덴마크의 이민통합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이
민체계 관리를 통해 이민자 구성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가족결합과 비호를 취득하기 더욱 어렵게 하는 대신(사실상 보호 분류
(protection category)를 없앴음), 취업이민자(이주노동자)나 학생으로 입
국하는 것은 더욱 쉽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 집단의 통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②
두 번째 목표는 이민자 자립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합
의 수단이자, 결과로 바라보고 있다. ③ 세 번째 목표는 다양한 인센티브
와 제재를 통해, 그리고 통합계약(integration contract)에 명시적으로 이
민자들이 자신의 통합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합에 노
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이
다. 이러한 목표들과 더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동화(assimilation)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Jørgensen, 2014).
2005년 6월에는 모든 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a new change for everyone)라는 신규 계획에 따라 의회 다수가 다양한 통합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민자들은 의무적으로 통합계약(integration contract)을 맺
어야 하는데, 이 계약에 따라 이민자들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존중 여부가 영주권 신청자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54) 2006년 덴마크 정부는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영주허가 관련하여 통합시험(integration

Financial Affairs(social marginalisation of immigrant and refugees), Ministry
of Labour(labour market initiatives targeting immigrants), and Ministry of
Business(immigrants’ business participation).
54) DEM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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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을 제안하였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최소 2년 반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가족재결합 신청자는 덴
마크어 및 덴마크 사회 관련 시험을 통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법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정부는 ‘덴마크 2020’이라는 전략을 수립
하여 2020년까지 인력공급을 촉진하고 이민자와 이들 자녀세대의 노동시
장 통합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덴마크에서 취업활동을 하거나 유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동반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하였다. 2010년 통합법 개정으로 덴마크 언어와 사회에 대한 이해와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신규 이민자의 노력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정
책을 펼쳐왔다. 2001년 이래 중도우파 소수정부는 덴마크 국민당과 연정
하여 이민과 통합에 있어 상당히 규제적인 정책을 펼쳤고, 2011～15년 사
이 중도좌파 연정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개정
하였다. 지난 10년간 중도우파 연정(centre-right coalitions) 이후 2011년
10월 새로운 좌파 연정(left coalition)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정부는 ‘함께
하는 덴마크(A Denmark that stands together)’라는 목표하 다양한 이민
통합정책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을 변경하
였고, 가족이민자 대상 입국요건 변경, 비호신청자와 난민이 덴마크 입국
6개월 이내 난민센터 밖에서 취업 및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귀화요
건 변경,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적인 사회보장 혜택 철폐가 포함되었
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과 교육에 이민자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11년 난민통합부가 폐지되었고 관련 업무가 사회
부(이후 사회통합부로 명칭 변경)와 법무부로 이전되었다. 관련 업무가
사회통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로 이전되면서 덴
마크는 통합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민자들 간 차이
를 수용하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 선거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중도우파 소수정부는 다시 규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덴마크의 통합정책은 다른 북서유럽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취약한데, 이는 덴마크에서 이민이 상당히 정치화된 사안이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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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책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
안정한 정치적 연정으로 인해 극우파가 논쟁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유입규모와 사회보장 수혜를 감소하는 것에 이 논쟁이 집중되
어 있다.
마. 이탈리아
1987년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취업이민자와 그 가족
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개소하였다. 1990년에는
지방정부가 이민자의 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
게 된다. 1998년 3월 ｢이민법｣ 개정(Turco-Napolitano law, Act 40)으로
통합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이민정책기금(Fund for Migration Policies)을 마련하였다.
동 법에 따라 가족구성원들 역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 연
령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모든 이민자들이 교육과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긴급하고 필수적인 서비스에만 접근이 제한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최소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영
주권(Carta di soggiorno)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이민자 통합
국가위원회는 이탈리아의 통합모델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민
이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
에 동 보고서는 이민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2년 ｢이민법｣ 개
정(Bossi-Fini law, Act 189)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이 5년에
서 6년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동등한 처우와 인종․종족 차별 철폐
를 위한 국가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11년에는 1년 이상 이탈리아에서 거
주하려는 비EU 회원국 출신자들은 이탈리아 국가와 통합에 관한 계약
(integration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장기거주 허가를 받기 위
해서는 이탈리아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통합계약에 따르면 이민
자는 이탈리아 헌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탈리아의 공공기관 조직이나
운영과 시민생활을 이해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납세의 의무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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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통합부(Ministry of Interior)가 발행한 시민권과 통합의 가치에
관한 보고서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2. 이민에 대한 태도
이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호주의 자료는 스캔론재단(Scanlon
Foundation)의 자료를, 4개 유럽 국가(영국,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들의
자료는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8년 호주에서는 백호주의의 부활과
인종적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한나라당(One Nation Party)이 전
국적인 지지를 얻기도 하였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아시아인 때문에 호주
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서리, 2013 : 104). 그렇지만 이
민자 통합지표 관련 OECD/EU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같은 전통적 이
민국가에서는 이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OECD/European Union, 2015). 호주에서는 스캔론재단이 이민에 관한
주요 조사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조사응답자의 다수가
도입규모가 많다고 생각하였다면(가장 높았던 때는 70%가 그렇게 생각
하였다) 2000년 이래 이러한 의견을 보이는 사람은 소수가 되었다. 2011
년과 2013년 사이 이민 도입규모가 많다고 생각한 비율이 38～42%였는
데, 2014년과 2016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34～35%로 감소하였다. 2016년
에는 과반수(59%)가 이민 도입규모가 적정수준이거나 너무 적다고 응답
하였고, 2017년에는 37%가 이민 도입규모가 많다고, 56%가 적당하거나
너무 낮다고 응답하였다(Markus, 2017). 2009～12년 사이 조사결과에 따
르면 대중의 인식과 실제 이민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8～10년 사이 순이민(net overseas migration)이 상당히 감소했음
(277,300명에서 196,000명)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응답자의 4%만이
그 감소를 인식했다는 것이다(Markus, 2017). Markus(2017)는 이민에 대
한 호주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이 ① 이민 이슈의 정치
적 중요성(prominence)과 ② 실업률 수준이라고 하였다. 2001～09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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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호주의 실업률과 ‘이민 도입규모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2007～17년)

자료 : Markus(2017).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대부분 조사에 따르면 이민 도입규모가 적당하거
나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4～57% 수준이었다. 반면 2010년 (실
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민과 호주의 바람직한 미래 인구에 대한 정치
적인 논쟁이 커졌고, 그 해 스캔론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 도입규
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비중이 2010년 47%(2009년 37%)로 크게 증가
하였다(Markus, 2017). 당시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인해 호주 정부는 (영주이민이 아닌) 한시이민
을 확대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조사는 유로바로미터와 유럽사회조사이다. 이
두 개의 조사결과를 통해 유럽 4개 국가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
석하도록 한다. 먼저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보면 유럽에서는 EU와 비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기준 덴마크, 독일, 영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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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도
(단위 : %)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11월
3월
11월
3월
11월
3월
11월
3월
매우 긍정적

7

17

10

19

17

15

3

7

어느 정도 긍정적

43

55

33

45

53

56

33

41

어느 정도 부정적

31

20

33

19

20

17

37

33

매우 부정적

10

3

19

10

7

5

19

12

9

5

5

7

4

6

8

7

모름

자료 :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ind
ex.cfm).

<표 6-6> 비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도
(단위 : %)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11월
3월
11월
3월
11월
3월
11월
3월
매우 긍정적

5

7

7

13

7

5

3

4

어느 정도 긍정적

24

36

31

40

35

30

15

26

어느 정도 부정적

40

35

35

25

32

38

42

40

매우 부정적

20

15

22

13

19

20

33

23

모름

10

7

6

8

6

8

7

7

자료 :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ind
ex.cfm)

탈리아 순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2014년 11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4
개국 모두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EU 회원국 출신자
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기준 영국,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순으로 긍정
적으로 생각하였고, 2014년 11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덴마크를 제외하고
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개국에서 모두 비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도는 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이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4월 EU 내 이민자 통합
에 관한 특별 유로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4개국의 조사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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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에게 비EU 회원국 출신자의 이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기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EU 28개국 전체는
38%가 문제, 20%가 기회, 31%는 문제이자 기회라고 응답하였다.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기회라고 응답하거나(독일 : 24%, 덴마크 : 26%), 기회이자
문제라고 응답한(독일 : 38%, 덴마크 : 41%)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
았고, 영국은 기회라고 응답한 비율(35%)이 월등히 높았다. 이탈리아에서
는 유럽 평균에 비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전체 : 38%, 이
탈리아 : 51%) 기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낮았다(전체 : 20%, 이탈리아
: 6%).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이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이
탈리아에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의
다른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태도가 (호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에서는 특히 이민자가 인력부족을 채우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EU 28개국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3개 국가들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에
서는 특히 이민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응답한 비
율이 전체 평균(39%)에 비해 훨씬 높았다(58%). 독일에서는 이민자가 사
회보장제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56%)에 비
해 훨씬 높았다(71%).
유로바로미터 조사결과에 따른 4개국의 공통점은 모든 국가에서 응답자
들이 전체 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실제(독일 : 8.8%, 덴마크 : 7.6%)보다 약간
높게 생각하였다면(독일 : 13%, 덴마크 : 10.5%), 영국(실제 : 8.6%, 추정 :
21%)과 이탈리아(실제 : 7.0%, 추정 : 24.6%)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컸다.
동 조사는 또한 대부분 이민자의 통합 성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EU 28개국 전체는 54%가 성공적, 40%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
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
해 낮았고(독일 : 50%, 이탈리아 : 40%),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평균에 비해 높았다(독일 : 48%, 이탈리아 : 55%). 반대로 영국과 덴
마크는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훨씬 높고(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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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덴마크 : 70%),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해 훨
씬 낮았다(영국 : 25%, 덴마크 : 28%). 두 개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영국은
예외적으로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이 역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유
럽이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8～12년 5년간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영국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
은 반면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
[그림 6-9] 2008～12년 이민의 경제적 효과 인식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재인용.

[그림 6-10] 난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중인식

자료 : OECD(2018); 2016년 Pew Research Center 조사결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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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자신의 도시나 지역이 이민자에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갤럽(Gallup World Poll 2012) 재인용.

다. 당시 영국은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진 상황이었
고,55) 이것이 동유럽의 신규 EU 회원국 출신자들을 포함하여 이민자 유
입에 부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인도적 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에 비호신청자의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의 바로미터 결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난민이 노동력과 재능으로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탈리
아에서는 난민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컸고 영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과 비슷하였다.
자신의 도시나 지역이 이민자에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
율을 비교하면 호주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90.3%), 덴마크(85.4%), 영
국(83.5%), 독일(83.0%), 이탈리아(74.4%) 순이었다.

3.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
호주는 이민자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국가이기 때문에 신규 이
55)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
dx=242&dataIdx=110770(최종접속일: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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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호주의 교육제도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
요한 특화된 지원(targeted support)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다른 분야(노동시장 이동성, 교육, 정
치 참여, 국적 취득)에서는 점수가 변화하지 않았지만, 가족재결합(70 →
67)과 영주권(57 → 54)에서는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통합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 가족재결합이나 영주이민에 있어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데, MIPEX는 이것이 호주의 통합성과에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MIPEX는 신규 이민자의 호주 노동시장
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37개
MIPEX 분석대상국 중 14개 국가보다 호주의 정책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
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한시취업이민자는 (대부분의 MIPEX 분석대상국
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분야(sector)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독일은 2010년에 중위권에 그친 데 비해 2015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였
다. 2010년에 비해 점수(57 → 61점) 및 순위(13 → 10위) 모두 상승하였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38개국 중 시민권에 대한 접근(72점)이 3
위, 노동시장 이동성(86점)이 4위, 이민자의 정치 참여(63점)가 11위로 순
위가 높았다. 제3국(비EU 회원국) 가족과 재결합(57점)은 24위, 교육(47
점)은 16위, 장기거주(60점)가 19위, 건강(43점)과 반차별(58점)은 22위로
중간 순위 정도이다. 반차별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2010년에
비해 통합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독일은 2012년 ｢자격인증법(Recognition
Act)｣으로 인해 해외의 자격이나 기술을 인증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부터 자격을 통한 통합(Network ‘Integration through
Qualification’) 네트워크는 ｢자격인증법｣에 근거하여 해외의 자격인증과
직업훈련 관련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자격인증을 받고 싶은 이
민자는 이를 보완하는 훈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자격에 적합한 일자리
를 찾는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용센터(Job Center), 직
업소개소(employment agencies), 지방정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호문
화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네트워크의 주요 업무이다. 네트워크는 이
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 내에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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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서비스
에 접근이 가능한데, 네트워크는 난민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네트워크는 난민의 노동권
과 사회권 관련 법적 상담을 제공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이민자 자녀에 대
한 특화된 지원은 북유럽이나 전통적 이민국가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반
차별 분야에서 2010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는데 잠재적 희생자들이 필요
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MIPEX는 독일의 관련법이 비효율적이라
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법정 밖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차별받은 사
람을 돕거나 실질적으로 평등(equality)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영국의 경우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정치참여를 제외하고는 모
두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2011～14년 사이 이민자 가족재결합이
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이 특히 어렵게 되었고, 동 기간 영국의
MIPEX 지수는 6포인트 감소하였다. 영국의 MIPEX 점수를 분석하면 특
히 가족재결합과 관련해서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가족재결합
요건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규제적인데, 특정 국가에서는 영어교육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접근 불가능하거나, 그 질이 나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10년부터 영국 정부는 입국하는 배우자/파트너에게 언어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들의 공공서비스
(public benefits) 접근 역시 제한적이다. 영국에서는 보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였는데, 영국의 공공의료서비스(NHS)는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PEX는 영국 정부가 (호주나 뉴질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
교해) 이민자들의 자격요건이나 접근성에 있어 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반차별 관련 높은 점수를 확보하고 있다.
1976년 ｢인종평등법(Racial Equality Act)｣에 따라 인종, 종족, 종교, 국적
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고, 2010년 이래 이중차별(dual discrimination)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는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라 직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
다.56) 그리고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채용, 서비스, 정부 조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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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평등을 지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2010년과 비교했
을 때 2014년의 반차별 점수는 감소했는데, 2011/12년 EHRC 예산이 55%
나 감소되었고 의무적으로 수행되던 평등영향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s)도 없어진 것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평
등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집
단(예, 여성, 흑인이나 아시아인 등 소수종족,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다.
덴마크에서는 MIPEX 점수가 다른 비교국가들(예, 호주, 독일)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나 영주거주,
정치참여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였다. 또한 2010
년과 비교할 때 MIPEX의 점수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2011년 덴마크에서
는 중도좌파 정부(left-of-centre)가 정권을 잡으면서 언어, 멘토링,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동시에 신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철폐하였다. 정부는 이민자의 고용률
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이나 언어교육에 정부보조금
을 투입하였다. 덴마크의 가족재결합 정책은 2010년에 비해 상당히 통합
친화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재결합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을 24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는데
이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서 18세나 19세를 기준으로 정한 것과 상반된 조
치이다. MIPEX 비교대상국 중 오직 7개 국가만이 연령제한이 있고 어느
국가도 덴마크만큼 높은 연령제한을 두는 국가는 없다. 덴마크는 의무교
육에서 이민자 자녀의 특별한 학습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에서는 아직 (전체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민자 자녀들에게 이민자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관용과 반차별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
러한 점에서 덴마크는 (2013～14년 상호문화교육이나 이중언어교육 개발
을 위한 신규 정책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 뒤떨
56) 동법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여러 반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 Race
Relations Act 1976,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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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5개국의 MIPEX 점수(2010, 2014년)
호주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38개국
2010 2014 2010 2014 2010 2014 2010 2014 2010 2014 평균
MIPEX 점수

66

66

60

63

62

56

49

59

57

58

53

(보건 포함)

-

66

-

61

-

57

-

53

-

59

52

노동시장 이동성

58

58

75

86

59

56

70

79

64

66

59

가족재결합

70

67

57

57

44

33

28

42

73

72

61

교육

76

76

47

47

68

57

45

49

34

34

40

보건

-

67

-

43

-

64

-

-

65

46

정치참여

64

64

61

63

51

51

56

64

58

58

43

영주거주

57

54

60

60

62

51

63

74

60

65

60

귀화신청

69

69

66

72

62

60

35

58

50

50

48

반차별

71

74

67

58

87

85

46

50

61

61

61

자료 : MIPEX.

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선거 전까지만 해도 덴마크에서 영주권 신
청이 상당히 통제적이고 재량적이었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비EU 회원국
출신자들이 5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차별 정책
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비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MIPEX는 덴마크의
정책이 아직 대부분의 비교대상국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탈리아는 5개국 중 MIPEX 점수가 낮은 편이지만 영국보다는 약간
높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통합정책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MIPEX 분석 당시에 이탈리아의 통합정책은
유럽의 주요국 중 좋은 편으로 평가되었는데 이후 보수당 정부가 2009년
｢안보법(Security Law)｣을 제정하면서 이탈리아의 MIPEX 순위는 하락
하게 되었다.

제4절 5개국 이민자 통합성과 비교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통합은 EU와 OECD 회원국들에 상당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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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OECD는 EU와 OECD 회원국들 간 성과 비교를
보고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5개국의 이민자 통합성과를 우선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5개국의 해외출생자의 학력수준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저학력
자 비율이, 호주에서는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해
외출생자의 35.25%는 저학력자인데, 국내출생자 중 저학력자의 비율
(10.19%)과 큰 차이가 난다. 반대로 호주에서는 국내출생자 중 저학력자
비율이 30.20%인 데 반해 해외출생자 중 저학력자 비율은 19.05%에 지나
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해외출생자 중 고학력자 비율이 47.14%인데 국내
출생자 중 고학력자 비율은 28.89%에 지나지 않는다.
5개 국가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해외출생자들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덴마크 :
54.54%, 호주: 57.30%, 독일: 58.44%, 영국: 52.81%, 이탈리아: 57.92%), 교
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덴마크 :
80.06%, 호주 : 82.79%, 독일 : 80.21%, 영국 : 82.25%, 이탈리아 : 69.86%).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해외출
생자의 고용률이 국내출생자보다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예
[그림 6-12] 2012/13년 해외출생자의 학력수준별 비율(15～64세)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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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국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고용률 차이(15～64세)
(단위 : %)

주 : 현재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외 없이 모든 국가에서 해외출생자의 고용률이 국내출생자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물론 그 편차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림 6-13]과
같이 덴마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특히 그 차이가 컸고(해외
출생자: 54.54%, 국내출생자 : 67.45%)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특히 그 차이가 컸다(해외출생자 : 69.86%, 국내출생자 : 81.88%).
2017년 기준 해외출생자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살펴보면 각국마다 다
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4개 국가에
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덴마크에서는 다
른 4개 국가에 비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
이다. 호주, 덴마크, 독일, 영국의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율
이 높은 편인데, 이탈리아는 예외적으로 다른 4개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이
민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민자의 일자리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기술(highly skilled) 직종에 종
사하는 해외출생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호주에서는 2006/07년과 2012/
13년 모두 해외출생자의 고기술 직종 종사비율이 국내출생자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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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영국에서는 2006/07년에는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2/13
년에는 국내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덴마크, 이탈
리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내출생자의 고기술 직종 종사비율이 해외출생
자 비율보다 높았다.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호주와 독일, 영국에
서는 해외출생자 중 고기술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한 데 반해 덴마
크와 이탈리아에서는 고기술 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국내출생자와 비교해 보면 호주와 독일에서는 국내출생자의 고기술 직
종 종사자 증가율보다 해외출생자의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2017년 산업별 해외출생자 취업 분포
(단위 : %)
취업 전체
광업,
호텔,
가내 행정, 기타
중인 취업자
농어
건설 도소
제조업,
음식 교육 의료 수공 국외 서비 전체 해외 중 해외
업
업 매업
에너지
점업
업 기관 스업
출생자 출생자
(천 명) 비율
호주

1.3

11

7.4 11.8

덴마크

3.3

11.8

독일

0.6

이탈리아
영국

9

6.7 14.8

-

9

29.1 100

14

30.3

2.4 12

10.3 9.5 16.5

-

9.6 24.5 100

86

12.6

24

7.8 14

8.4 4.8 11.8

1.2 10.1 17.3 100

6 588

16.9

5.4

19

9.1 10.9 10.6 2

100

3 164

14.5

0.7

11.4

6.3 13.8

0.4 10.2 25.4 100

5 251

17.9

5.5 17.6

9.4 7.7 14.5

6.8 13

자료 : OECD(2018).

<표 6-9> 2006/07년과 2012/13년 고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단위 : %)
해외출생자

국내출생자

2006/07

2012/13

2006/07

2012/13

호주

45.37

49.95

43.65

45.86

독일

27.49

28.75

45.46

46.52

영국

46.24

47.24

42.53

48.80

덴마크

40.69

38.17

47.58

50.34

이탈리아

18.05

11.67

41.86

38.39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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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고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증감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2017년 전체 취업자 중 저기술 및 중기술 직종 종사자의 비율을 살펴
보면 호주를 제외하고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국내출생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해외출생자 중 저기술 및 중기술 직종
에 종사하는 비율이 86.5%나 되고 국내출생자 비율(60.2%)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5개국의 해외출생자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호주와 영국은 고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이 높고 저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저기술 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5개국 중 가장 높다.
독일에서는 중급기술 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덴마크에서는 모
든 기술수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10년
이상 거주 해외출생자의 저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감소가 눈에 띈다(덴마
크 : 21.6 → 17.6%, 영국 : 13.8 → 8.3%). 국내출생자의 기술수준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에서는 해외출생자가 저기술 직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시계약 해외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이고, 그 비율
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이다. 전체 해외출생자와 10년 이상 거주한 해
외출생자의 한시계약 노동비율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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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이고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는 호주이다.
5개국에서 해외출생자의 자격초과(overqualification) 비율은 국내출생
자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이 가장 높
은 국가는 이탈리아이고, 독일, 영국, 호주, 덴마크 순이다.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호주와 영국, 이탈리아에서 고학력 노동자
의 자격초과 비율은 증가하였고,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
였다. 호주와 이탈리아에서는 국내출생자 역시 자격초과 비율이 증가하
였는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해외출생자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영국의
경우 국내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은 동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해외
출생자는 그 비율이 7.10%p나 증가하였다.
5개국에서 해외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은 국내출생자 비율에 비해 높
다. 해외출생자를 해외훈련을 받은 사람과 국내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면 이탈리아와 독일, 덴마크에서는 국내훈련을 받은 자는
해외훈련을 받은 자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낮고, 영국의 경우에는 그
[그림 6-15] 전체 취업자 중 저기술 및 중기술 직종 종사자 비율
(단위 : %)

자료 :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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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기술수준별 취업성과
(단위 : %)
비율
전체 해외출생자

국내출생자와의 차이
10년 이상 거주
해외출생자

전체 해외출생자

10년 이상 거주
해외출생자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호주

7.7

42.4

49.9

7.0

42.3

50.6

1

-5

4

0

-5

5

덴마크

21.6

40.3

38.2

17.6

47.6

34.8

14

-2

-12

10

5

-15

독일

19.8

51.4

28.7

19.6

53.1

27.3

14

4

-18

13

6

-19

이탈리아 30.9

57.5

11.7

27.8

57.6

14.6

23

4

-27

20

4

-24

영국

39.0

47.2

8.3

38.4

53.2

6

-4

-2

0

-5

4

13.8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16] 한시계약 노동자 비율(2012～13년)
(단위 : %)

주 : 15～64세, 현재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국내훈련을 받은 해외
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독일의 훈련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주요국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시사점 169

[그림 6-17] 2012/13년 자격초과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18]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고학력 노동자의 자격초과 비율
변화
(단위 : %)

주 : 15～64세 인구.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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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2011/12년 해외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20] 해외훈련과 국내훈련 해외출생자의 고용률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모든 국가에서 국내에서 훈련받은 이민자의 고용률이 해외훈련을 받은
이민자의 고용률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전체 해외출생자와
최근에 입국한 해외출생자의 고용률을 국내출생자의 고용률과 비교한 결
과 이탈리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전체 해외출생자는 국내
출생자에 비해 고용률이 낮았다. 최근에 입국한 해외출생자의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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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서 국내출생자의 고용률보다 낮았는데, 독일의 경우 특히 최
근 이민자의 고용률이 국내출생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덴마크에서
는 해외출생자의 입국시기별 큰 차이가 없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해외출생자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비율은 국내출생자의 비율보다 낮았다. 호주와 영국, 덴마크에
서 10년 미만 거주한 해외출생자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비율은 국내출
[그림 6-21] 전체 해외출생자와 최근 입국한 해외출생자의 국내출생자와의
고용률 차이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22] 2012/13년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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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의 비율보다 낮았지만 10년 이상 거주 해외출생자의 비율은 국내출
생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탈리아에서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직업군 차이가 가장 많이 나
고, 독일, 덴마크, 영국, 호주 순으로 나타난다.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 독일, 덴마크,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영국과 호주의 통제적이고 선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해외출생자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덴마크, 영국, 독일, 호주 순이다. 국내출생자 실업률과의 차이를 보면 덴
마크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 이탈리아, 독일, 영국, 호주 순으로 그 차
이가 큼을 알 수 있다.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해외출생자의 실업률 변화를 살펴볼 때
동 기간 이탈리아에서는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기
는 하였지만 해외출생자의 실업률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실업률이 감소되었는데, 해외출
생자 실업률 감소폭이 더 컸다. 교육수준별로 볼 때 덴마크에서는 동 기
간 저학력자 중 해외출생자의 실업률이 특히 증가하였다.
[그림 6-23] 2012년과 2017년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직업군 차이
(단위 : %)

자료 :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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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 차이
(단위 : %)

주 : 2017년 자료 혹은 가장 최근 연도 자료.
자료 : OECD(2018).

[그림 6-25] 해외출생자 실업률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2015년 보고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민자의 통합성과를 조명하면서 이
민배경청년(young people with an immigrant background)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15세 이주배경 학생의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rogramm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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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2006～07년과 2012～13년 사이 해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실업률 변화(15～64세)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27] 2013년 기준 전체 인구 중 15～34세 이민배경인구 유형별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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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2012년 기준 15세 이주배경 학생의 PISA 중위점수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중위점수를 살펴보면 해외출생자 부
모를 둔 국내출생자나 해외출생자가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는 이주배경 유형별로 PISA 점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
일에서는 국내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 >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
출생자인 국내출생자 > 해외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 > 해외출생
자 순서로 PISA 점수가 높다. 덴마크에서도 해외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
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점수는 국내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와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출생자인 국내출생자의 점수보다 낮다.
읽기 능력이 낮은 15세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에
서 전반적으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고 호주는 그 비율이 낮았
다. 독일의 경우 해외출생자 중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비중이 유
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25～34세 이주배경인구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영국과 호
주, 덴마크에서는 국내출생자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에 비해 해외출생자
나 해외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의 고학력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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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2012년 기준 15세 학생 중 낮은 읽기 능력자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표 6-11> 2013년 기준 25～34세 이주배경인구의 학력수준
(단위 : %)

해외출생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
이주
부모 중 한사람이
배경 해외출생인 국내출생자
인구
15세 이전 이주한
(25～
해외출생자
34세)
기타 이주배경인구
국내출생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25～34세)

영국

호주

덴마크

독일

저학력

10.0

8.4

34.9

25.8

-

고학력

56.3

32.0

29.5

14.8

-

저학력

9.7

10.6

22.1

18.4

-

고학력

40.9

28.6

39.4

23.7

-

저학력

10.9

6.7

42.6

23.4

47.1

고학력

51.9

41.1

22.8

17.4

8.8

저학력

35.5

6.5

25.6

34.6

46.8

고학력

50.3

53.2

42.0

29.4

9.8

저학력

12.4

13.8

17.5

9.1

27.2

고학력

40.0

25.2

39.0

31.2

22.9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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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2009년 기준 교육에서 취업까지 전환
(단위 : %)

이주
배경
인구
(15～
34세)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해외출생 부모로 3개월 이상 무직인 비율
둔 국내출생자
처음 취업하기 전까지 걸린 기간(월)

26.8

65.3

49.9

7.7

16

9

20

8

부모 중 한사람이 3개월 이상 무직인 비율
해외출생인
처음 취업하기 전까지 걸린 기간(월)
국내출생자

13.0

49.9

49.9

6.6

10

-

25

6

아동으로 입국한 3개월 이상 무직인 비율
해외출생자
처음 취업하기 전까지 걸린 기간(월)

20.8

56.9

37.7

10.3

9

18

32

17

성인으로 입국한 3개월 이상 무직인 비율
해외출생자
처음 취업하기 전까지 걸린 기간(월)

32.9

59.9

45.1

9.0

15

6

41

13

11.7

55.2

50.4

6.9

6

5

26

6

국내출생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15～34세)

3개월 이상 무직인 비율
처음 취업하기 전까지 걸린 기간(월)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표 6-13> 2013년 기준 이주배경인구(15～34세)의 고용률
(단위 : %)
해외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

부모 중
한사람이
해외출생인
국내출생자

아동으로
입국한
해외출생자

성인으로
입국한
해외출생자

국내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

호주

80.7

81.2

66.8

76.9

79.2

덴마크

53.8

66.0

52.0

48.1

74.6

독일

71.8

73.7

76.7

65.0

84.7

49.6

59.9

61.9

72.4

74.1

77.0

이탈리아
영국

66.4

68.6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녀세대 역시 저학력 비율이 현저히 높다. 독일의 경우 국내출생자를 부모
로 둔 국내출생자(25～34세)는 저학력 비중이 9.1%, 고학력 비중이 31.2%
이지만 이주배경인구(25～34세)의 저학력 비중은 18.4～34.6%로 상당히
높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교육에서 취업까지 전환을 살펴보면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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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주배경인구(15～34세), 특히 해외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
와 성인으로 입국한 해외출생자 중 3개월 이상 무직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았다.
2013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호주의 경우 국내
출생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국내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국내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와 비교했을 때 이주배경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25～34세 이주배경인구의 자격초과 비율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자료가 부재한 덴마크를 제
외한) 4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국내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에
비해 자격초과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
모의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의 자격초과 비율이 상당히 다른데, 국내
출생자를 부모로 둔 경우 그 비율이 13.9%이지만 해외출생자를 부모로
둔 경우 그 비율이 28.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취
업을 하더라도 그 일자리가 자신의 자격에 걸맞은 일자리가 아님을 의미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출생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격초과의 비율
이 높은데 세대가 지나더라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34세 이주배경인구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독일,
덴마크에서는 15～34세 인구 중 국내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의
실업률이 이주배경인구의 실업률보다 높다. 호주의 경우에는 이주배경
여부와 상관없이 15～34세 인구의 실업률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주배경 청년의 실업률을 국내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의 실업률과
비교할 때 호주 이민 2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출생 부모를 둔 국내
출생자에 비해 실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개국에서 지난 10년간 거주한 해외출생자 중 국적취득자의 비율을 살
펴본 결과 호주에서는 그 비율이 83.4%로 가장 높았고 영국, 독일, 덴마
크, 이탈리아 순이었다.
종족, 국적, 인종에 따라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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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2013년 기준 25～34세 이주배경인구의 자격초과 비율
(단위 : %)
부모 중
해외출생자를
15세 이전에
한사람이
부모로 둔
이주한
해외출생자인
국내출생자
해외출생자
국내출생자

기타
해외출생자

국내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

19.4

24.2

13.9

독일

28.3

호주

20.5

18.7

20.3

34.1

18.0

영국

27.8

36.8

30.4

43.2

25.6

30.1

63.1

25.3

이탈리아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30] 15～34세 이주배경인구 실업률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해외출생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호주에서 그 비율(16.90%)이 가장 높았
다. 저임금 국가 출신 해외출생자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호주에서는 그
비율이 24.20%로 증가하였다. 덴마크에서도 전체 해외출생자의 차별 경
험 비율은 14.05%였는데, 저임금 국가 출신자의 경우 그 비율이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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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높았다.
종족, 국적,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해외출
생자와 해외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15～34세)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영국에서는 특히 이민 2세의 차별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6-15> 2013년 기준 이주배경인구(15～34세)의 실업률
(단위 : %)
해외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자

부모 중 한사람이
해외출생인 국내출생자

아동으로 입국한
해외출생자

성인으로 입국한
해외출생자

국내출생
국내출생
국내출생
국내출생
부모를 둔
부모를 둔
부모를 둔
부모를 둔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국내출생자와의
국내출생자와의
국내출생자와의
국내출생자와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호주

6.3

-0.7

6.7

-0.3

18.7

+11.7

7.9

+0.8

덴마크

16.3

+9.3

9.0

+2.0

17.1

+10.1

9.2

+2.2

독일

15.0

+8.6

14.1

+7.7

9.7

+3.3

9.6

+3.2

20.0

+9.1

18.1

+7.1

이탈리아
영국

28.4
13.8

16.4
+2.9

8.4

-2.6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그림 6-31] 2012/13년 기준 지난 10년간 거주한 해외출생자 중 국적취득자 비율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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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종족, 국적, 인종에 따라 차별받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해외출생자 비율(15～64세)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2004～12년 유럽사회조사(ESS)와 2012～13년
호주 스캔론조사(Scanlon Survey on Social Cohesion) 자료 재인용.

[그림 6-33] 종족, 국적,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해외출생자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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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2002～12년 차별경험 이주배경인구(15～34세)
(단위 : %)

자료 : OECD/European Union(2015).

이주배경 청년(15～34세)의 차별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영국에서는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해 국내출생자, 특히 해외
출생자를 부모로 둔 국내출생자(15～34세)의 차별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해외출생 부모를 둔 국내출생 청년의 차별경험 비율이 해외
출생 청년의 차별경험 비율보다 높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이민과 통합정책 관련 5개국 사례 비교․분석은 각국의 이민역사에 따
라 상당히 다른 이민자(해외출생자) 현황과 통합성과를 보여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각국의 비교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먼저 이
민에 대한 태도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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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금융위기 시기에는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현재에는 이민을 기회로 바라보고, 이민자가 인
력부족을 채우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강하다.
갑작스러운 이민자의 대거 유입은 이민에 대한 수용국 사회의 태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인의 이민에 대한 태도는 영국인에 비해 긍정적
이지 않은데, 독일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운영함에도 불구
하고) 최근 비호신청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민
을 기회라기보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비EU 회원국 출신자
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는 EU의 관문으로서 최근 이탈리
아가 경험하는 비정규 이주의 흐름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저학력 해외출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 학력수준의 국내출
생자보다 고용률이 높아 이들 저학력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더불어 이탈리아와 같이 이민 유입관리에 실패한 국가일수록 이
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각국의 이민역사 및 유입정책과 MIPEX에 의해 평가된 이민자 대상 통
합정책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호주, 독일)에는 통합정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
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EU 내의 이동이 이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
는 덴마크나 역사적으로 이민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탈리아
의 경우에는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 통합정책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민자 도입이 통합정책과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민 유입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선별하는 경우에는 통합의 성과가 보
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입정책에 따라 이민자의 구성, 학력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의 특성이 통합성과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인도적 책무 등으로 이민자의 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통합성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자신의 자격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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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취업성과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는 국내
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직업군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통합성과의 한계가 자녀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입되는 인구
의 특성에 맞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각국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민자의 책무 역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통합정책을 수립,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용
국/거주국 언어, 사회운영체계 등에 대한 이민자의 학습을 의무화하는 것
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사
회보장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MIPEX 등을 통해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과
동시에 수용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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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민자 통합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

이민자 통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은 정부가 5년마다 작성
하고 있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
다.57) 이하에서는 두 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 틀을
검토해보도록 하자.58)
먼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
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민’이라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추진체계를 마련, 국제결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강화, 국민의 이민 및 다문화 수용
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전, 이민자 지원사업에 관한 부처 간

57)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두 계획은 각각 법무
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두 계획 모두 제3차 계획(2018～22)이 수
립되어 있다. 법무부(2018.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2년)과 여성
가족부(2018.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2)을 참조
58) 엄밀한 의미에서 두 계획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가족부의 다문
화정책기본계획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
한 추진체계 강화이다(여성가족부,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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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일부 개선 등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통합정책의 대상을 결혼이민자에 편중하고 있고, 시혜적 정책의 이미
지가 강하여 오히려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도 초래하고 있
으며, 부처 간 유사정책의 경쟁과 중복성이 심하고 부처 간 연계가 미흡
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자를 지
원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에서 이민자의 책임과 자립
을 강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적취득제도 개선, 사회통합 관련 프로
그램의 체계화,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
자립역량 강화 지원확대, 이민배경 청소년의 조기 사회 적응․진로․직
업교육을 지원,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제시하
고 있다. 2차 계획의 한계로는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여전히 결혼이민자
에게 편중, 이민배경자녀를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여
그들의 장점을 발굴․ 장려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59)
정기선 외(2016)는 외국인정책 제3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위
와 같은 1차 및 2차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3차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민단계별 정착과 민주시민 양성으로 주요 내용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편의 개선,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
회통합교육 실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체류자격 관리 등이다.
둘째, 취업이민자 활용도 제고 및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으로 여기에는 전
문직 취업이민자의 생산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시
장 통합지원 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셋째, 이민배경 자녀의 교육 및 역량
강화이다. 여기에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성장주기별․대
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
변화 3.3.4 지역특화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이 주요 내용이다. 넷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생활 복지지원의 내실화이다. 여기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정책의 다양화, 이민자 주거환경 개선
59) 정기선 외(2016b),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pp.5∼21를 요약․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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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이민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가 주요내용이다. 다섯
째,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통합)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지역 공동의 가치와 목표 수립을 통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지역정체성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라는 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크게 이민단계별 정
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자녀 역량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
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확대로 구성되어 있다(법무
부, 2018 : 40).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
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이다. 여기
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자립역량
강화,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노동
시장 통합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
과 역량강화도 진로지도와 사회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넓은 의
미에서 보면 노동시장 통합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
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핵심적인 이슈는 노동시장에
서의 자립 지원(이주배경아동 포함)과 이민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 또한 노동시
장 통합이라는 틀을 주요 정책범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노동시장 통합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실증
적 진단과 해외에서의 정책동향은 기존의 정책방향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
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방향을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핵심 쟁점
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이민자 통합 이슈를 한국의 이민사회 통
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확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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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방향

1. 연구결과의 시사점
가. 노동시장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와 내국인 간 노동시장 격
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들의 인적자본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에(이는 단순히 학력의 문제이기보다는 체화된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산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이들의 취약성(빈곤이나 취업애로
해소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통계기반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
겠다. 아울러 내국인들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확대에 보다 조심스럽
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유입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대
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유사
하다. 따라서 이민자 집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이민자 2세대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훈련의 임
금 프리미엄이 이민자에게는 작동하지 않은 데 비해 내국인은 임금과 양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의 훈련의 유효성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
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훈련이 필요한 집단에서 언어 문
제 등으로 훈련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점도 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언어능력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그동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과의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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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다. 따라서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기조
하에 실업자 등 이민자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
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이민자 통합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언어와 기술 습득이 중요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민 초기정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
는 것도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민자
의 수가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민자와 정부가 쌍방향 상호작용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민자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
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사회통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단기체류와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
히 과잉자격 취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등학력 이민자들이 비전문적인 분야에
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내국인들의 경우보다 더 많다. 이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청소년들은 제3국에서 이민을 왔든지, 이민국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과잉자격 취업률은 내
국인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
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면 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민국 사회에 적응해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과 통합정책 관련 5개국 사례 비교․분석은 각국의 이민
역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이민자(해외출생자) 현황과 통합성과를 보여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비교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먼저 이민에 대한 태도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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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유럽의 금융위기 시기에는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현재에는 이민을 기회로 바라보고, 이민
자가 인력부족을 채우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강하다. 갑작스러운 이민자의 대거 유입은 이민에 대한 수용국 사회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국의 이민역사 및 유입정책과 MIPEX에 의해 평가된 이민자 대상 통
합정책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호주, 독일)에는 통합정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
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EU 내의 이동이 이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
는 덴마크나 역사적으로 이민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탈리아
의 경우에는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 통합정책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민자 도입이 통합정책과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민 유입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선별하는 경우에는 통합의 성과가 보
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입정책에 따라 이민자의 구성, 학력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의 특성이 통합성과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인도적 책무 등으로 이민자의 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통합성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자신의 자격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하
여도 취업성과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는 국내
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직업군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통합성과의 한계가 자녀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입되는 인구
의 특성에 맞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각국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민자의 책무 역시 강조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통합정책을 수립,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용국/
거주국 언어, 사회운영체계 등에 대한 이민자의 학습을 의무화하는 것이
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사회보
장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이민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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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IPEX 등을 통해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과 동시에
수용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 내국인 노동시장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및 관리정책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을 기조로 하고 있다. 국
내에서 해당 인력을 구할 수 없거나 해당 인력의 유입을 통한 내국인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합
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에서 내국인 보호를 위한 보완성 강화이다. 이
는 그동안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의 문제, 노
동시장 테스트나 건설업 취업등록제 그리고 허용업종의 선정 등과 같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
다. 여전히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한계와 노동시
장 보호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약이 있음이 현실이
며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보다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이슈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주로 전국단위와 산업전
반을 아우르다 보니 논의의 초점이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산업 내에서도 어떤 직종을 고려해야 하는지,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숙련수준별 외국인력의 영향의 차이나
경기동향에 따른 지역 및 산업별 인력수요 구조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다소 원론적인 접근을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력의 수요의 본질을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
공급의 변화, 그리고 경기침체나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 등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력 활용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를 통해 외
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이에 적합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비취업비자 입국자의 노동시장 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국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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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형태로 입국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력이 존
재한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외국인력 통계는 통계청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동 조사는 상주외국인(91일 이상 체류)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단기체류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고 있
는 외국인 취업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기체류 입국자(체류기간 초
과한 불체자 포함) 중 취업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나 이는 통계의 제약으로
추론이 필요하다. 통계로 포착되는 외국인 취업자보다 실제 노동시장에
서는 이보다 많은 외국인 취업자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이민자(외국인 포함) 통계에는 90일 이하 단
기체류 입국자가 모집단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단기체류 입국
자가 증가하고 있고 단기체류자의 1/3가량은 불법체류 상태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
어 불법체류 증가의 대부분은 단기체류자이며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취
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취업 외국인(합법 및 체류
자격 외 활동 모두)의 대부분이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이 취업하
고 있는 분야가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임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활용
과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
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법 위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셋째,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한 분야에서 이들의 인적자본을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숙
련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 자리에 외국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와 같
은 외국인력 공급제도는 저숙련 단순인력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인력의 숙련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국인 숙련인력의 미스매치 문제와 외국인력의 유입 및 활용정책을 어
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외국인 숙련인력의 활용
은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산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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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자 취업지원정책 방향
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해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주로 대상이 결혼이민자라는 점, 정책의 타기팅이 구체화되지 않
음으로써 과잉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보았듯이 내국인과의 비교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
은 방식의 접근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어렵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 방향은 노동
시장정책(LMP：Labor Market Policy)에서의 이민자 배려 및 이민자 취
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되 이민자 특성에 대한 고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내에 이민자
특성을 감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이규용, 2017b : 41).
기존의 다양한 이민자 지원정책은 보편적인 체류지원의 기능으로 재통
합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민자 유
형별 경력개발을 강화하여 이민자가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곽재석, 2018 : 35).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60)
첫째, 현행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에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결혼이
민자의 자녀여부에 따라 특정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차별화된다. 특히 국
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도 아닌 이주청소년의 경우 취
업성공패키지 등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
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접근성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 능력은 경제활동 상태 및 근로조건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60)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책임자는 2018
년 경사연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핵심적인
결론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통계적 결과와 큰 차이
가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본 연구의 틀에 맞춰 재정리하여 정책제언을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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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등의 기본적인 적응의 한계가 상당수 이민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프
로그램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도적 접근권 이외에 또 하나의 변수는 언어소통과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성 등이다.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로서 자격요건
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라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노동시
장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취업지원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을 시작하더라도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크
다. 이런 점에서 언어 및 소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의 제고이다. 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실시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 공급의 제한 및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시 지리적 거리는 참여율을 떨어뜨릴 가능성
이 크고 공급기관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는 취업지원에 대한 이주청소년
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민자 분포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니트(Neet) 상태
에 놓여 있는 이주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체
계는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업종에 관
한 직업훈련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을 뿐 직업훈련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로 직면하는 어려움과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가교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
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내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국
가별 공동체나 지역 커뮤니티, 부모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세
심하게 접근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소속감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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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에서 풀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적 자원 수준을 갖추
는 데 집중할 것인가, 당사자인 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에 집중할 것
인가에 있다. 현실적으로 이민자의 특성 및 이들의 취업지원 요구와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의 특성 간에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취업지원 서비스의 핵심적 목표는 이 둘 중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이행과정별 프로그램 제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징
검다리’ 초반부를 건널 때에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진로 탐색을 중심
으로 이들의 특성에 충실한 특화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징검다리’
후반부를 건널 시점이 되어서야 국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전체 서비스를 구조
화하는 방안 등이 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이민자의 성격과 요구에 대한 이해와 취업지원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구인처 발굴 등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사업이 단년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진행자의 전문성 제고, 이를 기반
으로 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를 토대로 안정적인 추
진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복합적인 장애요인을 지닌 소수집단을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
에서는 이민자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기관뿐 아니라 고
용센터 등 일반적인 취업지원 기관에서도 이들의 특수성을 어떻게 인정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정의 복합적 장애요인
을 지닌 소수집단은 제도적 접근권과는 별개로 취업과정에서 복합적 장
애에 직면할 우려가 크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취업지원 기관에서도 주변
화되기 쉽다.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 이민자의
취업 성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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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추진 이외에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 현장에서 이들이 주변화되지
않도록 성과 관리 등 서비스 관리체계상의 세밀한 보완조치도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제3절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 추진방안

여기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현시
점에서 주요 현안이라 판단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이민정책으로서 성격 및 체계 정립
가. 대상 및 대상별 목표 정립
1)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목표：내국인 대상의 기존 일반정책과 별도로 이민자의 초기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정책이다.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은 입국 초기 이민자의 정착과 적응 지원이라는 표면적 목표도 있으나,
이를 통해 국내 이민사회의 진행을 원활히 한다는 실질적 목표를 감안하
면서 지원대상인 이민자의 정의, 지원 내용, 방식,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대상: 지원대상인 이민자는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90일 이상 국내 체
류자로 한다. 합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주체가 되기보다는 민간단체의 관련 사업을 지원
하도록 한다.
초기정착 지원：모든 이민자에게 공통된 내용으로 한국어, 한국생활에
필요한 의무와 권리, 기초 생활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공공
업무의 일원화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이다. 전자의 경우, 이민자의 체류자
격과 배경에 따라 소속될 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교육과 이미 습득된 지
식이 있을 경우 교육 감면을 허용하되 이외에는 모든 이민자 대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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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체류자격 연장과 변경에 필요한 조건으로 명시하
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초기정착 지원 관련으로 이미 시행되어온 프로
그램들이 있으나 정책 전달체계상의 중복과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문제
를 이 과정에서 정비되도록 한다. 모든 언어는 다양한 매체와 기관을 통
해 습득할 수 있지만, 공인된 능력은 공인된 시험점수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인정된다.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상의 한국
어 교육은 정책의 목표와 공공성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추가 지원：특히 직업능력 개발 및 자격증 관련 교육은 일정 횟수 이
상 참여할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민자이기 때
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자국어 구사 강사, 통역, 다국
어 교재 마련 등은 운전면허 등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자격획득에 한해
제공하도록 한다. 여타 교육과정은 한국어로 진행해서 교육과정 중은 물
론 이수 후에도 작업 관련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한다.
지원기간： 이민자 대상 별도 사회통합정책은 그 목표와 성격상 일몰
지점 설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일정기간 체류 후의 이민자는 국가가 별도
로 지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사회성원으로 살아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를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계속해야
할 이민자를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 별도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내국인
에게 이민정책 나아가 정부의 이민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5조는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을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후 3년까지로 명기하고 있다. 2년 후 국적신청이 가
능하니 최단 5년간이다. 단, 귀화하지 않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한국 출
생 또는 해외 출생 후 입국과 동시에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감
안하여 ‘귀화 후 3년’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입국 전부
터 노후까지의 전 생애 맞춤형 지원을 부처가 주관하는 여성-가족정책과
별도로 지속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선행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과 제도적 불일치를 관료들의 영역다툼일 뿐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방
치해온 것도 정책체계화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 중 하나다. 나아가, 이런
정책기조 자체가 불러오는 정책 및 정부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까지 다문
화 수용성이 낮은 징표이니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대처를 본격적으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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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은 정책체계화 필요성이 심각한 정도를 보여준다.
일반정책의 정비：별도의 사회통합정책 대상의 지위를 벗어난 이민자
는 내국인 및 다양한 이민배경자와 함께 일반정책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초기 지원 후의 결혼이민여성은 경력단절, 기혼 등 국내 여성대상 정책의
일원이며, 다문화가족은 이미 시행해왔듯이 국내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 중 하나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최단 5년 이후에도 이
민자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달리 겪는 어려움은 언어처럼 대부분 개인의
선택 또는 시민사회 부문에서 대처할 사안이다. 반면, 선발이민국과 달리
한국은 이민사회로의 전개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위의 이민배경자
에게 적용될 수 있게 기존 법․제도의 점검․보완․개정이 필요하다.
2018년 3월에 소개된 개헌안처럼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대신 ‘사람’으로
교체하고 사회보장 분야는 ‘국민’을 주체로 한다는 방안도 하나일 수 있
으나, 논쟁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인종과 민족 기반의 혐오와 차별을 제한하고 금지할 방안 마련이 보
다 전략적일 뿐 아니라 이민배경자에게 시급할 수 있다.
출신국가별 할당제 도입 검토：법무부와 행자부의 통계자료에서 이민
자의 출신은 각각 88.2%와 91.6%가 아시아 지역이다. 한국이 아시아에
위치하므로 일면 당연하다 할 분포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법무부 통계
에선 한국계 중국인(704,653명)을 포함하여 중국 출신이 50.0%(824,834명),
행자부 통계에선 한국계 중국인(577,541명)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45.94%
(1,066,659명)다.
그동안 언론보도로 반중-혐한 정서가 회자되었으며, 국내 관련 조사에
서도 출신국가별 거리감에서 중국이 가장 경계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양국 간 역사․정치․경제․문화적 배경
요인이 작동하고 있긴 하다. 반면, 앞서 인용한 캐나다의 경우(Hiebert,
2016)와 선발이민국가의 경험을 종합한 보고서(Papademetriou & BanulescuBogdan, 2016)에 따르면 특정 국가 출신의 압도적 비중은 반이민 정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이민이 손쉬운 공격대상이 되는 조건으로 특별히
명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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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법무부와 행자부 통계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 및 중국 출신 이민자 분포
법무부
2018.9

행자부
2017.11

체류외국인
(장기+단기)

체류외국인국적“기타”

아시아
지역출신

2,321,820명

2,194,198명

88.2%

외국인주민
(귀화 포함)

외국인주민한국출생자녀

아시아
지역출신

1,861,084명

1,648,782명

91.6%

중국 출신
(대만 제외) 한국계중국인
50.0%

704,653명

중국 출신
(대만 제외) 한국계중국인
45.94%

577,541명

자료 : 법무부(2018.9.30), ｢월별출입국동향｣; 행자부(2017), ｢외국인주민현황｣에서 추출.

고용허가제에서 활용하는 출신국별 할당제를 필요요건에 따라 보완하
면서 전체 이민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민관리정책은 선이민자와
내국인의 다양한 이해관계 분출뿐 아니라 국제관계 및 협약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이민사회 통합정책보다 조정이 쉽지 않다.
더구나 국내 이민자 관련으로 선발이민국에 근접할 정도로 정치인 및 관
료의 고객정치와 관련 단체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한국계 중국인이 관
계된 조정이므로 제안만으로도 다양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선발이민국
의 경험과 그동안 국내에 형성된 현상과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관련
정책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한국의 이민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이라
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서 한국계 외국 국적자61)
출입국외국인정책 2018년 9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한국계 외국인이 87.2만 명(37.6%)이고, 한국계 외국인 중 유학생, 방문취
업, 결혼이민 등과 달리 통상의 활동내역이 유추되지 않는 ‘재외동포’, ‘영
주’, ‘방문동거’ 범주에만 56.5만 명이 있다. 이민자 중 37.6%를 차지하지만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이들 대상의 사회통합정책은 결혼이민
61)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한국계 외국국적자는 일상 용법에서는 혼용되지만 외국
국적자의 국내 체류 현황을 다루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외국국적동포’
는 한국계 외국국적자, ‘재외동포’는 F-4의 입국 자격자면서 외국국적 유지자를
뜻한다. 반면, 외무부의 재외동포는 해외일시거주 한국인, 해외영주권자, 해외국
적자를 포괄한다. 이 글에서 통계월보의 의미일 때는 따옴표, 일상의 의미로는 한
국계 외국인(한국계 중국인 등)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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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이민노동자와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겠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기초 법질서 및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은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 주관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재외
동포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다양한 만큼 공통
교육과 국내 활동 관련 내역을 추가한 별도 교육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한 집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83.2%를 차
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이민송출국-이민수용국으로서 중국-한국이
갖는 특수한 관계, 국내 정․관․민․학 네트워크상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민자 집단이면서 내국인과 민족-국가 정체성의 어긋난 기대에 따른 갈
등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동안 대중매체 등을 통해 내국인에게 축
적된 사회적 거리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추가
과정과 내용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입국가능 할당제, 별도의 사회통합정책 시행은
상대국의 반응에 앞서 국내의 세계시민주의나 초국적 시민권, 국제이주
자의 인권을 주창하는 측으로부터 국가차별주의라는 즉각적 비판에 직면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을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유이
하게 운영해 온 대만에서 중국본토-마카오-홍콩 출신과 여타 지역 출신
에게 아예 이민자 자격을 다르게 부여한 후 자격별로 다른 정책을 규정한
사례(김윤태․설동훈, 2005), EU에서 회원국과 제3국(TCNs) 출신, 영연
방 국가 간에 이민자 수용과 사회통합정책의 시행을 달리 하고 있는 전례
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대상으로 내국인의 세분화62)와 위상조정
가) 내국인 일반
내국인 일반에게 국가․민족주의적 성향은 전 생애를 통한 사회화 과
정에서 다양한 사회화 기관(agency)에 의해 내면화가 기대되었던 가치였
다. 따라서 최근 관련 정책에 의해 새롭게 강조되고 기대되는 다민족․다
문화주의적 가치나 이민자/현상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정도는 이들 정책
62) 김혜순(2008b)이 제안했던 대상 집단별 ‘다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내국인 부
분을 이후 국내에 진행된 관련 현황을 감안하여 대상 집단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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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자료다. 즉, 지난 2012년부터 조사 발표해 온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는 ‘다문화정책’ 중 해당 정책과제의 실효성
평가자료라는 것이다. 내국인의 역차별 정서나 반다문화 정서는 정부정
책에 의해 전개되어온 다문화 현상에 대한 반응인데, 원인은 그대로 두거
나 더욱 확장․심화하면서 반다문화 정서 자체를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다문화 인식개선 등 새로운 정책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
로 모순일 뿐 아니라 순환론적이고 계몽국가적인 접근방식이다.
다문화주의가 이민사회통합의 가장 바람직한 가치라는 것에 선발이민
국들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통합방식이 시도되어왔고 정치
적으로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폐기가 선언되기도 했다. 더구나 현재
도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한국의 국가민족 담론을 고려할 때 다문화주의
를 지향이념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정책연구과제다. 다문화주의가 논
쟁적인 데 반해 현실은 이민사회의 전개다. 이민사회에서도 존립할 국
가․민족주의적 가치의 재구성, 다문화주의의 채택여부, 국가․민족주의
와 다문화주의의 공존방식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법․제도 및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이민정책에 의해 구체적인 이민현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정책으
로 기대한 예측치를 벗어난 이민사회의 갈등과 문제의 누적 등, 제2장에
서 상술한 한국 특수의 이민정책환경이 구조화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
다. 초기 이민정책과정이 해외경험과 이민자의 요구, 관료적 편의주의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이민자나 국제사회의 정책 요구보
다 내국인의 이민수용 양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설계하기보다 기존의 국가통계 중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의 ‘사회통합실태조사’63)
활용을 제안한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공인통
계로 승격되어 매년 조사결과가 발간되고 있다. 2011～13년에 발표된 조

63) 사회통합과 갈등 관련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8년 첫 보고서 이후 2018년
까지 총 11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자료는 사회통합을 소득-의료-주거의 배
제에서 포용, 즉 ‘exclusion-inclusion’ 중심으로 접근한다. 당 연구원이 보건복지
부 산하인 것과 관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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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는 이민 관련 문항과 연구가 매우 다양했지만, 국가공인통계로서 ‘사
회통합실태조사’에는 소수 문항만 남아 있다. 역대 문항과 잔류 문항, 추
가되어야 할 문항을 종합하여 상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국인의 이
민수용성을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겠다.
나) 정규 교육과정 중의 학생
정규 교육과정은 전 생애를 통한 사회화 과정 중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화가 가장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다. 2000년대 중반
의 ‘다문화 열풍’ 시기에 각 학교 급별 교과내용에 다문화적 가치 반영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양영자, 2007). 문제는 위에 언급했듯이 사회 전반
에 지속되는 국가․민족주의 담론과의 공존 양식, 가치로서 다문화주의
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한 교과내용과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학 분야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관련 학술활동에 대한 제한적 접촉에
서의 인상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특정의 서구이론가, 이상화․당위화 경
향이었고,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문화다양성, 미국식 다문화교육의
혼재였다(김혜순, 2008c: 88～90; 2009a: 52).
한국사회와 교육현장에서의 현실은 이민배경자의 존재다. 교과과정으
로 적합한 주제와 접근방식이 논의될 때 단순 인구분포 현황을 넘어서는
‘한국 이민현상과 국제이주의 현실’이 이민배경학생의 규모 및 구성과 각
급별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일수록 이
민배경자녀의 출신국을 포함하는 국제이해교육, 빈번한 국제왕래, 문화다
양성 관련 주제, 고학년일수록 국제이주의 발생, 저출산․고령화와 이민
논의의 허와 실, 이민은 찬반이 아닌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점, 이민 수용
과 사회통합이 가져다줄 편익, 아닐 경우 초래될 손해와 위험, 이민자와
범죄-일자리-임금 관련 논란 등을 다룰 수 있다. 이민사회와 국가․민족
주의의 공존 문제는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토론주제로 활용한다.
다) 각급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그동안 공무원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으로 광역별로 설치된 공무원
교육원에서 최소 15시간 이상의 ‘다문화사회 이해’류 교육을 이수해왔다.
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소개, 다문화주의/사회의 이해, 이민배경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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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사자 시각 및 경험 소개, 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답사 또는 센터
장의 강의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를 수정하든지 새로운 과정인 ‘한국 이
민현상의 이해’ 과정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 기관 종사자는 전 생애에 걸친 사회화 과정에서 국가․민족주의
적 가치의 내면화를 기대받아왔을 뿐 아니라 현재 사회화 기관(agency)
종사자로서 이를 실현하고 전파해야 하는 업무 또한 담당하게 된다. 국
가․민족주의적 가치를 다문화주의로 재사회화(re-socialization)한다는
의미의 다문화 인식개선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가의 일방적 가치주입이다.
가치와 추상의 영역 이전에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면하는 이민배경자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당사자들의 요구일 수 있고, 보다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일반 소양교육보다는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제는 앞서 정규 교육과정 중의 학생이 배워야 할 ‘한국 이민
현상과 국제이주의 현실’의 심화내용에 더하여 ‘이민배경자의 법적 지위’,
‘한국의 이민수용국으로서의 특징’을 추가하되, 이들의 근무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현실’을 추가한다.
라) 유관업무 공무원 및 기관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중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
국외국인청/사무소 소속 전원, 행자부와 산하 전국 광역-지자체 및 지방
경찰청의 해당 업무 담당,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의 담당, 여가부의 다
문화가족 담당, 교육부와 교육청의 유학생 및 이민배경자녀 담당, 문화관
광체육부의 다문화 담당, 외무부의 재외동포 담당, 총리실 내의 담당 등
이 있다. 이들 외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유관 협력기관과 NPO,
NGO 종사자들을 염두에 둔 교육이다.
관련 연구가 없어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들 중
협력기관과 민간단체 근무자, 여가부 담당은 소속기관 및 정책고객인 이
민자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입장과 시각으로 여타 교육에 폐쇄적일 뿐
아니라 공격적이기까지 한 반면, 그 외 대다수 공무원은 한국사회와 이민
현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지만 학습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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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절대다수가 순환보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업무 내용을 파악할 만하면 인사이동이고, 따라서 담당자의 업무역량은
해당 기관 수장의 관심도와 함께 이민정책 관련 수행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민자/현상 관련 가장 핵심 인력이라 할 법무부 산하 담당들은 법
무연수원을 통한 직무교육이 있지만 배경지식보다는 직무 디테일에 치우
쳐 있다.
이들 유관업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는 담당 업무 및 위치에 따라 관심
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과 관련기관 종사자, 정책입안 차원과 집
행 차원의 공무원, 이민관리와 이민자지원,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수도
권과 지방의 관련기관) 등, 이들 내부의 다양성을 감안한 공통과정과 선
택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방식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정책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본 교육과정의 설치와 운영은 현장 담당자의 교육에 더하여 참가자 간
에는 현장 경험과 대처방안의 공유 기회, 주관기관은 이들로부터 현장 사
례를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련 정부문건에 인용하
는 근거자료는 해외 모범사례 및 문헌, 이민자 대상 심층 연구자료, 언론
보도 등인데, 현장 담당공무원의 사례보고는 해외사례보다 국내에 유의
하고, 이민자 자기기술 중심의 연구결과에 균형을 맞추게 되며, 일부 언
론보도의 선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채록된 사례는 그 자체가 아닌
전문적인 분석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 교육 및 정책연구인력 양성
이민다문화 분야가 신생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부처, 특히 여가부, 법무부, 문화부를 중심으로 정책사업에 활동
할 강사인력을 양성해왔다. 법무부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강사 중 다문화사회전문가, 2008년 당시(차용호, 2008: 11) 문화부는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강사, 여가부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대상
의 다문화 강사 양성이 있었다. 부처 주관의 단기 양성과정 출신이 있는가
하면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강사도
있다. 후자는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전문가와 일부 한국어 강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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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이민다문화 분야로 가장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다문화사
회전문가라 해도, 전국의 약 50여 개 대학(원) 과정 중 절대다수는 다문화
및 한국어 강사 양성에 치중하면서 이민현상과 정책 분야는 최소한의 필
수과목만을 개설한다. 강의를 담당할 전문인력 및 교재의 부족, 주관부서
의 관리역량 및 의지 부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차 외국인정책 기
본정책에 이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전문성 및 역량강화, 전
문직업성 강화 등이 명기되어 있어 그 진행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앞서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강사 인력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의 5개 대과제 중 하나인 통합의 4개 추진과제의
세부과제(II-1-)로 포함된 <고품질 교육인프라 구축>(법무부, 2018:
43)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전문화된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이
민현상에 대한 이해를 장착한 정책연구역량의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이민자 집중거주지를 포함하는 권역별로 정책연구
역량 육성을 위한 대학 간 대학원협동과정 개설을 제안한다. 이민현상과
정책 관련 강의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학 간 협동이 필요하며, 지
역 이민현실을 이해할 인력이어야 하므로 권역별 설치가 필요하다. 광역
시도의 관련 부서와 시도차원의 연구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지방노
동청/경찰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필수로 해서 현장과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게 한다. 재학기간 중 등록금 면제 또는
감면, 졸업 후 일정기간 관련기관의 계약직 근무 보장 등의 유인을 제공
할 경우 지역거주 우수인력 확보와 활용이 가능해진다.
<표 7-2>는 내국인 대상 사회통합정책 방안의 세분화된 대상, 대상별
정책사업, 운용방안, 최소한의 필요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다.
나. 기존 이민정책의 이민인지성 복원
1) 초국적 활동 지원 지양,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정책
선행하는 대표적 사회통합정책인 다문화가족정책은 친정방문-부모초
청, 국제택배-화상전화-인터넷 요금, 자국출신 모임지원 등이다. 이들은
초국적 활동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초국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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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이민사회통합을 위한 내국인 대상 정책
대상

정책사업

운용방안

비고

이민수용성 지표 점수를 관련
정책 평가 및 보완자료로 활용

한국행정연구원의
협조와 협의

이민배경학생의 규모 및 구성과
각 급 별 교육수준에 따른
내용차등화

국내 이민현상과
국제이주 현황 중심

한국 이민현상과 정책의 빠른
변화 감안, 매 2년 정도 주기로
반복
유관 공무원
전문
참가자의 업무 별 기능별로
및 기관종사자 직무교육 공통과 선택과정 세분화
한국과 지역현실, 현장과
교육 및
권역별
정책과정 이해에 중점/교육비와
정책인력 양성 대학원협동
진로연계

상기 내용심화+
이민자 법적지위,
한국과 지역의 특성
교육과정 개발 및
보고사례분석 연구
주관 부처 내
별도위원회에서
관리

내국인 일반

사회통합
실태조사

정규 교육과정 교육내용
중의 학생
반영
교육․공공기
관 종사자

직무연수

자료 : 필자 작성.

의 존재이유나 해외사례를 통한 경험칙으로 볼 때 설득되기 어렵다. 국가
의 직접개입보다는 관련 민간단체들의 프로젝트성 활동의 한 꼭지 정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민간-종교-시민사회 부문이 관여할 영역이다.
2) 결혼이민 및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개입 체계화
국내에서 오랜 기간 통용되던 ‘국제결혼은 혼인 당시 거주국은 같으나
국적이 다른 개인의 사적결정에 의한 혼인의 한 형태이나, 결혼이민은 이
민의 한 경로다. 교육이민(유학생), 취업이민의 초청자 또는 법률적 후원
자가 대학, 고용주이듯이 결혼이민의 초청자는 내국인 배우자다(김혜순,
2014a: 302). 다양한 이민배경 지위의 국내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거
주 외국국적인이 내국인과 국내에서 혼인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
나, 결혼이민과 동일하지는 않다. 국제결혼이든 결혼이민이든 체류자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민관리정책의 대상이지만, 혼인으로 국경을
넘는 결혼이민은 입국심사라는 추가적인 관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가족에서 발생하는 폭력, 당사자들이나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사기결혼은
내국인 가정에서와 같이 형법상 범죄로 국가가 개입하지만, 위장결혼은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민사범이라는 추가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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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상이다. 언어소통이 안되는 상대, 기본 거주공간의 확보와 생계유지
가 곤란한 상태의 내국인 간 혼인이라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지만, 국경
을 넘는 국제이주과정이 개입된다면 정당한 개입이며 이에 걸맞은 요건
들이 초청과 사증 발급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이상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영역이지만,
정책으로 국가가 개입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까지 방문해서 한국어, 자녀양육 및 교육, 가족관계를 교육․상
담하거나 내국인 가족성원 대상으로 이민자 출신국의 가족문화를 교육하
는 것 등은 국가의 사적 영역과 의제에 대한 침해다. 결혼한 가정과 지역
사회에 적응할 시기에 자국출신과의 모임,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 등등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소환하고 동원하는 것 또한 1970～80년대 새마을 부
녀회 등을 통한 ‘부녀자 동원’과 유사한 국가주의적 접근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는 입국 자격으로 ‘결혼이민’을 폐지하고 유사
자격을 ‘가족결합’으로 통폐합, 입국 후 정책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폐지
하고 좀 더 느슨하게 정의될 이민자가족으로 정책대상을 변경하고 내국
인 대상 가족정책으로, 이민자 여성에게는 국내 여성대상 정책을 적용하
는 것이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초기 정착과 적응지원은 앞 절에서
제시한 일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한다. 이미 일부
진행되어왔듯이 결혼이민자 대상의 별도 시설과 인력은 내국인 가족과
여성 관련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다른 대안은, 현행체제, 입국 자격으로 ‘결혼이민’, 입국 후 ‘다문화가족’
으로 관리 및 지원을 유지하되, 우선 언어, 건강, 기초 생계여건 등 혼인
의 정상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1조에 명기된 대로 가족의 안정성
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으로 하되, 이민자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지원방안
을 내국인 남녀 지원에 준하여 마련한다. 내국인 여성의 삶이 지역밀착
적인 점, 이민자로서 정착과 적응이 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민여성
의 역량 강화도 개인 인적자본보다는 사회적 자본 개발, 가족안정성과 지
역정착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한다.
어느 경우에도,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이민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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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체류자격 문제가 내재된 국제결혼중개는 분리하여 ｢출입국관리법｣
으로 이관하고 개정해야 한다. 내국인 결혼중개업을 중개업이니 상거래로
규정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민중개업자를 상거래 관리 대상으
로만 한정하고, 국가가 ‘하자 있는 물건’ 거래의 AS를 담당하는 형국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정책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은 폐기하지 않
았지만 정의를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이민배경자 가족으로 정책대상을 확
대했다. 확대된 정책대상으로 기존의 지원을 강화․확대하는 관료적 확
장성(김혜순, 2014a; 2017)은 정비되어야 한다.
3) 이민정책의 주류화
앞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체계화에서 서술했던 일몰지점 설정과 같은
내용이되, 페미니스트 문헌과 선발이민국 문헌과 등장하는 주류화 개념
과의 연관을 간단히 서술한다. 전자에서 주류화란 양성평등적 또는 성인
지적 관점이 정책·학술논의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주류 관점 중 하나로
또는 등장하는 것인 반면, 후자에서는 이민자가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
는 별도의 정책대상에서 내국인 대상 일반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
다. 주변부에서 주류의 일원이 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관점의 부
상인 반면 후자는 대상이 되는 정책의 개별화-주류를 말한다. 이민자 복
지 중심의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서는 별도 정책대상을 종료하고
일반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는 예산산정
대상의 감소이고 이민자로서는 복지의 축소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는 주류
화라도 실제 지위에서 주변화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의 비정상성 교
정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복지성격 축소, 이민정책의 일몰지점 설정
과 준수, 일반정책의 복지확대의 세 측면이 동시적 진행으로 가능해진다.

2. 추진주체의 조정과 역할분담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는 이민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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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지역현실에 맞게끔 사회통합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라 함은 이주자가 목적지를 국가단위로 선택하지만 실
제 정착과 적응은 지역/지방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며, 실제 업무분장은 간
단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유입 이민자의 자격과 규모 및 지위 설
정, 이민자의 출신국과 협력, 이민 관련 국제관계 및 협약관리, 영토와 성
원에 대한 국경관리,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기조와 골격을 정한다. 정책에
국한해 보면 이민사회에 부응하도록 법․제도의 신설과 개정, 최적의 이
민수용을 위한 이민관리, 이민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정책 제시, 이민관리
와 사회통합의 정책체계 재정비, 이민정책 평가방식 구상 등이 있다. 앞
절의 정책제안 모두 중앙정부의 과제들이다.
나. 학계․연구계․정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사회 통합정책 평가단’
설치와 운용
정부는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본계획 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전년도 시행계
획의 평가에 기반해서 차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문건의 형식 자체가
지난 정책 성과와 평가-정책 환경 분석-새로운 계획 제시 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 정책평가는 주관부처가 세운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
행된다. 간혹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주관부처 산하 연구기관이나 협
력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역시 주관부처의 정책기조 내에서의
평가에 머물게 된다. 또는 정책평가를 전문영역으로 하는 행정학적 평가
가 대부분이어서 정책의 외형적 틀과 계량적 분석이 중심을 이룬다.
내국인 대상의 이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이민사회 통합정책 전반의 수
행성을 평가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물론 병행
되어야 한다. 이는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목표성취의 판
단방법 등에 대한 합의와 운용방안 마련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
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대강의 원칙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기
본계획 적용 5년간은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동원될 기준으로는 이들 기
본계획에도 언급되었듯이 일회성․시혜성 사업 지양(여가부, 20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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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환류(법무부, 2018: 70), 부처 간 유사 사업의 중복성, 법․제
도 정비와 정책사업의 비중, 내국인의 공동 참여사업 비중(김혜순, 2009a:
39～81), 내국인 취약계층과 지원정도의 형평성 정도, 이민자에게 현금이
전 방식으로 사업비 사용정도, 앞 절에서 지적한 초국활동 지원여부, 공
사영역 간 국가개입의 정당성 정도, 이민정책으로서 일몰지점 운영여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 중 위장결혼자로 판명되는 비율은 출
입국 관리질서의 준수 정도로, 범죄적 행위와 관계없이 혼인 후 일정기간
내 해체되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표수행 미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64)
평가기준 설정 못지않게 평가주체의 구성도 중요하다. 전달체계와 영
향력 확보 및 수탁사업 중심의 관․학․연․민 정책동맹으로부터 독립적
인 인사들이 평가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구축된 이민정책 지형
으로 인해 제안한 정책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 발주와 활용 등을 주관할 추진주체조차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앞
서 지적했듯이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민정책
의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므로 아래 제안하는 한시적 연구협의체
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민 관련 연구기능 확대와 제도화
이민사회 전개와 정책적 대응의 역사가 15년여로 일천한 반면, 초기 이
민현상은 정책에 의해 견인된다는 점, 국내 학계에서 정책연구의 위상이
낮은 점 등, 앞에 상술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기능 확대와 제도화
가 시급하다.
별도의 정책연구원으로 현재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있으나 규모의 영
세함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파악과 국내 이민현상 전개에 시의

64) 유학생의 잔류정도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 유학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유사
한 평가라고 본다. 대학은 유학생의 수학능력을 우선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기본
적인 학사관리를 수행한다. 개별 학생의 대리출석이나 학교 밖 생활에 대해 관여
할 여지나 권한을 갖지 않는데도 대학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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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책 대응방안을 생산하기 어렵다. 여타 부처 산하 연구원마다 이
민관련 연구자들이 있으나 정책의제 전반에서 이민의제가 차지하는 비중
과 정권의 관심에 따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과 무관하게 이민관련
연구에 주력하기 어렵기도 하다. 보다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 다문
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민자 인권-복지 정책동맹의 영향력으로
이민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시각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 연구원(개
발원)의 사회통합연구를 지원해야 하지만, 연구원장의 임명, 예산배정 등
이 광역지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
렵다. 이민관련 의제가 특히 심각하게 부상하는 경우, 지역에 이민자 밀
집거주지역이 형성된 경우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이민관련 정
책연구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 출연 연구원에 대한 별도
지원보다는 지역대학의 연구자와 학․연 공동연구를 권장하도록 한다.
연구원 단독일 때 관행적 연구보고서에 그칠 가능성을 막고 대학 연구자
일 경우 학술적 연구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이민정책 체계화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시적 연구협의체 운영
고위 정책결정자의 관심도나 자원배분 문제를 고려할 때 연구기능 확
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연구협의체 운영이다. 정권별 주력 의제
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행정위원회처럼 이민정책의 체계화를
목표로 기존 국책연구원 산하 연구원과 여타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연구협의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총리실의 행정지원과 관리를 받
되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연구원을 파견하는 연구기관의 인
력보완 방안, 파견된 연구원의 복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 같은 운영
상 세부조항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총리실 주도로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시도되면서 국책연구원
과 외부전문가가 동원되곤 했으나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졌
다 하기 어렵다. 합의가능안은 새로운 이름의 총괄조정 체계하의 세부조
직을 또 다시 관련 부처가 분장하거나 공격적이고 영향력 있는 부처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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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이 반영된 안이었다.
이런 전철을 감안할 때, 어렵게 연구협의체가 운영된다 해도 각 국책연
구원에서 파견된 연구원은 소속 연구기관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관철해야
한다는 기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최대의 현실적 제약일 수 있다.
별도의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연구협의체 운영의 연결과제가 된다면 파
견 연구원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파견기관에는 파견연구원을 매개로
하는 활발한 연구협력이 추가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물론 국책연구기
관의 평가기준에 국정의제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정도를 포함․강화하
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운영된 전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비현실적인 제안일 수 있
으나 비현실적이라 판단하는 근거 각각의 대응책을 만들면서 구성과 운
영을 구체화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민사회
갈등은 보다 구체화․심화될 수 있고 기존의 왜곡된 정책 환경적 요인은
구조화되고 정책동맹은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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