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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
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
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
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
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
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
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
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
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
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
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
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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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
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
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
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
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
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
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
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
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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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
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
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
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
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
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
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
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
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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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
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
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
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
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
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
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
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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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왔다.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 이하로 떨어진 이
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3/4분기, 역대 최저치인 0.84를 기록하였
다.1) 또한 2020년 출생자 수는 28만여 명을 기록해 사망자 수 31만 명보다
더 적었으며, 사상 최초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해로 남기도 하였다. 저출산
ㆍ고령화의 진행을 더디게 하기 위해 각종 출산장려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
제적,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학령인구와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이라 노동공급 부족 문제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52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구
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2) 이 중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약 90만 명으로, 주
로 제조업종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가사노동 및 요식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
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부문에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
급 부족이 가속화될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고 입국 외국인 수가 줄어들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
나19로 인한 외국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64.1%가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96.5%가 수개월 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3)
이미 특정 분야, 특정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

1) 행정안전부(2012. 12), ｢주민등록 인구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2) 통계청 누리집, ｢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3) 중소기업중앙회(2020. 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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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인구구조,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비중 증가는 필연적이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
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임금, 고용률, 일
자리 질 등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는 이주 관련 문헌의
오랜 관심사이기도 했다.4) 이에 더하여, 기존 내국인과 상이한 배경을 가진 인
구가 유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역시 중요한 연구주제이
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신념과 인식이 아
직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5) 한국의 다문화지향성과 난민 수용성은
2010년 후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열
악한 거주 및 근무환경, 내국인과의 갈등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외국인 체류자 및 이주노동자, 난민의 유입 증가에 발맞추어 다문화 포용성
및 인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이주노동자 통합 문제는 서구사회, 특히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2019년 기준 서유럽의 외국인 인구비중은
약 16%로 한국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
다.6) 이에 따라 유럽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
련하는 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주의 결정요인, 이주의 사회경제적
효과,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분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이민자의 유입, 또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4) Fasani, Llull, and Teadi(2020).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p. xxv.
6) UN DESA(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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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논문으로는 Otto and Steinhardt(2014), Gorinas and Pytlikova
(2017), Hatton(2021) 등이 있다. Otto and Steinhardt(2014)는 선거구 단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민자 증가가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1 표준
편차(2.6%p) 증가할 때 반(反)이민 포퓰리즘 정당의 해당 지역 득표율을 0.8 표준
편차(2.8%p)만큼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Gorinas and Pytlikova(2017)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가 이민
유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OECD 국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내국인이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를 차별하는 경향이 클수록 이민 유입이 줄어
드는 양상을 보였다. Hatton(2021)은 유럽 지역 내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이민
에 대한 선호(preference)’와 ‘이민의 화제성(salience)’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결정요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민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이주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 화제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기 개념을 바탕으로 유럽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와 유로바로미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이주의 화제성이 강해질수록 이민정책의 폐쇄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
한다. 세 가지 연구 모두 이민자 유입이 사회적인 긴장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이민 자체를 막는 방향의 정책전환을 야기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인구 유입이
다. 1960년대부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이민
이 활발했으며, 20세기 중반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과거 식민모
국으로 이주가 이뤄진 반면 20세기 후반부터는 남부 유럽으로 저숙련 노동이
민이 주를 이뤘다.7)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 소득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프
리카에서 유럽에 오는 잠재 이주자의 유인 동기도 더 컸으며, 이는 유입국의 노
동 수요와 맞물리며 이주 인구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다.8) 이에 대응하여 유
7) Flahaux and De Haas(2016); De Ha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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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국가들은 유입된 인구를 관리하거나 또는 이민 자체를 막는 다양한 이민 정
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특히 이질적
인 문화에서 온 아프리카 이주민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과 노동시장 통합
문제는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 내 이민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을 맞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코로나19 유행은 이주노동자의 이동, 고용, 소득, 건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감염 차단을 위한 이동통제는 외국에 연고가 있는 이주민 노동
자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주노동자가 치르는 비용은
곧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유입국가의 입국제한 강도를 정하는 데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
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동통제로 인한 노
동력 손실과 경제 타격을 더 크게 입고, 이 비용이 실제 이동통제로 인한 감염
차단이라는 유익을 넘어서는 경우 입국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최적의 결정
이라는 뜻이다. 코로나19는 본 연구의 주제인 ‘외국인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시장 내 외국인력의 비중에 따라 코
로나19 대응이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정책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 의존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며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사례에 대해 국내에 소개하는 첫 번째 연
구로서 기존 문헌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유럽의 이민 사례를 통해 한국에 시사
점을 준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한국 노동이민과의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는 아
프리카ㆍ유럽 사례를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이
주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 의존
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독창
8) Hatton and Williams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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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의존도의 중요성을 통해 국내 정
책대응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서도 의의를 지닌다.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가. 이민 연구 관련 용어 정의
이민 관련 연구에서 이민자(immigrant) 통계를 분류할 때 주로 ‘외국인 인
구(foreign population)’ 또는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
의 개념을 사용한다. 외국인 인구는 유입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또는 시
민권 보유자를 말하며, 2~3세대도 부모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
인 인구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해외출생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상주하
는 국가 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출생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주로 이민 1세대 중 외국 국적자(외국인)와 귀화한 내국인(귀
화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자녀 세대는 제외되기 때문
에,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에 귀화자를 더한 후 체류기간 내 출생 자녀수를 빼
면 해외출생인구 수를 구할 수 있다.9) 최근에는 이민자 통합이 강조되면서 해외
출생인구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된 ‘이주배경인구(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를 사용하기도 한다.10) 이주배경인구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해
외출생인구인 이민 2세대를 해외출생인구에 더하여 산출한다. 이주의 역사가
긴 국가들에서 이민 2세대의 통합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주배경인구 개념이 등
장하였다. 국가마다 통계청에서 수집 및 발표하는 이민자 개념이 다르기 때문
에 통계 비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이종원, 노용진(2013), p. 59.
10) 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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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이주 유형에는 노동이민, 난민, 결혼이민, 유학, 주재원, 계절근로,
관광취업, 기술연수, 종교이주 등 있다(표 1-1 참고). 이주 유형에 따라 이주민
구성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노동
이민을 다루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가족이민과 난민 등의 이주 유형에도 주목
한다.

표 1-1. OECD IMO의 이민자 이주 유형 분류와 한국 비자 유형 비교

이주 유형

영구적/
준영구적
이주
IMO
이주
유형별
이민자
(외국인)
유량

한시적
이주*

이종원, 노용진(2013) 제안

이주 목적

한국 비자 유형

노동이주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가족이주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

인도적체류

난민인정지(F-2) / 인도적
체류허가자(G-1)

자유이동

-

기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노동) 기타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
(E-10)

(노동) 주재원

주재(D-7)

취재(D-5)

(유학) 유학생

유학(D-2), 일반연수(D-4)

(수련) 연수생

기술연수(D-3)

(기타) 기타

종교(D-6)

(관광취업) 관광취업

관광취업(H-1)

(노동) 계절근로자

-

(노동) 기타

구직(D-10)

(기타) 기타

기타(G-1)

IMO 재분류
문화예술
(D-1)

UN
영
주
/
준
영
주
이
주

장
기
이
주

비
영
주
이
주
단
기
이
주

난민신청자(비호신청자)
주: * 한시적 이주의 이주 목적에서 괄호는 이주 목적을 영구적ㆍ준영구적 이주의 하위 유형에 맞춰 재분류한 것임.
자료: 이종원, 노용진(2013), p. 86, [표 5-1], [표 5-2], [표 5-3]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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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노동이민 제도 개괄11)
지난 20여 년간 한국 등록인구의 다양성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이고 이
중 90일 이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70만 명 이상으로, 2000년 12월 말 기
준 등록 외국인(21만 명)과 비교했을 때 20년간 8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출신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형
성하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는 국내 이민 현황을 경제 및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유럽 이민 사례에서 시사점을 고찰할 때
활용한다.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199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 수준의 외국
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화학 부문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개편되면서 1980년대에는 전
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류의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게 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자동차 수출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 올림픽으로 인해 사증면제협정 체결, 무사증 입국의 허용, 입
국심사의 간편화 등이 진행되면서 주변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주택 200만 호 건설 등의 이유로 단순
노무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단순기능 인력부족
이 심화되면서 기업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주택사업협회

11) 본 소절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공한 자문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12) 이 중 등록외국인은 127만 명이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46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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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5)를 필두로 석탄협회(1989. 10), 전자공업협동조합(1990. 7),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1990. 10), 한국선주협회(1991) 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정부에 외국인력 도입을 건의하였다.13) 이에
1991년 10월 26일 법무부 훈령 제255호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1991년 11월 1일부터 해외
투자기업에 대해 현지 직원을 국내에서 연수시키도록 하였다. 산업기술연수생
의 체류기한은 연수기간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은 연수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산재보
험이나 최저임금 등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산업기술연수
생제도는 외국인연수생의 불법취업을 야기하다 1993년 4월 중단되었다.14) 그
러나 기업들의 요구로 1993년 11월 연수생 도입이 재개되었고, 1994년 5월 2만
명의 연수생이 입국하여 21개 제조업에 배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그 대상이 중견기업 이상인 해외투자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계속되자 정부는 1993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
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도입 업종은 기존의 10개에서 21개 제조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되
었고, 연수기간도 종전의 최장 1년에서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그 후 2002년에는 8만 5,500명으로 되었다가, 2002년 6월 말에는
12만 6,750명으로, 2002년 11월에는 14만 5,500명으로 늘었다.15)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연수생들이 국내 도입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이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1997년 9월 경제
장관간담회에서 2년간의 연수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연수생이 ‘근로자’로 체류

13) 설동훈(1999).
14) 고혜원, 이철순(2004).
15) 행정안정부 국가기록원 누리집,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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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변경하는 ‘연수취업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같은 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서 동법 제19조의3에서 “법무부장관은 산
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1998년 4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산
업기술연수제도는 법무부 훈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고, ‘체류자격 변
경허가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16)

2) 고용허가제도
산업연수생제도의 변화가 있어 왔지만 지속적인 인권문제의 제기로 한편에
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6년 외국인 고용에 관한 여
러 법안과 입법 청원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과 입법 청
원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 폐기되었다(설동훈 1999). 이후에도 계속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1997년
경제위기로 고용허가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
던 중 2002년 초반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 업무보고 시 국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을 필두로 하여17) 2002년 말 대선기간 중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2003년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서 이 사안을 차별철폐 과제 중 우선 순위로 채택하였다.18) 이에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조건으로 2003년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를 통과해 입법되고,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16) 고혜원, 이철순(2004).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2. 3. 6),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국정홍보처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1).
18) 이병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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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2005년 기준)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도입근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출입국관리법｣

정책 책임기관 및
운영주체

업종별 단체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주요 정책 결정기구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경제부처차관
외국인산업기술연구조정협의회
위원장: 법무부차관
위원: 경제부처국(과)장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
위원: 경제부처차관 및 위촉자

도입절차

중기협: 연수업체 선정
법무부: 입국 체류 허가

노동부: 고용허가
법무부: 입국 체류 허가

인력모집 및 선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등)가
송출기관이 모집 선발한 인력 배정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제시하는 대상자
중 사업주가 최종 선발

도입신분 및 체류기간

연수생(1년)
연수취업자 경우 근로자(2년)

근로자(1년)
1년 단위로 최장 3년 기간 연장 가능

고용분담금

없음

부과

임금(연수수당)

연수생: 연수수당, 연수관리비,
숙식비, 기타 수당
연수취업자: 기본급, 법정수당

기본급, 법정수당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없음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지급

숙식 제공

의무적으로 제공

숙박시설 확보, 식대부담 없음
(*내국인근로자 식대 제공 시 지급)

노동3권

없음

보장

출국교통비

업체 부담

없음

사후관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위탁관리회사(중기협 지정법인)

노동부

자료: 최미희(2005), p. 38.

고용허가제는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력을 선
발,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표 1-2]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
가제를 비교한 것이다. 중국 출신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
하던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로 흡수되었고,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는 2006년
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다가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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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
한 국가들이 초기에는 6개국에서 현재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허가제
를 통해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되었다. 또한 초기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이라는 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지만, 장기근속에 따른 숙련인력
확보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였다. 제도 설계 당시 체류기간은 3년이
었는데,19) 2005년 5월에 3년 취업 만료자가 출국하여 1개월간 해외에 체류하
면 다시 3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으로 사업주(고용주)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0) 2009년
10월에는 고용허가제 관련 여러 주요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당시 법개정 이유
는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2012년 7월부터
는 사업장 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
출국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21)
외국인력 선발 방식 역시 변화하였다. 2009년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평가방법이 필
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성되고,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능 수준, 외국인 구직자의 체력, 근무 경력,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하기로 하였
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기능 평가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으로 구분하여 공통과제와 업종별 특화과제(예: 농축산
19)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0)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
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1)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
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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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모형 맞추기나 작업물 운반, 건설업의 경우 철근조립이나 패널제작,
어업의 경우 일륜차 운전이나 로프 정리 및 매듭)를 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1]은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쿼터
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2009년 기능수준 등 자격요건 평가가 이루어지고,
2009년 이후로는 외국국적동포가 고용허가제와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며 변
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5만 6,000명이며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1-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쿼터의 변화(2004~20년)
(단위: 명)

주: 2004~09년까지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3) 숙련기능인력제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는 숙련기능
인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출신자에 대해 획일
적으로 영주를 불허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체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
을 준수하면서 자기개발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체류
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불법체류 문제 외에도 “저출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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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숙련기능 외
국인력이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국가의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2)
이에 2008년 법무부 훈령으로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되면서 고용허가제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 경로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자격(E-9, E-10, H-2)으로 국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과거 10년 이내 동 자격으로 5년 이상 기간 동안 국내 취업한
자 중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거
나, 또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
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23)인 경우에 거주
(F-2) 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5년 이상이라는 취업기간 요건을
4년으로 단축하여 신청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동 지침은 2019년
10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자격변경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 실
효성이 없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대해서 특정활동
(E-7)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정기선 외 2013). 체류자격
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제
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취업해야 하고, 35세 미만의 전문학
사 이상 학위소지자(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
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취업 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7. 4. 27), ｢숙련 생산기술자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법무부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21).
23) 단 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F-2) 자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취업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은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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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임금 이상이어야 했다.24) 또한 한국어능력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
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다. 이후 기능 요건과 관련해서는 ① 기능사 이상 자격
증을 취득하거나 ②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 보
이거나 ③ 기량검증을 통과하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 8월
부터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하여 시범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범운영 때와 달리 몇
가지 변경조치를 하였는데, 먼저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취업 조건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연간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발
표하였다. 단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 및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각
각 100명)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점수요건 역시 변경되었는데, ① 산업기여가
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혹은 ② 필
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
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연간 1,000명까지 점수제 특정활동자격
(E-7-4)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4) 계절근로자제도
국내의 구직난은 비단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농업 분야에서도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2002년 농업 분야에도 제한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활용하기로 결
정하여 2003년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 농업인력 도입 규모는 미미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
24) 여기서 지칭하는 자격증의 종목은 당시 거주(F-2) 자격 부여대상인 기계ㆍ금속 등 15개 분야 48개 종
목을 준용하고,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뺷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뺸
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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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력은 이직률이 높
고, 계절적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미등록 외국인
을 고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농업 분야(예: 작물재배업)의 경우 계절적
으로 업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국내 거주하는 동안
효율적으로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9년 7월 1일부
터 농업분야 ‘근무처추가제도’를 마련하였다. 근무처추가제도란 ‘계절적 농업’
분야에 근로 중인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원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은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
다. 엄진영, 최용호, 박지연(2019)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처추가제도는 인
지도가 낮을뿐더러 활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농업 분야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괴산군과 보은군을 시작
으로 2016년에는 전국 4개 지역에서 확대 운영되었다. 2016년에는 124명의
계절근로자가 4개 군(양구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에 배정되었다. 중앙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상당 부분 위임하였
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선발 방식이나 제도 관리에 대한 계획
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이를 허가해 주는 방
식이다. 계절근로자제도는 현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에서도 단기 인력
활용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사증/자
격을 신설하여 최대 90일까지 계절근로에 대해서는 단기취업(C-4), 최대 5개
월까지 계절근로에 대해서는 계절근로(E-8) 사증/자격을 발급하게 된다.
2020년 이래 코로나19로 신규 계절근로자 유입이 어려워지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계
절근로자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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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현황(2004~19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검색일: 2021. 10. 21).

5) 특정 분야 우수인재 유치제도
외국인력의 노동수요가 높은 ‘비전문ㆍ비숙련’ 직종에 대한 해외인력 유치
외에도 대한민국정부는 우수인재 유치에 대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인재 유치는 1960년대부터 수행
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다시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2000년 11월부터 정부는 해외의 산업ㆍ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
기관에게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해당 외국인이 특정활동(E-7) 사증 발급
및 체류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력 활용 편의를 도모
하였다. 2000년에는 전자상거래 1개 분야에 최초 적용하였고, 2003년에는 6개
분야(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2006년
에는 기술경영 분야가 추가되어 현재 총 8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제7회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이언스카드(Science Card) 도입을 심의, 확정하였
고, 2001년 12월부터 사이언스카드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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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가 산업자원부장
관의 고용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는 최장 3년25)까지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
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2개 이내의 유사 기술 분야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가
능)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근무처 변경과 추가(2개 이내)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26) 사이언스카드의 경우,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 연
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취업하려는 해외 과학자에게 유효기간 3년의 복수
사증을 발급해 주었다. 애초 고용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에게 3년간 유효한 사증
을 발급하였는데, 2007년 2월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외
국인이 영주(F-5) 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 5년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데 이
들 산업ㆍ기술인재는 국내 거주 3년 이후에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과학인재 외에도 산업기술이나 전문인력 유치정책이 시행되었다. 2001년부
터 정부는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동 사업은 국내에서
기술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적절한 인력
을 발굴 및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 사업
을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1,123명의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 중소기업에 도
입되었다. 그리고 2012년 이래 ‘해외 인재 스카우팅사업’, ‘해외 ICT 전문인력
활용 촉진사업’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해 왔다. 해외 인재 스카우팅사업은 해
외의 인재를 국내 ICT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원)에 유치ㆍ지원하는 사업이
고, 해외 ICT 전문인력 활용 촉진사업은 국내에 재학 중인 우수한 석박사급 외
국인 유학생을 ICT 중소기업 및 대학(원)에 유치ㆍ지원하는 사업이다.27)
2014년 1월에는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부처 ‘해외 우수인재 유
치ㆍ활용 방안’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25) E-7 사증을 발급받은 일반 전문가의 경우 체류허가 시 1회에 부여하는 체류 상한기간이 2년인 데 반해,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3년의 상한기간이라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26) ｢해외 고급 기술인력 유치 쉬워진다｣(2003. 1. 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21).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7. 4. 11), ｢해외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 신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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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각 부처별 유치사업들을 연계, 통합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해외산업ㆍ기술인재 유치정책 관련
가장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외 우수인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
거나, 잠재성이 높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 개념화되었다. 과학
기술, 경영ㆍ경제, 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의 경력 및 직급, 연구실적 및 수
상경력,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인재를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 유형화하
고, 유형별 및 전주기적 전략을 마련하였다. 연구교육형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을 하는 인재로, 이들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해외과학인재
와 중첩된다. 기업활동형은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창업자를
포함한다. 미래잠재형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영재학교 및 대학에서 유
치한 유학생을 의미한다. 유학생을 “해외 우수인재” 범주로 분류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장되었다. 더불어 이들이 활동영역별로 성장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사업을 재검토하여 정책적 지원 트랙(경로)을 설계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2012년 기준 연간 2만 5,000명 정도의 해외전
문ㆍ기술인력 유입 규모를 2017년까지 3만 7,000명 정도(연구교육형 7,500명,
기업활동형 2만 7,500명, 미래잠재형 1,650명)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ㆍ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하였
다.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
적으로 각 부처는 해외인재 유치, 활용 실적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실무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제1장 서론 • 35

표 1-3. 해외 우수인재 유치 목표(국가정책조정회의)
(단위: 명)

구 분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

전체

2012년

5,451

18,628

776

24,855

2017년

7,500

27,500

1,650

36,650

주: 1) 연구교육형 인재는 비자 유형 중 E-1(교수)과 E-3(연구).
2) 기업활동형은 비자 유형 중 E-4(기술지도)와 E-7(특정활동) 및 기술창업(외국법인) 중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 (D-8)
중 창업비자 포함 예정).
3) 미래잠재형은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사업(GKS) 수혜자 및 과기특성화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1. 23),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유형별로 차별화한다｣,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21).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고찰
한 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EU의 노동이
민, 특히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과 이들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외국인력 유입이 수용국의 경제, 사회, 정책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유럽의 이주노동
자 현황을 파악한 후 제3, 4, 5장에서는 각각 이주민 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그림 1-3 참고).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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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고서 개요 도식

제2장은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개괄한다. 연구의 배경이 되는 유럽 이주
노동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징을 묘사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산업
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를 중점으로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또한 EU의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해 개괄한다. 본 장에서 조사한 현황과 제도는 유럽 자
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될 뿐 아니라 추후 한국과의 비교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은 유럽 내 이주민 중에서도 아프리카 출신에 집중한다. 아프리카의 주
요 송출국과 유럽의 주요 수용국별로 이민자 현황을 파악하고 EU 역내 또는 비
아프리카 역외 이주민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 또한 연령, 성, 학력, 노동시장참
가 등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인적자본을 조사함으로써 유럽 역내 이주민의
영향과 유사성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주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본 장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인적자본의 구성은 이주민이 노
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내국인과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될지 단초를 제공해
준다.
아울러 제4장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유럽 내국인들의 인식을 조사
한다. 제1절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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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2절에서 유럽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간
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3절은 유럽사회조사(ESS)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과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
사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상황의 정책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유럽의 이주노동자 및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한 후,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경 폐
쇄 등 코로나19 대응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 비중과 코로
나19 대응의 엄격성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정책 대응을 이민자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
국관리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제1절에서 상기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후 제2절에서 이
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제2절에서는 국내 경제이민
정책의 주요 논의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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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EU28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1~19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 기
준 약 1,929만 명에 이르러 2011년 대비 약 513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비
EU28(역외) 국적 노동자와 자국민이 아닌 EU28(역내) 국적 노동자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51.4%(992만 명) 대 48.6%(937만 명)로, 평균적으로 역외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외 대 역내 국적 노동자 비중은 56.1%(795만 명) 대 43.9%(622만
명)로 8년 사이 역외 국적 노동자 비중이 4.7%p 감소했음에도 197만 명이 증가
했고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역내 국적 노동자 수
는 315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EU 확대로 인한 신규 회원국의 증가와 관련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1 참고).
개별 회원국 단위로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2019년 기준 독일(521만
명), 영국(361만 명), 이탈리아(246만 명), 스페인(238만 명), 프랑스(170만
명), 오스트리아(70만 명), 벨기에(51만 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그림 2-1. 2011~19년 해당국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EU 역내ㆍ외 노동자 비중

주: 15~64세 노동인구(employed) 기준. 2019년 기준 EU28 역외국 노동자 수가 25만 명 이상인 회원국 선정.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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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림2-3]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포가 높은 국가는 역내ㆍ외 국
적 노동자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역외 국적 노동자의 80.8%, 역내 노동
자의 78.4%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5개국에 집중되
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2. EU28 내 역외 노동자 분포(2019년)
(단위: %)

주: 루마니아 제외.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5. 14).

그림 2-3. EU28 내 역내 출신(자국민 제외) 노동자 분포(2019년)
(단위: %)

주: 불가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제외.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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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U 회원국별 총고용 중 역내ㆍ외 노동자 고용 비중(2019년, 상위국가)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5. 14).

그림 2-5. EU 회원국별 총고용 중 역내ㆍ외 노동자 고용 비중(2019년, 하위국가)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5. 14).

EU28 내 전체 고용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8.5%로,
전체 고용 중 역외국 노동자 비중이 4.4%, 역내 노동자 비중이 4.1%에 이르고
있지만, 개별 회원국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4, 그림 2-5 참
고). 전체 고용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위 5개
국에는 룩셈부르크, 몰타, 키프로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이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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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국 내 고용된 노동자의 약 10% 이상이 역내 출신 외국인이다. 특히 룩셈
부르크는 무려 53.6%의 외국인 고용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국
민이 아닌 역내 노동자 고용 비중이 47.9%에 이른다. 즉 룩셈부르크 노동자
100명 중 54명은 외국인이고 그중에서도 48명이 룩셈부르크가 아닌 EU 회원
국 출신인 것이다. 이와 달리 스페인의 경우에는 역외 노동자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13.4%로 전체 외국인 고용 규모가 14.2%임을 감안했을 때 역외인 고
용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고용이 총고용의 3%에도 미
치지 않는 EU 회원국이 6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제외)에 이르는데, 비셰그
라드 4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모두와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고용 비중은 서유럽 EU 회
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EU28 전체 고용에서 최근에 이민을 한 역외국 출신에 대한 고
용 비중 평균은 1.1%에 불과한데, 2019년 이전에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
그림 2-6. 2011~19년 전체고용에서 최근 이민한 역외국 출신 노동자의 고용 비중

주: 15~64세 기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는 자료 미상.
자료: Eurostat, “Employed recent immigrants by sex, age and citizenship [LFST_RIMGENG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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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그림 2-6 참고). 역외국 출신 노동자가 많이 포진해 있는 5대 회원
국 중에서는 독일(1.6%), 영국(1.5%), 스페인(1.5%)에서의 2019년 이민자 고
용 비중이 EU28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프랑스(0.7%)나 이탈리아
(0.5%)는 EU28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으면서 역외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난 몰타, 키프로스, 룩셈부
르크, 아일랜드에서는 최근에 이민한 역외국 출신 노동자 고용 비중 또한 전체
고용의 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28)
가. 산업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독일의 경우 2018년 기준 비농업 부문에 약 8만 명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
다(표 2-1 참고). 이 중에서도 산업 부문에 2만 8,000명, 서비스 부문에 4만
9,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국내 전체 고용 중 산업 부문 고용이 27.3%인 것에
비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35.6%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독

표 2-1. 독일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8년)
산업구분
합계
농업

외국인 고용(명)
79,400

외국인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

-

전체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1.2

비농업

79,400

100.0

98.8

산업

28,300

35.6

27.3

서비스

49,300

62.1

71.4

자료: ILOSTAT explore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ILMS),” Inflow of employed non-citizen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in thousands), Annual 및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thous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8) 한국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집중도는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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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 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중 격차가 26.5%p로
이후 언급할 프랑스나 벨기에, 핀란드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표 2-2]와 같이 2017년 기준 표준산업분류상 ‘M. 전문적,
과학 및 기술 활동’ 종사자가 6,000명 이상, ‘Q. 인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

표 2-2. 프랑스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7년)
산업구분

외국인 고용
(명)

합계

57,636

100.0

100.0

1,635

2.8

2.6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스팀, 냉방 공급
E. 상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복원 활동

외국인 고용
산업별 비중(%)

전체 고용
산업별 비중(%)

15

0.0

0.1

5,287

9.2

12.2

243

0.4

0.7

205

0.4

0.8

F. 건설

4,641

8.1

6.4

G. 도소매업; 자동차 및 이륜차 정비

4,701

8.2

12.8

H. 수송 및 보관

1,463

2.5

5.4

I.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활동

4,669

8.1

3.9

J.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2,849

4.9

3.0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450

2.5

3.2

488

0.8

1.5

M. 전문적, 과학 및 기술 활동

6,039

10.5

5.8

N. 행정 및 지원서비스 활동

5,096

8.8

4.1

O. 공공 및 보안; 의무 사회보장

2,588

4.5

9.1

P. 교육

5,057

8.8

7.2
14.8

L. 부동산 활동

Q. 인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5,717

9.9

R. 예술, 유흥 및 오락

1,762

3.1

1.7

S. 기타 서비스 활동

1,963

3.4

2.6

472

0.8

1.1

T. 가사활동 고용주; 가내 자가소비를 위한
미구분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지역 외 기관 및 조직 활동
X. 미분류

1,296
-

2.2
-

0.1
1.2

주: 일부 지역 누락.
자료: ILOSTAT explore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ILMS),” Inflow of employed non-citizen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in thousands), Annual 및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thous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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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C. 제조업’, ‘N. 행정 및 지원서비스 활동’, ‘P. 교육’에 각각 5,000명 이
상이 고용되어 있고 상위 3개 부문 모두 9%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전체 고용 비중과의 비교 시 ‘O. 공공 및 보안; 의무 사회보장’과 ‘Q. 인
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반면, ‘I.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활동’, ‘M. 전문적, 과학
및 기술 활동’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고용 비중에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단순 구분 시 대부분의 외국인 인력이 비농업 부문에 포진
해 있는데, 특히 서비스 부문에 4만 8,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3 참고). 농업 부문의 외국인 고용 규모는 1,000명 미만으로 외국
인 고용에서의 비중(1.7%)이 전체 고용에서의 비중(2.5%)보다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에서의 비농업 비중은 98.3%로 전체 고용에서의 비중(9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안에서도 산업 부문의 비중(16.3%)과 서비스 부문
비중(82%)의 차이가 크다(65.7%p)는 점이 특징이다.
벨기에는 2017년 기준 표준산업분류상 ‘Q. 인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G. 도소매업; 자동차 및 이륜차 정비’, ‘F. 건설’, ‘N. 행정 및 지원서비스 활

표 2-3. 프랑스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8년)
산업구분
합계

외국인 고용
(명)
58,701

농업
비농업
산업
서비스
미분류

외국인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전체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995

1.7

2.5

57,706

98.3

96.1

9,578

16.3

19.9

48,129

82.0

76.2

-

-

1.4

주: 일부 지역 누락.
자료: ILOSTAT explore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ILMS),” Inflow of employed non-citizen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in thousands), Annual 및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thous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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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벨기에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7년)
산업구분

외국인 고용
(명)

합계

498,602

외국인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전체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2,123

0.4

1.2

B. 광업

1,057

0.2

0.1

49,807

10.0

12.4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스팀, 냉방 공급

2,657

0.5

0.7

E. 상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복원 활동

3,248

0.7

0.7

F. 건설

54,536

10.9

6.9

G. 도소매업; 자동차 및 이륜차 정비

56,984

11.4

12.9

H. 수송 및 보관

28,781

5.8

5.6

I.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활동

32,742

6.6

3.2

J.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15,416

3.1

3.3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1,259

2.3

3.4
0.7

L. 부동산 활동

3,722

0.7

M. 전문적, 과학 및 기술 활동

23,860

4.8

5.3

N. 행정 및 지원서비스 활동

50,427

10.1

5.7

O. 공공 및 보안; 의무 사회보장

19,383

3.9

8.5

P. 교육

27,804

5.6

9.6

Q. 인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58,771

11.8

14.9

7,154

1.4

1.5

12,180

2.4

2.1

1,254

0.3

0.1

35,435

7.1

1.1

R. 예술, 유흥 및 오락
S. 기타 서비스 활동
T. 가사활동 고용주; 가내 자가소비를 위
한 미구분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지역 외 기관 및 조직 활동

자료: ILOSTAT explore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ILMS),” Inflow of employed non-citizen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in thousands), Annual 및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thous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동’, ‘C.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고 비중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표 2-4 참고). 전체 고용에서도 ‘Q. 인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G. 도소매업; 자동차 및 이륜차 정비’, ‘C.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N. 행정 및 지원서비스 활동’이나 ‘F. 건설’은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P. 교육’이나 ‘O. 공공 및 보안; 의무 사회보장’은
프랑스의 사례와 유사하게 외국인의 경우에 비해 전체 고용의 비중이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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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벨기에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8년)
산업구분
합계

외국인 고용
(명)

외국인 고용
산업별 비중(%)

전체 고용
산업별 비중(%)

499,543

100.0

3,362

0.7

1.0

비농업

496,181

99.3

99.0

산업

111,486

22.3

21.1

서비스

384,695

77.0

77.9

농업

100.0

자료: ILOSTAT explore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ILMS),” Inflow of employed non-citizen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in thousands), Annual 및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thous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단순 구분 시 비농업 부문에 외국인 인력이 대부
분(99.3%) 포진해 있고, 특히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중이 77%로 산업 부문
(22.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5 참고). 벨기에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과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
별 비중이 매우 유사(1%p 내외의 차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통계상 나타난 핀란드의 외국인 고용 규모는 7,000명에 못 미
치고 있는데, 핀란드 역시 외국인 고용에서 비농업 부문이 94.7%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표 2-6 참고). 하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외국인 고용 농업

표 2-6. 핀란드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7년)
산업구분
합계
농업

외국인 고용(명)
6,899

외국인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전체 고용
산업별 비중(%)
100.0

367

5.3

3.8

비농업

6,532

94.7

96.1

산업

1,648

23.9

22.1

서비스

4,725

68.5

73.9

159

2.3

0.2

미분류

자료: ILOSTAT explore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ILMS),” Inflow of employed non-citizen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in thousands), Annual 및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thous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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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비중이 전체 고용에서의 농업 비중보다 낮게 나타난 데 비해, 핀란드에서
의 외국인 고용 농업 부문 비중(5.3%)은 전체 고용에서의 농업 부문 비중
(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농업 부문에서는 서비스
업이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과 서비스업 비
중의 격차(44.6%p)는 프랑스(65.7%p)나 벨기에(54.7%p)보다 작고 독일
(26.5%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2011~19년 EU28의 역외국 출신 고용 비중은 3.6~4.4%로 최근 들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그림 2-7 참고). 이에 비해 같은 기간 EU 회원국들의 자국
민이 아닌 역내 고용 비중은 2.9~4.1%로 역시 높아지는 추세이나 평균적으로
역외국 출신 고용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 EU 회원
국 중 역외국 출신 고용 비중이 높은(8% 이상) 국가에는 에스토니아, 몰타, 라
트비아, 키프로스가 있고, 역외국 출신 고용 비중이 낮은(1% 미만) 국가에는 불
가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들 수 있다.29)
이 중에서 몰타는 2011년 대비 2019년 고용 비중이 11.3%p 상승한 사례로
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라트비아가 3.5%p
하락했고, 타 EU 회원국들은 ±3%p 이내에서 변동했다.
2019년 기준 EU 회원국의 자국민을 제외한 역내 고용 비중이 높은 국가(8%
이상)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키프로스, 몰타, 오스트리아, 벨기에로 나타
났고, 역내 고용 비중이 낮은(1% 미만) 국가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
키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그리스로 나타
났다30)(그림 2-8 참고). 이 중에서 룩셈부르크의 역내 고용률은 47.9%로 나타
29) 루마니아는 2018년 기준 역외국 출신 고용 비중이 0.1%였으나 2019년 자료 미상.
30)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전체 자료 미상. 라트비아는 2018년 기준 0.2%였으나 2019년 자료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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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11~19년 각 회원국별 역외국 노동자 고용 비중

주: 15~64세 기준.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4).

났는데, 두 번째로 높은 아일랜드가 12.6%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몰타는 2011~19년 사이 역외국 출신 고용률 변화와 유사하게
10.7%p 상승이라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역외국 출신에 대한 EU28의 신규고용은 2019년 기준 27.4%로 2013년의
22.6%라는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그림 2-9 참고). 2019년에는 스웨
덴이 47.2%에 이르는 등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과 함께 40% 이
상의 역외국 출신 신규고용률이 나타났다. 이 중 슬로바키아는 2017년 역외국

50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그림 2-8. 2011~19년 각 회원국별 EU28 노동자 고용 비중

주: 15~64세 기준.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 (1 000) [LFSA_PGAN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4).

그림 2-9. 2011~19년 각 회원국별 역외국 노동자 신규고용(12개월 이하) 비중

참고: 15~64세 기준.
자료: Eurostat, “Newly employed (share of people in current job for 12 months or less, in total employment)
by age, professional status and citizenship [LFSA_ENEWAS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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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신규고용률 3.9%에서 2019년 37%p의 급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폴
란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등은 역외국 출신 신규고용률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편 EU28의 역내 신규고용은 2019년 기준 21.3%로 지속적으로 21~2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10 참고). 2019년 기준 EU 회원국들 중 역내 신
규고용률 43.7%인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다른 EU 회원국들은 10~28% 사이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0. 2011~19년 각 회원국별 EU28 노동자 신규고용(12개월 이하) 비중

주: 15~64세 기준.
자료: Eurostat, “Newly employed (share of people in current job for 12 months or less, in total employment)
by age, professional status and citizenship [LFSA_ENEWAS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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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가. 유럽연합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그림 2-11]과 같이 이미 진행형이며, 인
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미래 EU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주
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노동공급이 가능한 15~64세 EU
인구가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2.8% 감소, 2070년에는 2030년 대비 13.1%
그림 2-11. EU 및 일부 회원국들의 인구 고령화 비중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주: 노동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으로, 노동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몇 명을 부양하는지의 비중.
자료: Eurostat, “Population structure indicators at national level [demo_pjani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31) 2019년부터 2070년까지의 해외유입 누적인구는 5,260만 명, 즉
[표 2-7]과 같이 2019년 기준 EU 인구의 약 12%에 달하지만 연도별 순유입
인구는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EU 전체인구도 2019년 4억
31) European Commission(20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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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9~70년 순 이민인구 예상치
순 이민 규모
(단위: 천 명)

인구 중 순 이민 비중
(단위: %)

2019

2030

2050

2070

2019

2030

2050

2070

2019~70

벨기에

45

20

20

21

0.4

0.2

0.2

0.2

9.7

불가리아

-4

1

6

10

-0.1

0.0

0.1

0.2

2.9

체코

44

16

17

18

0.4

0.2

0.2

0.2

9.2

덴마크

-2

12

11

11

0.0

0.2

0.2

0.2

9.9

독일

277

248

227

214

0.3

0.3

0.3

0.3

14.9

에스토니아

7

2

2

3

0.5

0.1

0.2

0.2

8.7

아일랜드

33

19

14

10

0.7

0.3

0.2

0.2

18.0

그리스

14

12

21

26

0.1

0.1

0.2

0.3

8.7

스페인

439

185

179

169

0.9

0.4

0.4

0.4

21.3

프랑스

38

68

75

80

0.1

0.1

0.1

0.1

5.6

크로아티아

-4

-1

3

6

-0.1

0.0

0.1

0.2

1.7

이탈리아

135

224

214

207

0.2

0.4

0.4

0.4

18.3

키프로스

8

3

3

2

0.9

0.4

0.3

0.2

18.3

라트비아

-4

-7

-2

1

-0.2

-0.4

-0.2

0.1

-10.1

리투아니아

10

-10

-2

3

0.4

-0.4

-0.1

0.1

-6.0

룩셈부르크

10

4

3

3

1.6

0.6

0.4

0.3

30.3

헝가리

36

24

23

24

0.4

0.2

0.3

0.3

12.7

몰타

13

6

5

4

2.6

1.0

0.7

0.5

57.4

네덜란드

105

33

33

33

0.6

0.2

0.2

0.2

11.0

오스트리아

44

31

27

25

0.5

0.3

0.3

0.3

16.7

폴란드

3

25

48

72

0.0

0.1

0.1

0.2

5.8

포르투갈

40

10

14

19

0.4

0.1

0.2

0.2

7.4

루마니아

-74

-40

-2

21

-0.4

-0.2

0.0

0.2

-4.4

슬로베니아

16

5

5

5

0.8

0.2

0.2

0.3

13.4

슬로바키아

3

5

5

7

0.1

0.1

0.1

0.2

5.1

핀란드

18

11

12

13

0.3

0.2

0.2

0.3

11.6

스웨덴

67

52

40

30

0.6

0.5

0.3

0.2

22.5

노르웨이

25

27

25

23

0.5

0.5

0.4

0.3

24.9

유로지역

1,250

871

856

844

0.4

0.3

0.2

0.3

13.4

EU

1,318

960

1,001

1,037

0.3

0.2

0.2

0.2

11.8

주: 2019~70은 2070년 인구 대비 누적 순 이민자 수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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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순유입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p. 21.

4,700만 명에서 2070년 4억 2,4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32) EU 내 순
유입인구는 [그림 2-12]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매년 큰 등락폭을 보인바, 정책
적 개입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 이민/난민 정책
EU의 이민과 난민정책은 ｢EU 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과 ｢EU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33) 이민ㆍ난민정
책은 각 EU 회원국의 자율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1993년에 발효된 ｢마스트리
히트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을 계기로 EU 공동의 정책영역에 포
함되었고, 1999년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으로 구속력
을 갖는 정책영역이 되었다.34)
32) Ibid., pp. 21~22.
33) 이민정책은 EU 기능조약 제79조와 제80조, 난민정책은 EU 기능조약 제67조 제2항, 제78조, 제80조,
EU 기본권헌장 제18조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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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유입된 역외민과 자국 외 EU 국가에 거주하는 역내민 모두 “이민자”
로 볼 수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역외민의 EU 유입과정, 수용 및 통합에 더 관
심을 두고 있다. 이에 EU의 이민정책은 △일반이민(regular immigration) △
통합(integration) △비정규이민 대응(combating irregular immigration)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에서의 균형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
다.35) 즉 궁극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역외출신 이민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
용시키고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것이다.

1) EU의 노동허가제도
역외 노동자가 EU에서 노동허가를 받는 사유는 고숙련 노동자라서일 수도
계절노동자라서일 수도 있다. [그림 2-13]과 같이 역내 유급노동에 대한 사유
별 허가 건수는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신규 노동허가 건수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림 2-13. EU 역내노동을 위한 사유별 신규 노동허가 현황

자료: Eurostat, “First permits issued for remunerated activities by reason, length of validity and citizenship
[MIGR_RESOC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5).

34) Hailbrommer and Thym eds.(2016), p. 272.
35) European Parliament, “Immigration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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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민의 영역에서는 각 회원국의 필요를 맞출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의
유연한 역내 입국 및 거주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EU 차원의 가이드라
인에는 고숙련 노동자, 계절노동자, 사내파견자(intra-corporate transfers) 및
단일 노동/거주 허가(single work & residence permit)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36) 즉 노동이민과 관련하여 각 회원
국이 해당 지침을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 적용 및 실시 방
법의 편차가 있다.
고숙련 역외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EU 블루카드(EU Blue Card)’는 역내에
서의 고숙련 직무수행을 위한 (가족 포함) 입국 및 거주허가증으로서 신청을 통
해 받을 수 있는데, EU 회원국 중 옵트아웃(opt-out)37)이 적용되는 아일랜드와
덴마크는 EU의 블루카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블루카드 신청 시 △해당 회
원국의 평균 총연봉의 1.5배 이상인 1년 이상의 유효 노동계약서 혹은 일자리 제
의 증빙 △필요 자격요건 보유에 대한 증빙 △비자 등 유효한 여행서류 △건강보
험 가입 증빙이 있어야 한다. 블루카드의 표준 허가기간은 1~4년으로 신청 후
90일 이내 발급여부 통보를 받게 된다. 블루카드 발급 건수는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약 3만 6,800건으로 2012년 대
비 1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관리직과 전문직종 모두에 대한 블루카드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EU의 미래산업 부문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이 중에서도 특히
‘생산 및 전문 서비스 관리자(OC13)’와 ‘과학ㆍ공학 전문직(OC21)’의 블루카
드 발급 건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블루카드 발급자의 출신국가별로 살
펴보면 [표 2-9]와 같이 인도가 9,000명을 상회하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
고, 러시아와 중국(홍콩 포함), 우크라이나와 터키, 브라질과 미국이 각각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란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는 이집트와 튀니지 출신이 블루카드를 가장 많이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European Commission, “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37) 옵트아웃은 EU 회원국 중 일부가 국내 이해관계에 따라 유럽법 또는 규정의 적용 면제를 신청하는 제
도이며 현재 아일랜드, 덴마크, 폴란드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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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EU27의 직종별 블루카드 발급 현황
(단위: 명)

2012
블루카드 발급 총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664 12,964 13,869 17,104 20,979 24,310 32,648 36,806

OC1 관리직
OC11 최고경영자, 상급 공무원,
입법부 의원

76

262

433

459

541

443

11

22

32

58

49

56

824 1,116
58

79

OC12 총무ㆍ영업 관리자

20

106

163

115

179

182

132

150

OC13 생산 및 전문 서비스 관리자

41

130

231

277

303

338

696

909

OC14 접객업ㆍ소매업ㆍ기타 서비스업
관리자

4

4

7

9

10

11

30

52

218

571

991 1,518 1,534 1,464 1,772 2,406

133

367

586

622

638

OC22 보건 전문직

13

18

15

26

35

21

36

42

OC23 교육 전문직

1

4

12

16

18

28

41

117

OC24 경영관리 전문직

24

96

162

370

430

510

395

501

OC25 정보통신기술 전문직

33

66

136

278

340

446

528

728

OC26 법무ㆍ사회ㆍ문화 전문직

14

20

80

206

73

101

166

109

OC2 전문직
OC21 과학ㆍ공학 전문직

880 1,042 1,511

참고: ISCO-08 분류 기준-매니저(OC1), 전문직(OC2).
자료: Eurostat, “EU Blue Cards by type of decision, occupation and citizenship [MIGR_RESBC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5).

표 2-9. 블루카드 발급 10대 출신국(2019년 기준)
순위

출신국명

발급 수(명)

순위

출신국명

발급 수(명)

1

인도

9,362

6

브라질

1,465

2

러시아

2,572

7

미국

1,426

3

중국(홍콩 포함)

2,534

8

이란

1,302

4

우크라이나

2,018

9

이집트

1,033

5

터키

1,917

10

튀니지

1,010

자료: Eurostat, “EU Blue Cards by type of decision, occupation and citizenship [MIGR_RESBC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5).

블루카드 제도는 EU 차원의 정책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루카드의
발급 및 철회가 전적으로 각 EU 회원국에 의해 결정된다. 발급비용은 55유로
(불가리아)에서 550유로(핀란드)로 회원국별 편차가 10배나 되고, 2년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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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채택한 회원국이 가장 많기는 하나, 역시나 회원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어 회원국 간의 발급기준 차이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표
2-10 참고). 현재 유효 블루카드 발급 건수는 독일이 약 2만 7,00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위인 프랑스는 독일의 5.6%에 불과한 약 1,500건을 기
록했다.

표 2-10. EU 회원국별 블루카드 발급기준 및 현황
회원국명

발급비용(유로)

독일

110

유효기간(개월)
48

최저연봉기준(유로)
53,600

발급 블루카드 수(건)
26,995

프랑스

269

48

53,836

1,523

루마니아

174

24

2,250

408

이탈리아

100

24

24,789

301

룩셈부르크

80

24

71,946

262

리투아니아

114

36

23,160

252

오스트리아

120

24

58,434

128

네덜란드

285

48

5,272

118

체코

92

24

11,408

104

핀란드

550

24

56,774

88

폴란드

111

24

15,446

46

스페인

418

12

33,908

39

라트비아

100

60

13,776

32

스웨덴

175

24

53,200

31

불가리아

55

48

10,326

21

벨기에

215

13

51,494

19

헝가리

60

-

16,700

19

슬로바키아

170

48

15,102

16

에스토니아

120

27

18,096

15

슬로베니아

102

24

28,006

8

크로아티아

137

-

19,338

7

포르투갈

103

12

24,535

4

몰타

255

12

16,036

2

0

-

0

0

300

24

30,675

0

키프로스
그리스

자료: EUR-Lex, “EU Blue Card — entry and residence of highly qualified workers”; European Commission,
“Blue Card”(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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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노동 관련 지침 중 ｢계절노동자지침(Seasonal Workers Directive)｣
은 계절적으로 역내노동자 일손만으로는 부족하여 역외에서 일시적으로 노동
력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농업, 원예업, 관광업 쪽에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사내파견자지침(Intra-Corporate Transfers Directive)｣의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 확대로 역외의 관리자, 전문가, 파견훈련 직원 등을
EU 역내의 자사 조직 내에 일시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로,
EU가 역외국으로부터의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고 역내 외국인투자를 확대하
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1년에 채택된 ｢단일노동허가지침(Single Permit Directive)｣
은 역내에서의 노동과 거주 권리를 동시에 허가해 주는, 편의를 위한 제도이면
서 역외 노동자의 노동조건, 사회안전망, 경력인정, 조세혜택 등을 역내 노동자
와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38) 다만 단기노동자인 계
절노동자나 임시파견노동자(posted worker)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민정책과 난민정책의 관계
EU 차원의 난민정책은 크게는 이민정책의 한 부분으로, 공동유럽난민시스템
(CEAS: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이 형성되면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CEAS는 △난민신청서의 심사가 어느 회원국의 책임인지 결정하는 명
확하고 기능적인 절차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공동 표준 △난민보호 신청자의 수용을 위한 공통적인 최소한의 수용 조건 △난
민지위 부여 및 관련 보호를 위한 기준의 수렴을 추구하고 있다.39) 이외에도 이
민정책의 영역인 ｢가족재결합지침(Family Reunification Directive)｣, ｢장
기거주자지침(Long-Term Residents Directive)｣이나 불법이민자 ｢귀환지
38)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옵트아웃이 적용되어 ｢단일노동허가지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39)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and current
issu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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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이민ㆍ난민정책의 관계

자료: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2016), “An Introduction to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for Courts and Tribunals: A Judicial Analysis,”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침(Returns Directive)｣은 난민의 거주자 권리, 난민으로서 받는 혜택, 난민에
대한 보호, 가족 재결합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U 난민정책과도 연관
되어 있다40)(그림 2-14 참고). 2020년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공동의 포괄적
이민ㆍ난민 관리체계인 ｢신(新)이민 및 난민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제안하는 등 2016년부터 여러 차례 CEAS 개혁안을 제시했
으나, 각국의 입장이 달라 장기간 계류 중이다.41)

4. 소결
EU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역외 및 역내 출신 모두를 포함)는 독일 등 경제규
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자국 전체 고용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40)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2016), “An Introduction to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for Courts and Tribunals: A Judicial Analysis,”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41)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First and second phases of CEAS and the 2016 reform
proposa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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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회원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아직은 역외 노동자의 수가 역내 출
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농업 중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
중이 1/3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는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두드러진다는 점,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
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다는 점,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회원국별, 산
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의 차이는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의 상이함
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력과 직결되는 인구 고령화에 있어 각 EU 회원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순 이민의 전반적인 규모도 2019년 규모에 미
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이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U에서 사용하는 노동허가제에는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블루카드 제도’가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계절
노동자, 사내파견자, 단일 노동/거주 허가 등도 있는데, 신규 노동허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난민 유입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에 EU
차원에서 취하는 난민 정책은 이민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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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소결

본 장에서는 EU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
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EU의 통계청에 해당하는 Eurostat이
공개하는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통
계표 고유번호: migr_pop1ctz)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공개하는 ‘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DIOC)’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수행 시점
에서, Eurostat 자료 내 연도별 변수들의 시간 범위는 1998~2020년이다. 이
처럼 비교적 최근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 Eurostat 자료의 장점이다. 본 장
은 2020년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기 위하여, Eurostat 자료를
이용할 때는 주로 2019년과 2020년의 값을 비교하며 살펴본다. 이때 EU 회원
국을 2019년에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으로 정의하고, 2020년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으로 정의한다.
한편 Eurostat 자료는 국가별 거주 외국인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 여
부, 근로 여부,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내국인, 역내 외국인, 역외 외국인 정도
의 수준까지만 공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Eurostat에서 공개하는 정
보로 EU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 여
부, 근로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정
확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OECD의 DIOC는 상기한 정보를 출생
지역(대륙) 수준까지 공개한다.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적이 아닌 출생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가용한 자료 중에서는 DIOC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DIOC의 단점은 조사 주기가 5년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 시점에서 최근 자료는 기준 시점이 2015~16년인 ‘DIOC 2015/16’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DIOC를 이용할 때는 DIOC 2015/16을 사용한다. 이때
EU 회원국은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으로 정의한다.

6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표 3-1]이 보여주듯이 2019년 기준 EU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200만
명으로, EU에 거주하는 인구 전체의 약 8%를 차지한다. 외국인 중 다른 EU 회
원국 국민, 즉 역내 외국인은 약 1,800만 명이고, EU 회원국 국적이 없는 제3국
국민은 약 2,300만 명으로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많다. EU
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국적 기준으로 출신 지역(대륙)을 분류하면, 아시아인
이 가장 많고, 아프리카인이 그다음이다. 2020년에는 영국의 탈퇴로 EU에 거
주하는 외국인 규모가 전년대비 약 500만 명 감소한 약 3,600만 명이었다. 특
히 역내 외국인이 약 400만 명 감소하여,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7배 많았다. 이로 볼 때 브렉시트(Brexit) 이전에는 영국에 역내 외국인이 많
이 거주하였다고 짐작된다.
표 3-1.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 분포
(단위: 천 명, 전체 내 %, %p)

출신 지역

2019년
인구(A)

2020년

비중(B)

인구(C)

비중(D)

C-A

D-B

전체

513,100

100.00

447,300

100.00

-65,800

0.00

내국인

471,800

91.95

410,700

91.81

-61,100

-0.14

외국인(무국적 포함)

41,183

8.03

36,538

8.17

-4,645

0.14

역내 외국인

17,772

3.46

13,351

2.98

-4,421

-0.48

역외 외국인

23,343

4.55

22,861

5.11

-481

아시아

0.56

0.90

1.08

0.19

아프리카

0.44

0.53

0.09

미주

0.20

0.25

0.05

EFTA 4국

0.06

0.06

0.00

대양주

0.01

0.01

0.00

주: 역외 외국인의 대륙별 인구는 국가별 인구를 대륙별로 합한 값과 맞지 않아 보고하지 않음. EU 회원국은 2019년에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2020년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으로 정의하였음. 무국적자는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New York, 28 September 1954)｣에 따라 어느
국가의 국적으로도 분류되지 않음. 이에 따라 원자료도 무국적자를 역내 외국인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역외 외국인으로도
분류하지 않음.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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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EU 역내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을 송출국 국적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3-2]가 보여주듯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약 33%로 압도적으
로 가장 많고,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인 알제리가 약 12%로 그 뒤를 잇는다.
그 뒤로는 서아프리카인 나이지리아가 약 6%, 북아프리카인 튀니지도 약 6%,
서아프리카인 세네갈이 약 5%, 북아프리카인 이집트가 약 4%이다. 이처럼 EU
역내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출신이 대부분을

표 3-2. EU 거주 인구 상위 20대 아프리카 국가
(단위: 명, 전체 내 %, %p)

국가

2019년
인구(A)

2020년

비중(B)

인구(C)

비중(D)

C-A

D-B

아프리카 전체

5,500,427

100.00 5,593,342

100.00

92,915

모로코

1,807,596

32.86 1,881,049

33.63

73,453

0.00
0.77

알제리

643,560

11.70

670,170

11.98

26,610

0.28

나이지리아

354,160

6.44

272,547

4.87

-81,613

-1.57

튀니지

346,026

6.29

360,607

6.45

14,581

0.16

세네갈

248,553

4.52

256,877

4.59

8,324

0.07

이집트

196,157

3.57

208,777

3.73

12,620

0.17

코모로

162,243

2.95

171,168

3.06

8,925

0.11

에리트레아

155,530

2.83

168,055

3.00

12,525

0.18

말리

128,288

2.33

132,562

2.37

4,274

0.04

코트디부아르

120,944

2.20

132,197

2.36

11,253

0.16

소말리아

116,857

2.12

119,727

2.14

2,870

0.02

카메룬

115,624

2.10

125,313

2.24

9,689

0.14

가나

110,492

2.01

120,585

2.16

10,093

0.15

남아프리카공화국

109,653

1.99

25,803

0.46

-83,850

-1.53

기니

109,034

1.98

115,495

2.06

6,461

0.08

콩고민주공화국

107,082

1.95

113,877

2.04

6,795

0.09

콩고공화국

76,632

1.39

85,058

1.52

8,426

0.13

카보베르데

61,306

1.11

63,519

1.14

2,213

0.02

감비아

58,611

1.07

59,297

1.06

686

-0.01

앙골라

46,383

0.84

51,733

0.92

5,350

0.08

주: EU 회원국은 2019년에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2020년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으로 정의하였음.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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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코모로(Comoros)의 경우 EU 거주 인구의 99.8%가 프랑스에 거주
하는데, 이는 코모로와 인접한 섬인 마요트(Mayotte)가 프랑스령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2) 2020년에는 영국의 탈퇴로 EU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이주민이 각각 8만 명 넘게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그 외 국가들은 모두 증가하여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 전체로는 9만 명 넘게
증가하였고, 특히 아프리카 이주민들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로코 출신은 7만 명 넘게 증가하였다.
[표 3-3]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규모가 가장 큰 10개 EU 회원국들을 보여
준다. 원자료는 개별 아프리카 국가 단위 값과 아프리카 전체의 값을 별도로 제
공하는데, 개별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주민의 값을 합산할 경우 아프리카 전체
출신 이주민의 규모보다 크다. 또한 프랑스 등 일부 주요국에 대해서는 아프리
카 전체의 값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표 3-3]은 개별 아프리카 국가
단위의 값을 합산한 값을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전체로 정의한다.
우선 프랑스의 자국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크다. 또
한 아프리카인이 자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가 넘어 가장 크고, 아프리
카인이 자국 거주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국 거주 역외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2%와 62%를 넘어 가장 크다. 이처럼 프랑스에 아프리
카인이 많은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 많기 때
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국 거주 아프리카인 규모가 프랑스 다음인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다. 이 두 국가들은
아프리카인이 자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 안팎), 자국 거주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20% 안팎), 자국 거주 역외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30%
안팎)이 모두 유사하다. 그다음은 독일이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자국 거주 아프리카인 규모는 독일보다 인구가 절반 수준
이고, 경제 규모도 삼분의 일 수준인 스페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독
42) “France and Comoros agree to end migration row”(2018. 11.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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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규모 상위 10대 EU 회원국
(단위: 천 명, 전체 내 %, %p)

국가

아프리카
출신(A)

전체(B)

A/B

외국인(C)

A/C

역외 외국인(D)

A/D

(가) 2019년
프랑스

2,125

67,200

3.2

4,995 42.5

3,396

62.6

이탈리아

1,092

59,800

1.8

4,996 21.8

3,495

31.2

스페인

929

46,900

2.0

4,840 19.2

2,872

32.4

독일

512

83,000

0.6

벨기에

196

11,500

5.1

5,694

9.0

1.7

1,414 13.9

478

41.1

6,200

영국

183

66,600

0.3

스웨덴

115

10,200

1.1

네덜란드

98

17,300

0.6

포르투갈

90

10,300

0.9

오스트리아

35

8,859

0.4

10,100

3.0

2,490

7.4

932 12.4

578

19.9

1,111

8.8

488

20.1

480 18.9

321

28.2

2.5

692

5.1

142

1.2

151

0.8

43

1,439

(나)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
프랑스

124

143

0.2

이탈리아

15

-175

0.0

0.1

40

0.1

스페인

60

396

0.1

387 -0.3

333

-1.5

독일

33

147

0.0

309

0.2

238

0.2

벨기에

5

67

0.0

40

0.0

18

-0.4

영국

-

-

-

-

-

-

-

스웨덴

6

97

0.0

8

0.5

10

0.7

네덜란드

8

125

0.0

81

0.1

42

0.0

포르투갈

13

19

0.1

110 -1.3

84

-2.7

오스트리아

-

42

0.0

47 -0.1

8

0.0

주: 개별 아프리카 국가 단위의 값을 아프리카 전체로 합한 값.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은 아프리카인이 자국 거주 외국인 및 자국 거주 역외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모두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그다음은 벨기에로, 자국 거주 역
외 외국인 중 아프리카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로 프랑스 다음이다. 영
국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프랑스와 유사하지만 자국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
민 수는 벨기에보다도 작아서 전체 인구에서 아프리카인의 비중이 0.3%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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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또한 자국 거주 외국인 및 자국 거주 역외 외국인 중 아프리카 출신의
비중이 5% 안팎으로 유럽 주요국 중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영국이 탈퇴한
2020년의 경우, [표 3-3]이 보여주는 상위국들은 모두 자국 거주 아프리카인
규모가 증가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아프리카인이 다
른 외국인보다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에서는 다른 외국인보다 덜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 중 아프리카인의 비중과 역
외 외국인 중 아프리카인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EU 회원국 중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
프리카인들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표 3-4]가 보여주듯이 북아프리카인 알제리
와 모로코 출신이 각각 25%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마찬가지로 북아
프리카인 튀니지 출신이 약 10%로 그 뒤를 잇는다. 코모로의 경우 앞서 설명하
였듯이 인접한 섬인 마요트가 프랑스령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3) 그 외에
표 3-4. 프랑스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단위: 명, 전체 내 %, %p)

국가
아프리카 전체

2019년
인구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
비중

인구

비중

직전 식민관계

2,124,936

100.0

124,318

0.0

알제리

537,578

25.3

22,178

-0.4

O

모로코

489,280

23.0

15,002

-0.6

O

튀니지

206,773

9.7

9,384

-0.1

O

코모로

162,098

7.6

8,922

0.0

O

말리

85,510

4.0

3,216

-0.1

O

세네갈

79,185

3.7

1,703

-0.1

O

코트디부아르

79,137

3.7

11,770

0.3

O

콩고공화국

66,942

3.2

8,281

0.2

O

콩고민주공화국

64,628

3.0

6,100

0.1

X

카메룬

59,388

2.8

6,243

0.1

O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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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인이 대부분이다. [표 3-4]가 보
여주는 국가들 중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을 제외하면 모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또한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다. 이처럼 프랑스에 자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두 프랑스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으로 연관이 깊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2020년에는 프랑스 거주 아프리카
인구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
카 국가별로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인은 프랑스 거주 아프리카
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p 증가하여 4%를 기록하였다.
EU 회원국 중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규모가 프랑스 다음으로 큰 이탈리아의
경우, [표 3-5]가 보여주듯이 모로코인의 비중이 약 37%로 압도적으로 가장 크
다. 또한 지중해를 경계로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이집트(약 11%)와 튀니지
(약 8%) 국적도 비중이 크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이 대부분 프랑스

표 3-5. 이탈리아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단위: 명, 전체 내 %, %p)

국가
아프리카 전체

2019년
인구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
비중

인구

비중

직전 식민관계

1,091,646

100.0

15,567

0.0

모로코

406,112

37.2

8,137

0.2

X

이집트

119,864

11.0

8,231

0.6

X

나이지리아

114,096

10.5

-1,047

-0.2

X

세네갈

105,277

9.6

921

-0.1

X

튀니지

90,615

8.3

2,735

0.1

X

가나

49,797

4.6

-254

-0.1

X

코트디부아르

31,001

2.8

-963

-0.1

X

감비아

22,075

2.0

-739

-0.1

X

말리

20,078

1.8

-728

-0.1

X

알제리

18,507

1.7

-39

0.0

X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0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와 직전 식민관계에 있었던 국가 출신인 것과 달리(표 3-4 참고), 이탈리아의
경우 식민관계 등으로 역사적 연관이 깊은 아프리카 국가(예: 리비아, 에리트레
아, 소말리아 등) 출신은 비중이 모두 1% 미만으로 미미하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2020년에는 아프리카인의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집트인은 비중이 0.6%p 증가하여 약 12%를 기록하였다.
스페인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경우, [표 3-6]이 보여주듯이 스페인과 물리적
으로 매우 가까운 모로코인의 비중이 무려 77%에 달한다.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
협을 경계로 스페인 본토(및 영국령인 지브롤터)를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
프리카 최북단인 모로코의 영토에서도 가장 북쪽은 스페인령인 세우타(Ceuta),
메릴라(Melilla) 등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그림 3-1 참고). 반면에 알제리 또
한 북아프리카이지만, 알제리인의 비중은 약 6%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중 스페인에서 독립한 국가는 적도기니밖에 없다.

표 3-6. 스페인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단위: 명, 전체 내 %, %p)

국가

2019년
인구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
비중

인구

비중

직전 식민관계

아프리카 전체

929,409

100.0

60,811

0.0

모로코

713,777

76.8

46,939

0.0

X

알제리

55,585

6.0

3,796

0.0

X

세네갈

53,219

5.7

4,954

0.1

X

나이지리아

31,679

3.4

-177

-0.2

X

말리

18,911

2.0

1,649

0.0

X

감비아

17,001

1.8

1,005

0.0

X

가나

11,980

1.3

1,532

0.1

X

적도기니

11,605

1.2

106

-0.1

O

기니

8,686

0.9

790

0.0

X

모리타니아

6,966

0.7

217

0.0

X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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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모로코와 스페인 지도

(가) 모로코와 스페인

(나) 세우타와 메릴라

자료: 구글 지도, “Morocco”(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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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독일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단위: 명, 전체 내 %, %p)

국가

2019년
인구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
비중

인구

비중

직전 식민관계

아프리카 전체

512,484

100.0

33,246

0.0

모로코

67,243

13.1

2,847

-0.3

에리트리아

64,207

12.5

2,667

-0.3

X

나이지리아

60,274

11.8

7,855

0.7

X

소말리아

38,055

7.4

2,684

0.0

X

가나

32,068

6.3

2,378

0.1

X

튀니지

31,558

6.2

1,624

-0.1

X

X

이집트

30,529

6.0

3,847

0.3

X

카메룬

21,437

4.2

2,208

0.1

X

에티오피아

16,340

3.2

356

-0.1

X

기니

14,086

2.7

1,429

0.1

X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U 회원국 중 경제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독일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의
경우(표 3-7 참고),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특정 국적에 비중이 집
중되어 있는 정도가 약하다. 모로코인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약 13%에
불과하다. 에리트리아인의 비중이 12.5%로 모로코인 다음인데, 이들은 주로
난민과 난민의 가족들인 것으로 보인다.44) 독일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달리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표 3-7]이 열거하는 국가들
중 카메룬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다.45)

44) “Eritrean refugees in Germany struggle to reunite with family”(2020. 6. 17),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9. 28).
45) Bechhaus-Gerst, “German Colonial Ru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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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표 3-8]은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별 연령 분포를 보여준다. 2019년 기
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인구의 비중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13%p 이상 현저하게 크다. 15~64세 인구의 비중은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
인 각각에서 약 77%로 유사하고, 역외 외국인 중 아프리카인만을 따로 보면 역
외 외국인 전체에서보다 소폭 크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내국인에서는 비중
이 약 20%이지만, 외국인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역내 외국인에서는 약
9%, 역외 외국인에서는 약 6%이고, 아프리카인에서는 약 3%에 불과하다. 이
처럼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외국인에서 내국인보다 큰 반면, 은퇴연령 인구의
비중은 더 작은 것은 외국인의 경우 노동이민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상기한 연령분포의 특징이 아프리카인에서 특히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EU 거주 아프리카인 중 노동이민자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역내 외국인에서는 약 13%로 내국인보다
작다. 반면에 역외 외국인에서는 약 16%로 내국인보다 크고, 특히 아프리카인
에서는 약 19%로 현저하게 크다. 앞서 제기한 노동이민의 높은 비중 가능성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역외 외국인, 특히 아프리카인에
표 3-8.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별 연령 분포
(단위: %)

출신 지역
전체 지역

2019년
15~64세
65.25

15세 미만

2020년
65세 이상

15.73

19.02

15~64세
64.32

15세 미만

65세 이상

15.12

20.56

내국인

64.20

15.77

20.03

63.27

15.10

21.63

역내 외국인

77.45

13.43

9.11

78.69

12.69

8.62

역외 외국인

77.22

16.44

6.34

76.93

15.57

7.50

아프리카

77.89

18.74

3.38

77.26

19.27

3.47

주: EU 회원국은 2019년에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2020년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으로 정의하였음.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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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은 이유는 노동이민 시 가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
다.46) 영국이 탈퇴한 2020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역내 외국인에서
는 소폭 증가한 반면 역외 외국인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아프리카인을 따로
볼 때도 소폭 감소하였다.
[표 3-9]는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별 성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전체 연
령의 경우, 내국인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2%p 이상 크지만, 역내 외국인
과 역외 외국인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각각 약 1%p 및 약 2%p 크다.
특히 역외 외국인 중 아프리카인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약 59%로 여성보다
17%p 넘게 크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경우, 내국인에서는 성비가 균
형에 가깝지만 역내 외국인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약 1%p 크다. 반면
에 역외 외국인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약 2%p 크다. 그러나 역외 외국인

표 3-9.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별 성 분포
(단위: %)

출신 지역

2019년
여성

2020년
남성

여성

남성

(가) 전체 연령
전체 지역

51.09

48.91

51.14

48.86

내국인

51.24

48.76

51.35

48.65

역내 외국인

49.52

50.48

48.94

51.06

역외 외국인

49.11

50.89

48.88

51.12

아프리카

41.37

58.63

41.91

58.09

전체 지역

49.89

50.11

49.84

50.16

(나) 15~64세
내국인

49.98

50.02

49.98

50.02

역내 외국인

49.45

50.55

48.78

51.22

역외 외국인

50.99

49.01

48.76

51.24

아프리카

48.72

51.28

48.28

51.72

주: EU 회원국은 2019년에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2020년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으로 정의하였음.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6) 역외 이민 유입 관련 EU 및 주요국의 제도에 대하여는 조동희 외(2020) 제2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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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학력 분포
(단위: %)

주: 학력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을 기준으로 저학력은 0~2(중학교 이하), 중학력은 3~4(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미만), 고학력은 5~8(전문대학 이상)임.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자료: OECD, “DIOC 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 아프리카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p 많다. 이러한 경향성은 영국이
탈퇴한 2020년에도 유지된다.
[그림 3-2]와 [표 3-10]은 앞서 설명한 OECD의 DIOC 자료를 이용하여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 중 출생지가 국내인 인구, 해외인 인구, 해외 중 아프리카
인 인구 각각에서 학력 분포를 보여준다. 학력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을 기준으로 0~2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하는 저학력, 3~4에 해당하는 고

표 3-10.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학력 분포
(단위: %)

출생지

고학력

중학력

저학력

모름 또는 무응답

국내

23.10

42.05

33.83

1.02

해외

25.79

35.16

36.59

2.46

아프리카

23.09

29.02

45.84

2.05

모름 또는 무응답

27.07

27.30

31.84

13.78

주: 학력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을 기준으로 저학력은 0~2(중학교 이하), 중학력은 3~4(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미만), 고학력은 5~8(전문대학 이상)임.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자료: OECD, “DIOC 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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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노동시장 지표
(단위: %)

출생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국내

57.16

51.49

9.18

해외

63.61

54.62

13.49

아프리카

60.48

46.58

22.76

모름 또는 무응답

62.65

52.31

11.42

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모름 또는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자료: OECD, “DIOC 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미만은 중학력, 5~8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이상은 고학
력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출생 인구의 경우 중학력의 비중이 약 42%로 가장 크
고, 저학력이 약 34%, 고학력이 약 23% 순이다. 반면에 해외 출생 인구 중에서
는 저학력의 비중이 약 37%로 가장 크고, 중학력이 약 35%, 고학력이 약 26%
순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작아진다. 특히 해외 출생 중 아프리카 출생
의 경우 저학력의 비중이 약 46%로 절반에 가깝다. 해외 출생 전체에서는 고학
력의 비중이 약 26%로 국내 출생 인구(약 23%)보다 크지만, 아프리카 출생 인
구에서는 고학력의 비중이 약 23%로 국내 출생과 유사하다. 이로 볼 때 EU 거
주 아프리카 출생 인구가 국내 출생인구와 노동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주요 경
쟁 상대는 국내 출생 인구 중 약 34%를 차지하는 저학력 인구가 될 것으로 짐
작된다.47)
[표 3-11]은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 중 출생지가 국내인 인구, 해외인 인
구, 해외 중 아프리카인 인구 각각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보여준다. 국내 출생의
47)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특히 아프리카 출생 인구의 규모나 비중이 해
당 노동시장 전체 또는 국내 출생 인구의 노동시장 성과(실업률,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
석은 본문에서 제시한 가능성의 실재(實在)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alla, Wagner, and Zweimüller(2012)는 오스트리아의 1979~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인
구 중 저숙련(low-skill)이나 중숙련(medium-skill) 이민자 비중이 증가하면 반(反)이민 포퓰리즘 정
당의 해당 지역 득표율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high-skill) 이민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저자들은 그 원인으로 저숙련 및 중숙련 이민자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원주민과 경쟁관계
에 있지만 고숙련 이민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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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이 약 57%인 데 반해, 해외 출생은 약 64%로 국내 출생보다 현
저하게 높다. 그러나 해외 출생 중 아프리카 출생은 약 60%로, 해외 출생 전체
와 국내 출생의 중간 수준이다. 고용률의 경우 국내 출생이 약 51%인 데 반해
해외 출생은 약 55%로 국내 출생보다 높다. 반면에 아프리카 출생은 해외 출생
전체뿐만 아니라 국내 출생보다도 낮은 약 47%에 불과하다. 해외 출생의 실업
률은 약 13%로 국내 출생(약 9%)보다 높고, 특히 아프리카 출생은 약 23%에
달하여 국내 출생의 2배가 넘는다. 이로 볼 때 EU 거주 아프리카 출생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고용률은 낮은 편이고, 실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표 3-12]는 앞서 설명한 학력별로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 중 출생지가 국
내인 인구, 해외인 인구, 해외 중 아프리카인 인구 각각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
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또한 모든 학력 수준에서 실업률은 국내 출생이 가
장 낮고, 해외 출생이 그다음이며, 아프리카 출생이 가장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 출생 인구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저학력의 경우
국내 출생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33%인 데 반해, 해외 출생 인구에서는
약 51%로 훨씬 높다. 아프리카 출생 인구에서도 해외 출생 인구 전체에서와 유
사하다. 고용률 또한 해외 출생 인구에서 약 41%로 국내 출생 인구(약 27%)보
다 훨씬 높다. 그러나 아프리카 출생 인구의 고용률은 약 35%로, 해외 출생 인
구 전체와 국내 출생 인구의 사이에 있다. 실업률의 경우 아프리카 출생 인구에
서 약 30%로 매우 높고, 해외 출생 인구 전체에서 약 19%, 국내 출생 인구에서
는 약 17%이다. 중학력의 경우 우선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생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고용률은 국내 출생과 해외 출생이 모두 60% 안팎으로 유사한 수준
인 데 반해, 아프리카 출생은 약 52%로 국내 출생뿐만 아니라 해외 출생 전체
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실업률은 국내 출생이 약 9%, 해외 출생이 약 12%
인 데 반해, 아프리카 출생은 현저하게 높은 22% 수준이다. 고학력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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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은 출생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고용률은 국내 출
생이 약 74%인 데 반해, 해외 출생은 약 69%이고, 아프리카 출생은 약 65%에
불과해 국내 출생과의 격차가 크다. 실업률은 그 반대여서 국내 출생이 약 5%
로 가장 낮고, 해외 출생은 약 9%이고, 아프리카 출생은 약 14%이다. 아프리카
출생 고학력의 실업률은 국내 출생 중학력보다도 높다.

표 3-12.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및 학력별 노동시장 지표
(단위: %)

출생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가) 저학력
국내

32.80

27.03

17.04

해외

50.57

40.55

19.48

아프리카

50.54

35.13

30.33

모름 또는 무응답

40.96

33.23

18.78

(나) 중학력
국내

65.33

59.57

8.69

해외

69.57

60.85

12.47

아프리카

66.17

51.71

21.85

모름 또는 무응답

76.05

67.11

11.75

(다) 고학력
국내

78.47

74.41

5.13

해외

75.82

68.79

9.24

아프리카

75.27

64.79

13.92

모름 또는 무응답

76.68

71.28

7.04

(라) 모름 또는 무응답
국내

24.50

10.68

11.15

해외

37.86

26.10

10.35

아프리카

32.60

24.92

16.02

모름 또는 무응답

55.73

29.78

8.76

주: 학력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을 기준으로 저학력은 0~2(중학교 이하), 중학력은 3~4(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미만), 고학력은 5~8(전문대학 이상)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모름 또는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자료: OECD, “DIOC 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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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EU 거주 15세 이상 취업자의 출생지별 직업 분포
(단위: %, %p)

국제표준직업분류 2008 개정(ISCO-08) 대분류 일련번호
출생지

0

1

2

3

4

5

국내(A)

0.61

6

6.27

18.53

17.35

10.71

15.34

4.28

7

모름/
무응답

8

9

11.23

6.89

8.36

0.41

해외(B)

0.24

5.02

15.19

10.81

6.77

17.45

2.91

12.32

8.40

20.76

0.12

아프리카(C)

0.34

5.25

14.57

10.47

6.72

16.04

4.12

10.75

8.28

23.44

0.01

모름/무응답

1.80

4.21

24.58

14.04

8.76

17.88

2.23

7.57

4.17

14.73

0.03

B-A

-0.37

-1.26

-3.34

-6.54

-3.94

2.11

-1.38

1.09

1.51

12.40

-0.29

C-A

-0.27

-1.02

-3.96

-6.88

-3.99

0.69

-0.16

-0.48

1.39

15.07

-0.40

C-B

0.09

0.24

-0.62

-0.34

-0.06

-1.41

1.22

-1.57

-0.11

2.67

-0.11

주: ISCO-08 대분류(major group) 일련번호는 0 군인(Armed Forces Occupations), 1 관리자(Managers), 2 전문가
(Professionals), 3 기술공 및 준전문가(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4 사무 종사자(Clerical Support
Workers), 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Services and Sales Workers),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8 장치ㆍ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9 단순노무 종사자(Elementary Occupations).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자료: OECD, “DIOC 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3]은 EU 거주 15세 이상 취업자 중 출생지가 국내인 인구, 해외인 인
구, 해외 중 아프리카인 인구 각각에서 직업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때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2008 개정(ISCO-08)의 대분류(major group)로 정의한다. 국
내 출생 취업자에서는 전문가(Professionals, 대분류 2)의 비중이 약 19%로 가
장 크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대
분류 3)의 비중이 약 17%로 그다음이다. 반면에 해외 출생 취업자에서는 단순
노무 종사자(Elementary Occupations, 대분류 9)의 비중이 약 21%로 가장
크다. 특히 아프리카 출생 취업자 중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23%에
달한다. 국내 출생 취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약 8%이므로,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국내 출생과 해외 출생, 특히 아프리카 출생의 차이가 가장 크다. 이
와는 반대로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국내 출생에서는 약 17%인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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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에서는 약 11%, 아프리카 출생에서는 약 10%에 불과하다.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Clerical Support Workers, 대분류 4)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한편 전반적으로 해외 출생 전체와 아프리카 출생 간 격차는 미미하다.
[표 3-14]는 앞서 [표 3-13]에서 살펴본 EU 거주 15세 이상 취업자 중 출생
지가 국내인 인구, 해외인 인구, 해외 중 아프리카인 인구 각각에서 직업의 분
포를 교육수준별로 보여준다.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해외 출생 중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국내 출생에서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은 유지된다(표 3-13 참
고). 특히 고학력의 경우 국내 출생 중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약 2%에 불과
하지만, 해외 출생과 아프리카 출생의 경우 각각 약 8%로 현저하게 높다. 또한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전문가, 사무 종사자의 경우, 해외 출생 중 비중이 국내 출
생 중 비중보다 낮다는 특징도 유지된다(표 3-13 참고). 반면에 고학력의 경우
내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직업은 전문가(약 46%)인데, 이는 해외 출생 전체(약
40%)나 아프리카 출생(약 3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저학력에서 직업 분포의
최빈값인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국내 출생 내 비중(약 21%)보다 해외 출생
전체(약 36%)나 아프리카 출생(약 41%) 내 비중이 훨씬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고학력에서는 최빈값인 전문가가 출생지별 직업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
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생지에 따른 제약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48)

3. 소결
EU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은 주로 모로코ㆍ알제리 등 북아프리카인이고,
나이지리아ㆍ세네갈 등 서아프리카인이 그다음이다. EU 회원국 중 아프리카
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프랑스ㆍ벨기에와 같이 역사적 특수관계에 있는 국
48) 이 가능성과 관련된 분석이나 검증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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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EU 거주 15세 이상 취업자의 학력별 및 출생지별 직업 분포
(단위: %, %p)
국제표준직업분류 2008 개정(ISCO-08) 대분류 일련번호
출생지

4

5

6

7

8

9

모름/
무응답

0

1

2

3

국내(A)

0.54

3.63

1.67

6.99

7.36 20.34

7.30 17.69 13.44 20.67

해외(B)

0.22

2.64

1.47

3.81

3.93 20.89

3.09 16.23 11.71 35.93

0.09

아프리카(C)

0.22

1.74

1.92

4.17

3.69 18.20

3.44 15.08 10.82 40.71

0.00

모름/무응답

6.12

1.80

2.26

9.50

4.81 20.64

3.97 12.25

5.31 33.33

0.00

(가) 저학력

B-A

-0.33 -0.99 -0.19 -3.18 -3.43

C-A

-0.32 -1.89

C-B

0.01 -0.90

0.37

0.55 -4.20 -1.46 -1.73 15.25

-0.28

0.25 -2.82 -3.67 -2.14 -3.86 -2.61 -2.62 20.04

-0.36

0.45

0.36 -0.23 -2.69

0.34 -1.15 -0.89

4.79

-0.09

(나) 중학력
국내(A)

0.73

4.70

5.81 18.68 13.54 19.88

4.86 14.65

8.21

0.49

해외(B)

0.33

3.56

4.55 11.47

8.05 21.89

3.11 15.90 10.54 20.44

0.15

아프리카(C)

0.49

4.40

5.10 12.37

8.85 20.62

5.16 12.84 10.01 20.16

0.01

모름/무응답

0.78

2.28 11.56 16.96 11.31 26.40

2.55

9.85

6.69 11.58

0.04

1.25

2.10 12.23

-0.34

0.30 -1.81

1.56 11.95

-0.48

2.05 -3.06 -0.54 -0.28

-0.14

B-A

-0.40 -1.14 -1.26 -7.21 -5.49

2.01 -1.75

C-A

-0.25 -0.30 -0.71 -6.32 -4.68

0.74

C-B

0.15

0.83

0.55

0.89

0.81 -1.27

8.45

(다) 고학력
국내(A)

0.47

9.99 46.11 20.96

8.40

6.09

1.84

2.84

1.14

1.93

해외(B)

0.17

8.80 39.54 15.94

7.65

9.29

2.53

4.77

3.07

8.15

0.09

아프리카(C)

0.32

9.98 37.95 15.47

7.87

9.07

3.86

3.93

3.77

7.76

0.02

0.77

6.92 51.03 14.79

모름/무응답

0.23

8.02

8.70

1.22

2.45

1.14

4.95

0.01

B-A

-0.30 -1.19 -6.57 -5.02 -0.74

3.20

0.69

1.93

1.93

6.22

-0.14

C-A

-0.15 -0.01 -8.16 -5.49 -0.52

2.98

2.01

1.09

2.64

5.82

-0.21

0.70 -0.39

-0.07
20.42

C-B

0.15

1.18 -1.59 -0.47

0.22 -0.22

1.32 -0.83

(마) 모름 또는 무응답
국내(A)

0.34

3.01

7.00

8.95

5.49 10.46

1.62

7.52

5.76 29.44

해외(B)

0.01

2.76 11.84

7.48

4.90 14.33

1.17 11.18

6.75 38.12

1.47

아프리카(C)

0.00

0.91

4.70

4.36 16.49

0.50 12.45 10.10 44.24

0.16

모름/무응답

0.00

6.34 15.85

1.02

0.22

6.10

9.12 11.11 15.83

9.36

4.13 27.02

주: ISCO-08 대분류(major group) 일련번호는 0 군인(Armed Forces Occupations), 1 관리자(Managers), 2 전문가
(Professionals), 3 기술공 및 준전문가(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4 사무 종사자(Clerical Support
Workers), 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Services and Sales Workers),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8 장치ㆍ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9 단순노무 종사자(Elementary Occupations).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자료: OECD, “DIOC 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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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탈리아ㆍ스페인과 같이 북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독일ㆍ영
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EU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인은 남성이 많은 편이고,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
로 볼 때 EU 거주 아프리카인은 노동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이들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저
학력으로, EU 거주 외국인 전체나 내국인보다 저학력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이들의 직업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숙련도가 높은 직업의
비중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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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이민 수용국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연구’는 크게 정치경제
학(political economy) 기반 이론과 정치심리학(political psychology) 기반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49)
정치경제학 기반 이론 중에는 노동시장 경쟁 모델과 재정 부담 모델이 있다.
노동시장 경쟁 모델(labor market competition model)은 이민자가 이민 수
용국 노동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수용국 국민들의 이민에 대해 가지는 인
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때 현지인들은 본인과 인적자본 수준
이 유사한 이민자를 경계하게 된다. 저숙련 노동자의 대거 유입은 이민 수용국
내 저숙련 노동시장의 임금 감소 및 고용기회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강하게 반대하게 된다. Scheve and
Slaughter(2001)는 실제로 이민 수용국 국민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이민 정
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미국에 유입
되는 외국 인력 대부분이 저숙련 이민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민 제
한 정책에 대한 태도를 테스트하였다. 즉 이민 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저숙
련 이민자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평균 임금이나 교육이수
기간이 낮은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이민 제한 정책(저숙련 노동자 유입 제한 정
책)을 지지했으며, 고숙련일수록 이민 제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노동시장 경쟁 모델이 성립되려면 이민 수용국 내 고숙련 노동자는 저숙련 이
민자의 유입에는 관대하고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은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Hainmueller and Hiscox(2007)는 유럽에서 이민 수용국 국민의 교육수준 및
직무능력(occupational skill)이 높을수록 이민자의 인적자본 수준과 관계없
49) 본 장의 이론 분류는 Hainmueller and Hopkins(2014)의 분류를 기반으로 한다. 저자들은 후자를
사회심리학적(sociopsychological) 접근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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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민자 유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고숙련 노동자는 저
숙련 및 고숙련 이민자 모두에게 관대한 것이다. 이때 인적자본 수준은 출신국의
경제수준을 대리변수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빈곤국 출신 이민자를 저숙련 이민
자로 간주하였다.50) 이민 수용국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종차별 경향이
약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관계없이 이민 자체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51) 이민 수용국을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라고 해서) 빈곤국 출신 이민자(저숙련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았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우려가 이
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Hainmueller and
Hiscox(2010)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했다. 저숙련 및 고숙련 노동
자 모두 저숙련 이민자보다 고숙련 이민자를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 노
동자의 숙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고숙련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지 않았
다. 앞서 유럽에서의 연구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이민자 유입을
지지하였으며, 특히 대학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이민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우려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ancygier and Donnelly(2013)는 유럽 노동자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이 산
업의 흥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14개 유럽 국가의 이민에
대한 인식을 산업별로 비교한 결과 성장하는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쇠락하
는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보다 이민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
50) 유럽으로 이민 온 51개국(유럽 26개국, 비유럽 25개국) 출신 이민자의 능력(skill)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International File of Immigration Surveys를 분석한 결과 출신국의 GDP가 높을수록 저
숙련(저학력) 이민자 비율이 감소하며, 특히 비EU 국가에서 부유국ㆍ빈곤국 간 차이가 더 뚜렷한 것을
확인하고 저소득국 국민을 저숙련 노동자로 간주하였다. 이민 수용국 국민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은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하였다.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51) 인적자본 수준과는 관계없지만 이민 수용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우성향일수록 이민자에 반대하는 경향
이 있으며 특히 빈곤국 출신 이민자를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응답자들은 빈곤국 출신 이민자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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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별 고정효과를 통제해도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경우 이민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이민자의 유입이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거시경제 상황도 이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국가 경제가 내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에 대한 선호도가 악화되었다.
재정부담 모델(fiscal burden model)은 노동시장 경쟁모델과는 반대로 고
숙련 노동자가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을 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모델에서는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은 이민 수용국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
문에 세금이 인상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예로 이민자는 빈곤층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정부의 현금성 복지(각종 정부수당)의 수혜
를 입을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이민자의 유입은 정부의 이전지출에 대한 수요
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내국인
에게 주는 정부지원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충당한다.52) 이민 수용국 국민들
이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하
는 고숙련 노동자가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에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고숙련 노동자는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53) 고숙련 이민자는 국내 고숙련 노동자와 재정 부
담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nson, Scheve, and Slaughter(2007)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
와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부의 이전지출)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내국인일수
록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때 고학
력 내국인(고숙련 노동자)이 이민자 유입을 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Hanson, Scheve, and Slaughter(2007), p. 6.
53) Hainmueller and Hopkin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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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주별로 비교하였는데, 다른 주에 비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
시하고 이민자 유입도 많은 주 또는 내국인 주민 대비 현금성 복지의 수혜를 입
는 이민자의 수가 많은 주에서 대졸자가 이민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에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주일수록, 이민자 유입
규모가 클수록 내국인이 수령하는 현금성 복지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aumann, Stoetzer, and Pietrantuono(2018) 역시 유럽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내국인이 소득수준이 낮은 내국인에 비해
고숙련 이민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득 수준을
5개로 구분하였을 때 소득 수준 최상위 그룹에서 고숙련 이민자 및 저숙련 이
민자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세금 부담이 이민자 유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이민자 수가 많고, 이민자가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 더 강했다. 특히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추
가 분석에서는 난민(저숙련 이민자)이 유럽에 대거 유입된 2014년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숙련 이민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ainmueller and Hiscox(2010)는 저소득층 역시 이민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우려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모두 저숙
련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지 주민에 대한 정부 지출
과 이민자 대 현지인 비율이 높은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빈곤층(저숙련 노동자)
에서 부유층(고숙련 노동자)보다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 저
자들에 따르면, 이는 빈곤층이 제한된 복지 예산을 저숙련 이민자와 나누어야
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심리학 기반 연구들은 개인의 경제상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민에 대
한 인식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론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앞서 살
펴본 정치경제학 기반 이론들의 반례가 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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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한다. 먼저 사회 전반적
경제상황의 위협(sociotropic threats)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노동시장 경쟁모
델이나 재정부담 모델은 내국인들이 임금, 세금 등 개인의 경제적 효용과 관련된
이유로 이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내국인들이
이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민자 유입이 사회 전체적
가용자원이나 효용에 미칠 영향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McLaren and Johnson(2007)은 영국에서 임금, 실업, 복지수혜 여부 등 개인
의 이익과 관련된 요인보다는 사회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민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
는다고 생각하거나 영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자
수가 많이 줄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Sides and Citrin(2007)은 유럽 20개 국
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민자를 더 많이 수용한
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보다 이민 반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다음으로 미디어, 특정 집단에 대한(Group-Specific) 편견 등을 이민에 대
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 Boomgaarden and
Vliegenthart(2009)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민자를 다루는 뉴스의
빈도와 해당 뉴스의 논조(tone)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다. 이민자에 대한 뉴스 빈도가 높고 그 내용도 긍정적일 경우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감소하였으며, 빈도는 높지만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 반감이 오히려 증
가하였다. Parrott et al.(2019)은 미국의 지역신문이 트위터에 이민자 관련 뉴
스를 보도하면서 실은 사진을 이용하여 뉴스에 보도된 이미지가 독자의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담은 사진이 들어간 뉴스를 보여줄 경우 이민자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고 이민자 유입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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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사진 등 이민자로 이한 갈등 관련 사진이 들어간 뉴스
를 본 참가자들은 이민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강했다.
다음으로 이민자가 이민 유입국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정체성, 언어, 인
종 등의 요인이 이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
목한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Sides and Citrin(2007)은 상징적 위협이 경제
적 요인보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것이 더 이
롭다고 생각하거나,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관보다 국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에 대한 반대 정도 및 이민자가 사회에 부
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경제적 요인들보다 영향이 큰 것을 확
인하였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소득수준, 실업 상태 등은 이민에 대한 반감이나
이민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의 경우 노동시장 경쟁모델은 소득수준이 낮은 현지인이 이민자 유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개
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이민에 대한 반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으
나, 이민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는 관련이 없었다. 사회 전반적 경제상
황에 대한 만족도는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문화적
동질성보다 그 영향이 작았다.
한편 이민자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 이질성이 클수록 내국인들이 이민자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Brader, Valentino, and Suhay(2008)는 미
국 백인들에게 유럽계 백인 혹은 히스패닉 이민자에 대한 사진과 소개가 포함된
뉴스를 읽게 한 뒤 이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똑같이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읽더라도 이민자의 예시로 히스패닉 이민자가 소개되었
을 경우 이민에 대한 반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inmuell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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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artner(2013)에 따르면, 스위스인들이 외국인의 자국 시민권 취득 문제
에 있어 터키 및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이민자의 시민권 획득을 유럽 다른 지역
출신 이민자에 비해 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d(2011)는 영국인
들이 백인이면서 유사한 문화권 출신인 이민자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아프리카인들은 대부분 백
인이 아니며 무슬림인데, 유럽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McLaren and Johnson(2007)은 무슬림 이민자가 영국 사회에 미치는 상징
적 위협도 이민에 대한 반감을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발견하였다. 2003년
에 영국에서 실시한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에서는 상당수의 응답자
가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의 증가를 상징
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62%가 무슬림은 영국보
다 외국의 무슬림 커뮤니티에 더 충성스럽다(loyal)고 답했으며, 47%가 무슬
림은 절대 영국에 헌신(commit)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52%는 무슬림이 많
아지면 영국만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54) De Haas(2008)는
2004년 마드리드의 통근열차 폭탄 테러, 2005년 런던 폭발물 테러 등을 계기
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부터의 비정규 이민(irregular migration)을 안보 문
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한다.55) 유럽 내 최악의 테러 중 하나로
거론되는 2004년 마드리드의 통근열차 폭탄 테러는 주동자인 모로코 이민자 2
명을 포함해 테러 가담자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56)
2005년 런던 열차 및 버스 테러의 경우 테러리스트 4명 중 3명이 영국에서 출
생한 파키스탄계 이민자 2세들이었다.57) 이러한 사건들은 북아프리카계 이민
54) McLaren and Johnson(2007), p. 720.
55) De Haas(2008), p. 1306.
56) “21 found guilty of Madrid bombinhs”(2007. 11.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1).
57) UK Home Office(2006. 5. 11), “Report of the official account of the bombings in London
on 7th July 200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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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은 아프리카 이민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
럽다. 실제로 다음 절에서 살펴보다시피 유럽 내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는 많은
차별에 직면한다.
언어 역시 이민자와 현지인을 상징적으로 구분 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Newman, Hartman, and Taber(2012)는 이민자들의 외국어 사용이 미국인
들의 이민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히스패닉 이민자를 자주 접하는 백인은 그렇지 않은 백인보다 이민자
들이 미국 문화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Hopkins(2015)는
실험을 통해 피부색, 언어 등 외부인임을 드러내는 특징(outer-group cue)이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보였다. 히스패닉 이민자가 등
장하는 영상을 시청한 미국인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실험에서,
응답자들은 이민자가 유창한 영어를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모국어나 억양이 심한
영어를 사용할 때 이민자 수용에 대해 더 우호적인 답변을 했다. 피부색은 응답에
영향이 없었다. 저자는 문화적으로 구별이 더 뚜렷하다고 해서 이민자에 대한 반
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에서 이민자 혹은 이민 2세들이 테러에 가담하기도 한다.
테러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이들이 반국가적 행위에 가담한
배경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이민이 바람직한지(desirability)에 대한 논의
는 주로 역외 이민자의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역외 이민자들이 유입국의
경제와 사회적 유대(social fabric)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58) 유럽 역외
이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58) Dancygier and Donnelly(201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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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소개했듯이 영국
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영국인이 자국 내 무슬림 이민자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슬림 이민자가 많아지는 것이 자국
의 정체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렇게 무슬림의
증가를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의 수가
현재보다 많이 줄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59)
더욱 문제인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교육기회나 노동시장에서
의 차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이민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
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 외에 아프리카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 중 하나는 이
들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 내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동적
인 인신매매 피해자로 묘사되었으나, 이러한 이미지는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
다. 이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상은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들
이 출신국 기준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60) 실제로 Flahaux and De Haas(2016)
가 1980~2000년대 아프리카 국가의 이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내
에서도 주로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서 유럽을 포함한 타 대륙으로의 이민이 활
발하며, 빈곤국 국민들은 이민을 가더라도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이동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61) 물론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보다
59) 2003년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에 따르면, ‘무슬림이 더 많이 유입되면 영국(잉글랜드, 스
코틀랜드, 웨일즈)이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민자의 수는
_____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증가, 조금 증가, 유지, 조금 감소, 많이 감소’의 5가지 선택
지를 주었을 때 무슬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응답 경향이 달라졌다.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민자 수가 많이 감소해야 한다(reduced a lot)고 답할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은
0.26에 불과한 반면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응답을 할 예측 확률은 0.74에 달
했다. McLaren and Johnson(2007), pp. 720-723.
60) De Haas(2008), p.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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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낮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해도 유럽
에서 생활하기에는 재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민자는 고국에
서도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난민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은 다소 편견에 치우
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프리카 이민자를 경제에 기여할 수 있
는 노동자로 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국에서도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인들의 이민 이유에 대
한 인식도 편향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2011년 기준 분쟁으로 고국
을 떠난 아프리카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14%에 불과했다.62) De Haas(2008)
는 아프리카인들의 유럽 이민은 노동시장 수요에 견인된 경향이 크다고 지적한
다. 유럽 내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 공식 및 비공식 부문 노동시
장은 비정규 이민(irregular migration)을 통해 입국한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가 커졌으며, 특히 남부 유럽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아프리카 여성 이민
자들은 점차 돌봄 노동이나 가사노동 측면에서 유럽 여성들을 대체해왔다.63)
그러나 아프리카인에 대한 편견은 노동시장 내 이들의 기여를 폄하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북아프리카계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이민자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교육 이수 및 취업 관련 정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자
가 겪는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노동시장 진입자64)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조사에서는 이민자 및 이민자 2세의 교육 기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자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61) Flahaux and De Haas(2016).
62) Ibid.
63) De Haas(2008), p. 1315.
64) 2013년 프랑스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 후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35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
다. 졸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2013년 이후 학교 교육 이수를 그만둔 사람도 포함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자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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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출생했거나 6학년이 되기 이전부터 프랑스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
람들과 6학년 이후에 프랑스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분리하여 제
공하고 있다. 6학년 이전에 프랑스에 이미 와 있었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이민
자 2세일 확률이 높은 반면, 6학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는 유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6학년 이전부터 프
랑스에서 교육받은 이민자 2세들의 교육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민자 2세
일 경우(17%) 프랑스인일 경우(13%)보다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채 학업을 중
단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이민자 2세 중 고등교육
(Bac+2 이상) 이수자의 비율(38%)은 프랑스인일 경우(45%)에 비해 크게 낮았
다.65) 2010년 노동시장 진입자 대상 조사는 [표 4-1]과 같이 이민자의 출신(부
모의 출생지)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인의 학위 미취득 비율
(15%)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의 학위 미취득 비율(22%)이 높았
으며, 북아프리카계 이민자(26%)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자가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민자가 노동시
장에서 겪는 차별이 더 두드러진다.66) 2013년 노동 시장 진입자의 경우 부모
가 둘 다 프랑스인일 경우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으나,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인 사람의 13%,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사
람의 23%가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프랑스인인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비율이 낮았다. 학위
미취득자의 14%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학사학위 취득자는 이
비율이 9%, 박사학위 취득자는 4%까지 줄어들었다. 부모가 한 쪽인 프랑스인
인 경우 학위 미취득자(18%)와 학사학위 취득자(15%)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65) Valentine and Valérie(2017).
66) 해당 설문 조사에서는 부모가 프랑스에서 출생했는지, 외국에서 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데, 이는 이민자에 대한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해당 조사에서도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일 경우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이민자(1세)거나 이민자 2세로 볼 수 있다. 단
부모가 외국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이민자 2세로 볼 수는 없는데, 외국인 부모가 프랑스에 거주하
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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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10년 프랑스 노동시장 진입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단위: %)

학위
미취득

CAP-BEP

Bac

Bac+2

Bac+3
이상

전체

17

14

29

12

28

부모가 프랑스인

15

15

29

13

28

부모가 외국인

-

-

-

-

-

- 부모가 북아프리카 출신

26

12

26

10

26

- 부모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22

12

31

7

28

- 6학년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교육 이수

24

13

28

10

24

- 6학년 이후 프랑스에서 교육 이수

11

10

15

4

60

자료: Céreq(2014), p. 19.

박사학위 취득자(4%)와의 격차가 늘어났다.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 더
높은 학위가 있어야 차별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학위취득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이민자 2세나 유학생은 높은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차
별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4-2 참고). 특히 차별의 이유를
분류했을 때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민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
다.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사람의 23%, 한 쪽만 외국인인 사람의 13%는 구직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표 4-2 참고).

표 4-2. 2013년 프랑스 노동시장 진입자 중 구직과정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는 사람 비율
(단위: %)

학위 미취득

학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평균

전체

16

12

8

부모가 프랑스인

14

9

4

12
9

부모 한 명이 외국인

18

15

4

13

부모가 둘 다 외국인

23

23

27

23

자료: Valentine and Valérie(2017),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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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 임금, 실업률 측면에서도 이민자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다. 2004년 노동시장 진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프랑스 내 북아프리카
이민자 2세의 정규직 비율과 임금 수준이 낮으며,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04년 노동시장 진입자의 정규직 취업률을 조사했을 때 프랑스 부모를
둔 사람의 64%가 정규직에 취업한 반면, 부모가 북아프리카 출신인 경우 정규
직 취업률이 52%에 불과했다. 이는 학위가 아예 없는 사람의 정규직 취업률
(49%)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2004년 졸업자의 실업률을 조사했을 때
프랑스인의 실업률은 14%인 반면, 북아프리카 이민 2세의 경우 실업률이 그
두 배 이상인 30%에 달했다.67) Virginie et al.(2008)은 프랑스에서 북아프리
카 및 중동 출신 이민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성(姓) 때문에 차별받는 비율이 유난
히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
신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성으로 인한 인종차별에 더 크게 노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68)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해당 집단 구성원들이 불
만(grievance)을 가지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
출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소위 ‘다문화 가정’ 출신 이민 2세들도 국내에서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이나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 저소득층이 될 위험도 있다. 이민
자나 이민 2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사회 통합 진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다.

67) Joseph, Lopez, and Ryk(2008), p. 8.
68) Virginie et al.(2008),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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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민 수용국 국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이주민의
출신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절에서는 EU 일부 국가 국민들이
다른 EU 회원국 출신 이주민과 역외 출신 이주민(특히 아프리카 이주민)을 대하
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ESS는 EU 국가
내 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의 다양
한 측면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양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
한다.69) 본 연구에서는 제1~9차 ES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이민
관련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ESS는 통계 분석 시 조사 대상 국가 간
표본 설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관측치별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분석가중치(analysis weight)’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분석가중치는
조사 대상 국가 간 표본설계(sample design), 무응답(non-response), 비포함
(non-coverage) 등의 차이에 따라 표본에 포함될 확률, 즉 선택확률(selection
probability)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정한다. 또한 분석가중치는 사후층
화(post-stratification)와 관련된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도 보정하
고, 국가 간 인구 규모의 차이도 보정한다. 따라서 본 절은 ESS가 권고하는 분석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제9차 조사부터는 분석가중치가 별도의 변수로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반면(변수명 anweight), 제1~8차 조사의 자료는 분석가중
치가 들어 있지 않다. 이 경우 ESS의 권고에 따라 자료에 이미 포함된 pspwght
와 pweight를 곱하여 분석가중치를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하였다.70)

69)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2021. 10. 13). 유럽사회조사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70) Kaminska(2020),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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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ESS의 정치 분류 내 이민 유입 관련 질문
변수

설명

질문

Allow many/few immigrants of same
race/ethnic group as majority

imsmetn

imdfetn

impcntr

Now, using this card, to what
extent do you think [country]
should allow people of the
번역: 해당 국가의 대다수와 동일한 인종 또는 민 same race or ethnic group as
most [country]’s people to
족의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는지
come and live here?
Allow many/few immigrants of different
race/ethnic group from majority
번역: 해당 국가의 대다수와 다른 인종 또는
민족의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는지
Allow many/few immigrants from poorer
countries outside Europe
번역: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는지

How about people of a
different race or ethnic group
from most [country] people?
How about people from the
poorer countries outside
Europe?

주: 변수 imsmetn의 경우 제1~8차에는 질문의 ‘most [country]’s people’이 ‘most [country] people’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SS의 설문 문항들은 20개의 주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주제들 중 정치
(Politics)는 기준년도가 2002년인 제1차 ESS부터 기준년도가 가장 최근
(2018년)인 제9차 ESS까지 계속 포함되어 있다. 정치 분류에는 유입 이민자를
얼마나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3개 있다(표 4-3 참고).
[표 4-4]는 우선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9차 ESS(기준년도 2018년)에서, 이민
자 수용 의향과 관련된 질문들(변수명 imsmetn, imdfetn, impcntr)의 응답 분
포를 보여준다(질문별 설명과 문장은 표 4-1 참고). (가)는 imsmetn, (나)는
imdfetn, (다)는 impcntr에 대한 응답 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본 연구의 관심사
인 아프리카인은 (나)와 (다)에 해당된다. 응답자의 선택지는 수용 의향이 있는
규모로, ‘많이(Allow Many To Come And Live Here)’, ‘일부(Allow Some)’,
‘조금(Allow A Few)’, ‘반대(Allow None)’이다. 응답 분포를 더 단순하고 분명
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많이’와 ‘일부’의 합을 ‘긍정’으로 정의하고, ‘조금’과 ‘전
혀’의 합을 ‘부정’으로 정의하여, 긍정 대 부정 간 분포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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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9차 ESS에서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 명)

많이(A)

일부(B)

조금(C)

반대(D)

긍정(=A+B)

부정(=C+D)

합계

응답자 수

(가) 응답자 거주 국가 내 다수인 인종 또는 민족과 동일한 이민자
26.00

48.15

19.50

6.35

74.15

25.85 100.0

44,904

(나) 응답자 거주 국가 내 다수인 인종 또는 민족이 아닌 이민자
17.54

43.79

26.99

11.68

61.33

38.67 100.0

44,838

12.92

58.96

41.04 100.0

44,774

(다)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
17.28

41.68

28.12

주: (가)의 변수는 imsmetn, (나)는 imdfetn, (다)는 impcntr임. [표 4-1] 및 본문의 설명 참고. 표본에 포함된 국가는
총 27개(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로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우세한 가운데, 이민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긍정
의견의 비중은 차이가 크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국가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약 74%로 압도적
이다. 특히 긍정 중에서도 많이 허용하겠다는 의견이 약 26%로, 부정적인 두 가
지 응답 비중의 합보다도 크다. 반면에 다른 인종 또는 민족인 이민자를 수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약 61%이고, 특히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
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약 59%로, 동일 인종 또는 민족의 이민
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의견 비중보다 약 15%p 낮다.
[그림 4-1]은 앞서 정의한 부정적 응답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앞서 발견
한 이민자의 출신 지역에 따른 긍정 또는 부정 의견의 차이, 즉 부정적인 의견
의 비중이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 가장 크고, 해당 국가의 대
다수와 다른 인종 또는 민족의 이민자에 대해서 그다음으로 크며, 해당 국가의
대다수와 같은 인종 또는 민족의 이민자에 대해서 가장 낮다는 특징은 모든 조
사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아프리카인은 해당 국가의 대
다수와 다른 인종 또는 민족의 이민자에 해당하고,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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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1~9차 ESS에서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중 추이
(단위: %)

주: ‘같은 인종 또는 민족’은 변수 imsmetn, ‘다른 인종 또는 민족’은 변수 imdfetn, ‘유럽 밖의 빈국’은 변수 impcntr임.
[표 4-1] 및 본문의 설명 참고.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자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2000년대
중반에 높아져서 절반을 넘었었다. 여기에는 조사 대상 국가 중 부정적 의견의
비중이 높은 편인 국가들(표 4-4 참고) 중 일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조사에
포함된 것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반적
으로 부정적인 의견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 2016년에는 부정적인 의
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었다. 2015년을 전후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
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급증하였고(‘Refugee Crisis’, 난민위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둘러싸고 EU 내 정치적인 갈등이 커졌던 점을 감안할 때,
2016년의 부정적 의견 상승은 당시의 난민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71)
[표 4-5]는 제9차 ESS에서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수용 의향
규모(변수명 impcntr)에 대한 국가별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선택지
와 긍정, 부정에 대한 정의는 [표 4-4]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부정 응답 비중에
대하여 국가들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부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국
71) Sinn(2021. 9. 28), “A Post-Merkel Post-Mor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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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제9차 ESS에서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국가별 응답 분포
(단위: %, 명)

국가

많이(A) 일부(B) 조금(C) 반대(D)

긍정(=A+B)

부정(=C+D)

응답자 수

전체

17.28

41.68

28.12

12.92

58.96

41.04

44,774

헝가리

0.85

7.26

34.43

57.47

8.11

91.90

867

키프로스

3.62

14.85

66.04

15.49

18.47

81.53

80

체코

2.23

19.27

35.94

42.55

21.50

78.49

958

불가리아

5.87

24.85

30.35

38.93

30.72

69.28

594

슬로바키아

4.58

27.40

33.91

34.11

31.98

68.02

497

에스토니아

5.47

32.56

38.16

23.82

38.03

61.98

121

폴란드

6.59

34.30

39.68

19.43

40.89

59.11

3,410

핀란드

10.26

34.04

48.97

6.73

44.30

55.70

500

오스트리아

11.71

33.10

36.98

18.22

44.81

55.20

814

덴마크

8.73

37.41

44.44

9.42

46.14

53.86

520

라트비아

15.24

31.15

24.11

29.50

46.39

53.61

164

리투아니아

12.71

37.15

33.47

16.67

49.86

50.14

256

이탈리아

16.50

34.53

32.82

16.15

51.03

48.97

5,611

슬로베니아

9.30

44.50

31.79

14.40

53.80

46.19

190

네덜란드

13.04

45.91

30.37

10.68

58.95

41.05

1,565

크로아티아

22.78

36.47

30.08

10.67

59.25

40.75

376

프랑스

17.16

48.19

22.29

12.37

65.35

34.66

5,848

스위스

16.15

49.83

29.04

4.98

65.98

34.02

772

스페인

29.11

36.91

25.98

8.00

66.02

33.98

4,051

독일

20.60

46.31

26.82

6.26

66.91

33.08

7,819

영국

19.35

48.73

22.81

9.11

68.08

31.92

5,933

아일랜드

23.31

45.76

22.33

8.60

69.07

30.93

415

벨기에

16.30

53.18

22.56

7.96

69.48

30.52

1,041

노르웨이

26.28

50.47

21.07

2.18

76.75

23.25

476

포르투갈

16.45

62.14

16.59

4.82

78.59

21.41

959

스웨덴

33.44

49.73

14.63

2.20

83.17

16.83

906

아이슬란드

42.05

41.99

14.29

1.67

84.04

15.96

30

주: 변수 impcntr에 대한 응답 분포. [표 4-1] 및 본문의 설명 참고.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가는 헝가리로, 부정 응답이 약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헝가리가 EU
의 실질적인 동쪽 육로 국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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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SS 제1~9차에서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헝가리의
부정 응답 비중 추이
(단위: %)

주: 해당 변수는 impcntr. [표 4-1] 및 본문의 설명 참고.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년 전후 EU의 난민위기 당시 EU는 EU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
였는데, 헝가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72) [그림
4-2]가 보여주듯이 헝가리에는 2000년대 초반에 실시된 제1차 ESS부터 부정
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부정적 의견이 감소하
는 추세여서, 2012년 기준인 제6차에서는 부정적 의견의 비중이 약 80%로 낮
아졌다. 그러다가 EU가 난민위기를 겪었던 시기에 부정적 의견이 급상승하여,
2016년 기준인 제8차에서는 약 94%로 높아졌다.
[표 4-5]에서 헝가리 다음으로 부정 의견의 비중이 큰 국가는 키프로스로,
키프로스는 헝가리와 유사하게 EU의 남쪽 국경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는 체
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순으로, 이들은 모두 구 공산권
인 중동부유럽국가들(CEEC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이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에 EU가 구 동구권 국가들로 회원국을 확장하였

7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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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Eastern Enlargement)에야 비로소 EU에 가입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EU의 주요국들인 독일, 프랑스, 영국(2020년 EU 탈퇴),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는 긍정 응답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다음으로는 역외 이민자의 범위를 아프리카로 좁혀서 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출신지에 따른 수용 의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2014년 시행한 제7차 ESS에는
역내 및 역외 빈곤국 출신 숙련ㆍ미숙련 이주민의 수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
항들(변수명 alpfpe, alpfpne, allbpe, allbpne)이 있다.73) 해당 문항에서는
각 이민 수용국별로 자국에 가장 많이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를 역내, 역외에서
하나씩 지정한 뒤, 해당국 출신 이주민을 얼마나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민
수용국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외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로
설정된 경우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각국별로 지정된 역내, 역외 이민자 출
신국은 [표 4-6]과 같다. 설문 문항과 응답은 [글상자 4-1]과 같으며, 피설문자
는 임의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질문들은 명확하게 정부
의 이민 정책에 대한 피설문자의 생각을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민자의
거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아울러 이민자를 숙련 노동자(professionals)

표 4-6. ESS 설문 문항에서 규정한 역내 및 역외 이민자 송출국
ESS 조사 대상국
(이민 수용국)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내 빈곤국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외 빈곤국

스페인

루마니아

모로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소말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알제리

아일랜드

폴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소말리아

스웨덴

폴란드

소말리아

자료: ESS 7 Codebook(2014), Appendix A10, p. 3, [표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73) 조사 대상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
베니아이다. ESS 7 Codebook(2014), Appendix A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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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제7차 ESS 내 이민자 인적자본ㆍ출신지 관련 질문
유형 A: 당신의 [국가]는 얼마나 많은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내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를 당신의 [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 B: 당신의 [국가]는 얼마나 많은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외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를 당신의 [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 C: 당신의 [국가]는 얼마나 많은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내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
자를 당신의 [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 D: 당신의 [국가]는 얼마나 많은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외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
자를 당신의 [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답문항 유형 이름은 연구자가 임의로 배정함.
자료: ESS 7 Codebook(2014), Appendix A7, pp. 236-239.

와 미숙련 노동자(unskilled labourers)로 세분화하여 가족 이민 등 다른 이민
형태가 아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문항에서
는 이민자 출신국 중에서도 빈곤국만을 대상으로 국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민자 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용이하다. 아울러 인적자본(숙련ㆍ미숙
련) 및 출신지(아프리카ㆍ유럽)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종
합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제공하는 역내, 역외 빈곤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국민 중 B 유형이 배정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스페인은 얼마나 많은 모로코 출신 숙련 이민자를 스페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응답을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의 출신 지역 및 인적자본에 따라
이민 수용국 국민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은 alpfpe, [표 4-8]은 alpfpne, [표 4-9]는 allbpe, [표 4-10]은 allbpne
에 대한 응답 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설문 문항 중 역외 국가
를 아프리카 국가로 한정했기 때문에, 편의상 [표 4-7]~[표 4-10]에서는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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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럽, 역외를 아프리카로 표기하였다. 응답자는 수용 의향이 있는 규모로,
‘많이(Allow Many To Come And Live Here)’, ‘일부(Allow Some)’, ‘조금
(Allow A Few)’, ‘반대(Allow None)’를 선택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많이’
와 ‘일부’의 합을 ‘긍정’으로, ‘조금’과 ‘반대’의 합을 ‘부정’으로 정의하여, 긍정
대 부정 간 분포도 함께 나타내었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 이들의 유입에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했으며, 부정적인 입장과의 격차가 컸다.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하면서 긍정과 부정 입장 간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핀란드와 아일랜드에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이
국가들에서 인적자본 수준이 동일한 경우 유럽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여준다. 단 스페인의 경우 출신지에 따라 긍정, 부정 응답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출신국에 관계없이 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우호적이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유럽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수용 의사가 6개국
중에 가장 낮았다.

표 4-7. 유럽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pfpe)
(단위: %)

유입국

많이
(A)

일부
(B)

조금
(C)

반대
(D)

긍정
(=A+B)

부정
(=C+D)

합계

응답자
수

송출국

스페인

22.1

35.9

29.0

13.0

58.0

42.0

100

484

핀란드

28.8

42.3

27.9

0.9

71.1

28.8

100

517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프랑스

26.2

58.2

12.1

3.5

84.4

15.6

100

460

포르투갈

아일랜드

24.7

41.6

29.2

4.5

66.3

33.7

100

602

폴란드

노르웨이

32.7

51.9

14.4

1.0

84.6

15.4

100

360

폴란드

스웨덴

40.2

45.1

12.7

2.0

85.3

14.7

100

461

폴란드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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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아프리카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pfpne)
(단위: %)

유입국

많이
(A)

일부
(B)

조금
(C)

반대
(D)

긍정
(=A+B)

부정
(=C+D)

합계

응답자
수

송출국

스페인

22.2

33.9

29.8

14.1

56.1

43.9

100

429

모로코

핀란드

17.3

38.2

39.1

5.5

55.5

44.6

100

520

소말리아

프랑스

17.2

59.9

15.4

7.5

77.1

22.9

100

455

알제리

아일랜드

13.3

37.3

36.1

13.3

50.6

49.4

100

578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25.2

48.5

22.3

3.9

73.7

26.2

100

358

소말리아

스웨덴

42.8

40.2

14.4

2.6

83.0

17.0

100

440

소말리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부정적인 입장 내에서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입장(허용 반대)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는 숙련
노동자의 경우 출신지에 관계없이 거의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에 대한 허용 반대 비율이 유럽 노동자
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핀란드의 경우 유럽 숙련 노동자에 비해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를 ‘조금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숙련 노동
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스페인은 출신지에 관계없이 숙
련 이민자 허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아일랜드는 아프리카 숙련
이민자에 대한 반대 입장 비율이 높았다.
긍정적인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
는 응답 역시 아프리카인에 비해 유럽인에게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
스의 경우 유럽 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하자는 응답은 26.2%였으나, 아프리
카 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핀란드, 노르
웨이,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인적자본이 같을 경우 이질적인 문
화권에서 온 아프리카 노동자보다는 유럽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허용’ 입장의 경우 출신지에 관계없이 응답 비율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단 스페인의 경우 유럽, 아프리카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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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유럽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lbpe)
(단위: %)

유입국
스페인

많이
(A)

일부
(B)

조금
(C)

반대
(D)

긍정
(=A+B)

부정
(=C+D)

합계

응답자
수

송출국

9.0

16.7

31.8

42.6

25.7

74.4

100

432

루마니아

핀란드

8.4

17.8

46.7

27.1

26.2

73.8

100

493

에스토니아

프랑스

10.1

49.8

27.9

12.2

59.9

40.1

100

486

포르투갈

아일랜드

10.6

29.4

37.6

22.4

40.0

60.0

100

576

폴란드

노르웨이

16.5

44.3

34.0

5.2

60.8

39.2

100

346

폴란드

스웨덴

24.6

42.8

22.5

10.2

67.4

32.7

100

416

폴란드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다는 응답의 비율이 거의 같게 나타났으며, 스웨덴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아프
리카 숙련 노동자 쪽 응답 비율이 높았다.
스페인과 스웨덴은 다른 선택지에 있어서도 출신지역에 따라 응답자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핀란드는 노동자의 출신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숙련 노동자의 경우 일부 허
용 입장이 42.3%로 조금 허용(27.9%)해야 한다는 입장에 비해 크게 우세했으
나,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두 선택지의 비율이 각각 38.2%, 39.1%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숙련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숙련 노동자에 비해 덜 관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출신지역이 같은 노동자끼리 비교해 보면, 핀란드의 경우 유럽 숙
련 노동자 유입에 대한 긍정 의견은 71.1%였으나, 유럽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26.2%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핀란드만큼
격차가 크진 않지만 다른 국가들도 모두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 노동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
다. 역시 핀란드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55.5%에 달했으나,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이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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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아프리카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lbpne)
(단위: %)

유입국
스페인

많이
(A)

일부
(B)

조금
(C)

반대
(D)

긍정
(=A+B)

부정
(=C+D)

합계

응답자
수

송출국

8.4

21.6

33.7

36.3

30.0

70.0

100

470

모로코

핀란드

5.4

14.4

49.5

30.6

19.8

80.1

100

512

소말리아

프랑스

11.0

37.5

27.4

24.1

48.5

51.5

100

465

알제리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3.6

22.9

36.1

37.3

26.5

73.4

100

564

노르웨이

9.1

34.3

40.4

16.2

43.4

56.6

100

352

소말리아

스웨덴

35.2

34.1

21.2

9.5

69.3

30.7

100

407

소말리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9.8%로 거의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른 국가에서도 그 정도는 덜하지만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에 비해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긍정 응답이 현저하게 감
소하였다.
특히 긍정 및 부정 응답 중에서도 양 극단에 있는 ‘많이 허용’ 및 ‘허용 반대’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빈곤국 출신 미숙
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숙련 노동자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다.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 출신 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
답은 24.7%였으나, 유럽 출신 미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6%에 그쳤다. 노르웨이,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유
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핀란드의 경우 격차가 가장 컸다.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에 대한 입장은 인적자본에 따른 수용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아일랜드의 경
우 아프리카 출신 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였는데,
아프리카 출신 미숙련 노동자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그 1/3에도 못 미
치는 3.6%에 불과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역시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
를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의 1/3 수준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 내에서는 극단적인 응답(허용 반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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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럽, 아프리카 노동자에 대한 질문 모두에서 숙련 노동자에 비해 허용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유럽 출신 숙련 노
동자의 허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했으나 유럽 미숙련 노동자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에 달했다. 핀란드보다는 격차가 적지만 다른 국가들
에서도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허용 반대 응답이 같은 국가 출신 숙련 노동자에
비해 3~6배가량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노동자의 경우 숙련 노동자에 대한 허
용 반대 응답 비율이 이미 유럽 숙련 노동자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같은 아프
리카 출신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경우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반감(허용 반대) 차이가 유럽 노동자에 비해 작았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
타난 국가는 핀란드로 아프리카 출신 숙련 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5.5%였지만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5배 많은
30.6%였다.
출신 지역이 같을 때 숙련/미숙련 노동자 간 허용 반대 응답의 차이는 유럽
노동자의 경우가 더 크지만, 허용 반대 응답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 쪽이 높았다.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유럽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비율보다 아프리카 출신 미숙련
노동자 유입의 허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르웨이의 경우 유럽 미숙련
노동자의 허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였으나,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 유
입에 반대 한다는 응답은 그보다 3배 이상 큰 16.2%에 달했다. 단 스페인의 경
우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보다 유럽 미숙련 노동자를 반대한다는 응답의 비율
이 더 높았으며, 스웨덴 역시 근소하게 유럽 미숙련 노동자 반대 비율이 높았
다. 두 국가는 성향이 전혀 다르다. 스페인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자체에 전반
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출신지에 따른 차별은 크지 않고, 스웨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도 우호적이고 출신지에 따른 차별도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같을 때에는 아프리카보다는 유럽 출신 이주노
동자에게 관대하고, 출신지역이 같을 때에는 숙련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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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외국인 노동자의 인적자본 및 출신지에 따른 수용 의향 비교
(단위: %)

주: 변수 alpfpe, alpfpne, allbpe, allbpne에 대한 응답 분포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이 관찰되었다. 인적자본과 출신지 중에서는 인적자본이 이민자 수용 의사 결
정에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했
을 때 긍정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유럽 숙련 노동자,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
유럽 미숙련 노동자,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 순으로 높았다. 핀란드의 경우 아
프리카 미숙련 이민자 수용에 대한 긍정 의견은 19.8%에 불과한데, 이는 유럽
숙련 노동자 수용에 대한 긍정 의견의 비중보다 51.3%p 낮다. 단 스페인과 스
웨덴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 중에서는 유럽 출신보다 아프리카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의 질문들은 피설문자에게 추상적으로 유럽 빈곤국,
아프리카 빈곤국 노동자에 대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질문
하였기 때문에 문항에 언급된 국가의 특수성이 응답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의 원인과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제7
차 ESS에는 이민자의 일자리 잠식 혹은 창출 여부(변수명 imctjob) 및 세금 대
비 복지 수혜 정도(변수명 imbleco)에 관한 문항이 있다(표 4-11 참고). 이 문
항들은 인적자본이나 출신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이민

112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표 4-11. 제7차 ESS의 이민 분류 내 이민자 유입 관련 질문
변수

imctjob

설명

질문

Immigrants take jobs away in country
or create new jobs

Using this card, would you say that
people who come to live here
generally take jobs away from
workers in [country], or generally
help to create new jobs?

번역: 이민자들이 해당 국가의 일자리를
잠식하는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Taxes and services: immigrants take
out more than they put in ore less

imbleco

번역: 이민자들이 해당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 수혜를 더 많이 받는지
덜 받는지

Most people who come to live here
work and pay taxes. They also us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On
balance, do you think people who
come here take out more than they
put in or put in more than they take
out?

자료: ESS 7 Codebook(2014), Appendix A7, pp. 221-222.

자 유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데 도움될 수 있다. 두 문항에 대한 답변은
0~1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일자리 잠식,
세금 대비 더 많은 복지 수혜)일수록 0에 가까운 수를, 긍정적인 입장(일자리
창출, 세금 대비 더 적은 복지 수혜)일수록 10에 가까운 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4], [그림 4-5]는 이 두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부정적(0~1), 중립적(5),
긍정적(6~10) 답변으로 구분하여 시각화하였다.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답
변을 택한 비중이 높은 것이며,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비중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민자의 일자리 잠식 여부에 관한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
다. 외국인은 현지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 현지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데
가장 크게 동의하는 국가로는 체코와 헝가리가 있다. 이 두 국가는 부정적 응답
의 비율이 각각 66.1%, 64.6%로, 부정적 응답 기준 3위인 리투아니아(44.2%)
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이민자가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국가로는 스웨덴(60.5%), 노르웨이(55.7%) 등이 있다. 전반적으
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반면,
중동부유럽의 구 동구권 국가들은 이들이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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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표 4-5]에서 살펴본 역외 빈국 이민자 수용 의향 규
모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다. 단 [표 4-5]와 달리 핀란드 내에서 외국인의 일자
리 잠식 여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많지는 않았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아일랜
드는 중동부유럽이 아니지만 외국인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의견(43.3%)이 창
출한다는 의견(29.6%)에 비해 높았다.
복지 수혜 및 세금 납부에 관한 국가별 응답 분포는 [그림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체코와 헝가리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민
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데에 체코에서는
60.1%, 헝가리에서는 57.1%가 동의하였다. 이민자의 일자리 잠식여부 관련 질
문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50%에 가까운 국가들이 증가하였다. 오스트리아
(53.2%), 스페인(52.3%), 벨기에(49%), 아일랜드(48.8%), 네덜란드(48.2%)
등에서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복지 수혜 정도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기
여(세금 납부)를 한다는 데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스웨덴조차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41.3%에
그쳤다. 한편 복지 관련 문항에서는 권역별로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민자의 일자리 잠식 여부 관련 문항(imctjob)은 노동시장 경쟁모델과 관
련이 있고 복지 관련 문항(imbleco)은 재정부담모델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으나, 제7차 ESS의 설문결과는 재정부담모델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 부분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는 왼쪽의 [그림 4-4]에 비해 부정적 응답 쪽에 붉
은색이 진한 국가들의 수가 많아지고, 긍정적 답변 쪽에서도 초록색이 진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4-5]에서 부정적 답변 응답 비율이 높은 국가가 더
많고, 긍정 답변이 높은 국가는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앞서 아프리카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핀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일자리를 잠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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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으나,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를 더 많이 수혜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4.4%에 달했다. 국가
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살펴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아
일랜드에서도 같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선호도에 있어 출
신지보다 인적자본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상기 6개국
은 유럽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아프리카 숙련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이 숙련 노동자가 재정부담을 덜 주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림 4-4.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ㆍ창출 여부에 대한 국가별 의견 분포

그림 4-5.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수혜ㆍ세금
납부 정도에 대한 국가별 의견 분포

(단위: %)

(단위: %)

주: 변수 imctjob에 대한 응답 분포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주: 변수 imbleco에 대한 응답 분포임.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ESS), “Abou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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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은 이민자와 관련된 설문조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민자 2세는
내국인보다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민자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우호적이지만 EU 회원국
별로 차이가 크고, 이민자의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덜 우호적인 편이다. 또한 EU의 물리적 국경에 해
당하는 국가들과 2000년대 이후 EU에 가입한 구 공산권 국가들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상으로 볼 때에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자리 잠식 우려보다는 재정부담, 즉 이민자들이 재정에 기
여하는 것보다 수혜입는 게 더 크다는 우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
다. 추후 이러한 경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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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앞선 세 장에서 이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외국인력 현황, 인적자본
구성 및 인식의 측면에서 다뤘다면, 이번 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구조적 의
존성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20년 초 본격
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처 중
입국제한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국 경제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정도
가 클수록 코로나19 대응 중 외국인 입국제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
용이 더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민자는 여러
이유로 내국민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다.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의 특성상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가 방역 대응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바이러스 전파에 치명적인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국경이 봉쇄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러한 출입국 금지 조치는 이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생
활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동 제한 조치는 국가 단위의 비용을 발생시
켰다. 노동공급의 상당부분을 외국인력에 의존하던 나라에서는 입국 금지로 인
해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생산, 물가 등 경제 전 분야에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국인 출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하
는 데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본 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코로나19 대응의 엄격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
는지 실증분석해 본다. 제1절에서 연구의 배경 및 동기를 상술한 후 제2절에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제3절에선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4절에선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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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동기
이주민은 다양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내국인보다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주민은 감염 자체에 취약하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전파
경로인 국제 여행을 더 자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 및 친
지의 직접 접촉 대상이 된다. 그렇게 유입된 바이러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더 빠르게 전파된다. 싱가포르나 스웨덴에서
는 초기 전파가 이주노동자 숙소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언어를 완
전히 습득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주로 현지어로 제공되는 감염예방수칙과 안
전 정보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재택근무나
휴직이 어려운 대면 서비스직 필수 업종에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그림 5-1]을 보면 필수직종 중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그림 5-1. EU 필수직종 종사자 중 이민자 비중

자료: Fasani and Mazza(2020), p. 8.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 119

경우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약 8%)
을 능가한다.
실제로 이주민 사이에서 감염 및 사망 비중이 내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사
례가 관찰된다. [표 5-1]을 보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캐나다
에서 확진자 중 이민자 비중이 전체인구 중 이민자 비중보다 1.5~2배 이상 크
게 나타났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약 19%만이 외국인인데 확진
자 중 32%가 외국인이며, 포르투갈 리스본의 경우 전체 인구의 11%만을 차지
하는 외국인이 확진자 중 24%를 차지하여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감염에 취약함
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5-2]에 나타나듯 코로나19가 이민자에게 더 치명적
이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이 있던 2020년 3월과 4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전체 사망자 중 이민자 비중은 최대 17%에 달했다. 직전 연도에 사망자 중 이
민자 비중이 12~1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자는 감염에 취약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도 더 크게 입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5-3]을 보면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
외국인의 고용률 하락이 내국인에 비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74) 특히 계절노

표 5-1. 2020년 3~4월 주요국 확진자 중 이민자 비중
(단위: %)

국가

이민자 비중
확진자 중

전체 인구 중

스웨덴

32

19

덴마크

18

9

노르웨이

31

16

포르투갈(리스본)

24

11

캐나다(온타리오)

43.5

25

자료: OECD(2020. 10).
74)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오히려 외국인 고용이 증가한 예외도 존재하는데, 이는 필수직종 종사자 중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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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20년 3~4월 이민자 사망자 비중, 프랑스와 스웨덴

자료: OECD(2020. 10).

동자의 비중이 큰 유럽 농업 분야에서는 국경 통제로 인해 노동력 수급이 불가
능해졌고,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독
일의 경우 농번기에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계절노동자로 입국하는데 2020년
3월에는 평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만 명만 입국할 수 있었다.75) 마찬가

그림 5-3. 2020년 2/4분기 고용률 변화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OECD(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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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도 계절노동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 입
국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농업 분야 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도 하였
다.76)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해외송금(remittance) 감소는 소득 하락이 있
었음을 방증한다. 2020년 세계 해외송금액은 6,000억 달러 미만으로, 2009년
대비 1,00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며, 주요 유입국인 유럽 지역에
서 특히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4, 그림 5-5 참고). 이는 이민자
로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하는 송출국의 가족에게도 타격을 입혔다.

그림 5-4. 해외송금액 증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Pew Research Centre(2020. 6. 22), “Sharp decline in remittances expected in 2020 amid COVID-19
lockdowns in top sending nations.”

앞서 보았듯 이민자들은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의 예는 이민자에 대한 피해가 국가 산업 및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즉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민자에게 가는 피해
가 국가 경제에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력에
75) Heikkila(2020).
76) OECD(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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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지역별 해외송금액 감소폭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re(2020. 6. 22), “Sharp decline in remittances expected in 2020 amid COVID-19
lockdowns in top sending nations.”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정책 결정에 외국인 비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
으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고강도 입국 통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가설
이 도출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선 장에서 고찰했듯이 외국인력
의 유입이 단순히 해당 국가의 경제나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
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재난
상황은 해당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자연실험의 대상이 된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상기 가설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럽 30개
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인력 의존도는 2019년 외국인 비중을 대리변수
로 사용하였으며 입국통제 강도 측정을 위해 옥스퍼드대학에서 측정한 코로나
19 정부대응 엄격성지수(Covid-19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를 활용하였다.77) 이 중 입국 제한 강도는 0~4 사이로 측정되며, 아무
런 조치가 없을 경우 0, 입국자 검역은 1, 특정 지역 입국자 격리는 2, 특정 지
역 입국 금지는 3, 완전 국경 폐쇄는 4로 표시하였다.78) [그림 5-6]을 보면 유

77) Hale et 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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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외국인 비중과 입국 통제 강도 사이의 관계

주: 변수 설명은 본문 참고.
자료: Hale et al.(2021);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1. 8. 20, 2021. 10. 21).

럽 30개국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입국 통제 강도가 낮은 경향이 뚜렷
이 보인다. 단순 상관관계로 보았을 때 외국인 인구 비중이 10% 상승할 때 입
국 통제 강도 0.526 단위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극단적
인 예로 외국인 비중이 50%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팬데믹 초기 5개월
간 아무런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정부대응 조치의 엄격성과 상관없이 입국 통제에 대해서만 나타나
는 현상이다. [그림 5-7]은 외국인 비중과 정부대응 엄격성지수(stringency
index) 전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79) 입국 통제 지수와 달리
전체 엄격성지수는 외국인 비중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강도 대응을 했던 국가 중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으면 유독 입국 통제 강도
만 약하게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대응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 다른 대응
78) 해당 분석에선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1일 사이 입국제한 강도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79) 정부대응 엄격성지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조치를 지수화한 지표로 0일 경우 무대응, 100일 경
우 전면 봉쇄를 의미함. 엄격성지수에 대한 설명은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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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외국인 비중과 정부대응 엄격성 사이의 관계

주: 변수 설명은 본문 참고.
자료: Hale et al.(2021);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1. 8. 20, 2021. 10. 21).

을 통제하더라도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 강도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외국인력 의존도와 정책 대응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럽 30개국 사례에서 비
교적 명확하게 보인다. 같은 결론이 유럽 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더 정
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음 두 절에서 유럽 외 지역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가. 데이터 및 방법론
본 장에서 실증분석의 목표는 외국인 비중으로 대리되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정책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전 세계 180여 개국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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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예상되는 계량분석상 편의에 대한 교정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대신 도출되
는 결과에 대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집
중한다. 본 장의 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축약형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   
여기서   는 코로나19 발발 후 국가 의 입국제한 강도를 측
정한 지표를 의미하며,  은 코로나19 발발 직전 국가 에 거주
중인 외국인 인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여 볼 계수는
 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외국인 인구 비중이 입국제한 강도에 미
친 영향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요 설명변수로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
( )를 포함하였다.80) 입국제한을 위시한 방역 조치의 강도는 유
행 규모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행 발발 초기 입국제한의 비
용으로 인해 주저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의 피해가 그 비용보다 더 커지면 보
다 강도 높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로 대리되
는 유행 규모가 입국제한 포함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작아졌다면 역인과관
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방역조치 강도
와 유행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와, 유행 규모가 클 때 방역
조치 강도를 올리는 쪽의 인과관계가 더 설득력이 높다. 벡터 X는 외국인 인구
비중과 유행 규모 외에 입국제한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의 집합
을 의미한다. 국가단위 통제변수로는 인구밀도, 국민소득, 중위연령, 65세 이
상 인구 비중, 기대수명, 빈곤인구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등을 사용하
였다.

80) 확진자 수 대신 사망자 수를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변수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결과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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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정부대응 엄격성지수의 구성
변수

내용

지표

C1

휴교
School Closing

0:
1:
2:
3:

무대응
휴교 권고
휴교 의무(부분)
휴교 의무(전체)

C2

재택 근무
Workplace Closing

0:
1:
2:
3:

무대응
재택 근무 권고
재택 근무 의무(부분)
재택 근무 의무(전체)

C3

행사 금지
Cancel Public Events

0: 무대응
1: 행사 금지 권고
2: 행사 금지 의무
0:
1:
2:
3:
4:

무대응
100명 이상 대규모 모임 제한
101~1000명 모임 제한
11~100명 모임 제한
10인 미만 모임 제한

C4

모임 인원 제한
Restrictions on Gathering Size

C5

대중교통 폐쇄
Close Public Transport

C6

외출 금지
Stay-at-Home Requirements

C7

국내 여행 제한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

0: 무대응
1: 여행 자제 권고
2: 국내 여행 금지

국제 여행 제한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vel

0:
1:
2:
3:
4:

C8

0: 무대응
1: 폐쇄 권고
2: 폐쇄 의무
0:
1:
2:
3:

무대응
외출 자제 권고
일부 활동 외 외출 금지
극소수 필수 활동 외 외출 금지

무대응
입국자 검역
유행 지역 여행자 격리
유행 지역 입국 제한
국경 봉쇄

자료: Hale et al.(2021), p. 530.

입국제한 강도는 앞서 설명한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지수 자료를 사용한
다.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는 앞장의 [표 5-2]에 나타난 8가지 방역
조치에 공중보건 캠페인 시행 여부를 더해 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가중
평균하여 지수화하였다. 모든 조치에서 최고점을 받을 경우 100(완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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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치에서 최저점을 받을 경우 0(무대응)으로 환산된다. 이 중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입국제한 강도는 C8이다. 0~4 사이의 5개 구간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행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4월의 입국제한 강도
평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외국인 인구 비중은 UN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구분과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81) 본 연구의 목적상 외국인 인구 비중보다
외국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해당 자료
는 표본 중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가용하기 때문에 대리변수로서 외국인 인구 비중
을 활용하였다.
또한 강건성 검사를 위해 외국인 비중 대신 순 이주(net migration)를 설명변
수로 활용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외국인 비중은 현재 연구대상 국가
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비율로, 이주 후 체류 기간이 길다면 여행 수요나 생활반
경이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입국 제한의 영향은 주로
현재 여행을 많이 하거나 가족 등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최근 이주 인구에게
더 크게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저량 변수인 외국인 비중 대신 유량 변수인 순 이주
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UN DESA의 인구분과가 발간한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의 “net migration” 항목을 활용하였다. 순 이주는 특정 기간에 해당 국
가에 입국한 사람 수에서 출국한 사람 수를 뺀 값으로, 보통 인구 증가분에서 자
연 증가분(출생자–사망자)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통제 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중위연령,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인구밀도 등은 모두 Our World in Data의
coronavirus-data-explore에서 추출하였다.82) 다른 의료대응 역량을 통해
81) UN DESA(2020), Table 3, International migrant stock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by sex and by region, country or area of destination, 199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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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감염이 의료체계에 가하는 부담이 적은 경
우, 비용이 큰 입국제한 조치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높고
기대수명이 길며 인구 1,000명당 병상이 많으면 의료 대응 역량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위 연령이 높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크면 감염 확산 시 의료체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은 [표
5-3]에 요약된다. 이 중 확진자 수, 인구밀도, 1인당 GDP는 회귀분석 시 로그
를 취한 값으로 포함되었다.

표 5-3. 변수 요약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 시기

입국제한 강도

179

3.5

0.8

0

4

2020년
2/4분기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

179

72.1

15.1

13.9

99.1

2020년
2/4분기

외국인 비중

180

0.11

0.16

0.0

0.88

2020년

인구 1,000명당
순 이주

180

-0.1

5.3

-24.1

31.1

2015~20년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180

1609.9

3486.8

0

33080.5

2020년
2/4분기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180

60.5

143.4

0

1145.2

2020년
2/4분기

인구밀도
(명/km2)

178

463.1

2237.6

0.1

20546.8

2019년

1인당 GDP(PPP,
constant 2011
int’l $)

172

19755.5

21245.4

661.2

116935.6

2019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57

3.0

2.5

0.1

13.8

2019년

중위 연령

172

30.3

9.2

15.1

48.2

2019년

82) 각 변수의 정의 및 출처에 대해서는 Out World in Data(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검색일: 2021. 11. 18))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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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변수
65세 이상 인구
비중

관측치

평균

171

표준편차

최솟값

0.09

0.06

0.01

최댓값

관측 시기

0.27

2019년

절대 빈곤 비중

116

0.14

0.20

0.001

0.78

2019년

기대수명

180

73.0

7.7

53.3

86.8

2019년

자료: UN DESA(2019a); UN DESA(2020);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1. 8. 20, 2021. 10. 21).

나. 분석 결과 및 해석
[그림 5-4]는 입국제한 강도(C8)를 종속변수로, 외국인 인구 비중을 설명변
수로 하여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결과이다. 열 (1), (2), (3)은
유럽 지역 국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열 (4), (5), (6)은 표본 전체를 포
함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비중만 포함한 모형에서 확진자 수를 포함한 모형
으로 확대한 후 마지막으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 강도와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선 제1절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
다. 열 (1)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입국제한 강도가
–0.27 단위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열 (2)에서 확진자 수를 포함하
였을 때도 달라지지 않는다. 즉 확진자 규모가 커져도 입국제한의 강도를 올리
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모형에서 외국인 비중 변수의 계수는 1% 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온다. 열 (3)에서 다른 통제변수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비중에
대한 계수의 유의성은 다소 약화된다. 하지만 계수의 부호는 음수를 유지하여
둘 사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가능성과 달리 통제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유럽 외 국가로 확장하였을 경우 상기한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작아
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 (4)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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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계수의 크기는 유럽 표본보다 더 작아졌
다. 외국인 비중이 10% 증가할 때 입국제한 강도는 0.06 단위만큼만 감소하는
데 그친다. 이 유의성은 확진자 규모와 다른 통제 변수를 포함했을 때 사라진
다. 전 세계 표본을 사용할 경우 R2 값도 0.01~0.02 수준으로 낮아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오차항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4. 회귀분석 결과 (1): 입국제한 강도와 외국인 비중 간의 관계

외국인 비중

(1)

(2)

-2.694***
(0.876)

확진자

(3)

(4)

-2.535***

-3.465

-0.614*

-0.646

-0.221

(0.881)

(2.532)

(0.338)

(0.398)

(0.625)

-0.210

-0.237

-0.019

-0.012

(0.143)

(0.182)

(0.031)

인구밀도
1인당 GDP
병상 수
65세 이상
인구
기대수명
상수
R2
관측치

(5)

(6)

(0.038)

-0.096

-0.092*

(0.153)

(0.049)

-0.373

0.069

(0.499)

(0.130)

0.057

0.013

(0.110)

(0.037)

0.049

-0.022

(0.071)

(0.019)

0.031

-0.010

(0.105)

(0.022)

3.676***

5.187***

6.072

3.664***

3.768***

4.317***

(0.200)

(1.044)

(6.363)

(0.066)

(0.180)

(1.076)

0.171

0.195

0.173

0.013

0.015

0.024

42

41

37

179

169

145

주: 종속변수는 입국제한 강도. * p<0.10. ** p<0.05. *** p<0.010.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존재했던 외국인 비중과 입국제한 강도 사이
의 상관관계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사라지는 것은 유럽과 다른 국가
들의 특질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국가들이 다른 대륙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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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외국인 인구 비중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요소가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을 경우 입국제한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국경을 열어놓음으로
발생하는 감염 확산의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때 입국제한 외에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다
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예컨대 대규모 진단
검사, 추적/격리 시스템, 치료를 위한 의료역량 등이 입국제한의 대체제로 사
용 가능하다. 이러한 대체제는 주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잘 갖춰져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 비중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소득수준도 같이 높아 다른 대안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입국제한의 필요
성이 낮은 반면,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소득이 낮은 나라는 불가피하게 입국제
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주요 설명변수인 외국인 비중에 World Bank 분류 국가별 소득 수준
더미를 곱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외국인 비중과 고소득국 사이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일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선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작용항만 포함해서 분석한 열 (1)과 확진자 수까지 포함한 열 (2)는 고소득국가
일 때 저소득국가보다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앞서 가설에서 예측한 바대로 입국제한의 강도는 외국인 비중
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1), (2) 모형에서는 이 계수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난다. 각종 통제 변수를 포함한 열 (3), 대륙별 고정효과까지 포함한
열 (4)에서는 외국인 비중×고소득국가 상호작용항 계수의 유의수준이 1%로
올라간다. 본 분석을 통해 외국인 인구 비중으로 대리되는 외국인력 의존도는
국경봉쇄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고소득국가에서 입국
제한의 강도를 낮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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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회귀분석 결과 (2): 입국제한 강도와 외국인 비중 간의 관계, 상호작용항 대상
(1)

(2)

(3)

(4)

외국인 비중
× 중저소득국

2.633

2.629

-1.692

-1.382

(2.647)

(2.711)

(4.627)

(4.768)

외국인 비중
× 중고소득국

1.685

1.774

1.009

1.103

(1.282)

(1.325)

(1.923)

(1.960)

-0.631*

-0.677*

-3.778***

-4.027***

(0.333)

(0.395)

(1.327)

(1.517)

-0.019

-0.028

-0.005

(0.031)

(0.047)

(0.057)

-0.092

-0.065

(0.067)

(0.073)

외국인 비중
× 고소득국
확진자
인구밀도
병상 수
65세 이상 인구
기대수명
빈곤인구
상수
대륙 고정효과
2

R

관측치

0.012

0.023

(0.049)

(0.051)

0.022

0.056

(0.027)

(0.041)

-0.017

-0.022

(0.026)

(0.029)

-0.005

-0.005

(0.007)

(0.008)

3.605***

3.709***

5.349***

5.280**

(0.070)

(0.181)

(1.836)

(2.006)

X

X

X

O

0.027

0.031

0.084

0.069

179

169

102

102

주: 종속변수는 입국제한 강도. 상호작용항의 Baseline은 저소득국가로 정함. * p<0.10. ** p<0.05. *** p<0.010.

앞선 본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한 가지
는 설명변수로서 저량 지표인 외국인 비중 대신 유량 지표인 순 이주를 사용한
것이다. [표 5-6]에선 외국인 비중을 순 이주로 대체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의 순 이주 항목은 2015~20년 사이 발생한 순 이주 추정치를 제시한다.
코로나19가 발발하여 국제여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2020년의 이주 유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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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귀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인 2019년 기존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해당 비판에서 자유롭
다. 결과는 기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순 이주와 고소득국가의 상호작용
항이 입국제한 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통제변수와 대륙별 고정효과
를 포함하였을 때 고소득국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1%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표 5-6. 회귀분석 결과 (3): 입국제한 강도와 순 이주 간의 관계, 상호작용항 대상
(1)
순 이주
× 중저소득국
순 이주
× 중고소득국
순 이주
× 고소득국

(2)

-0.001

0.003

0.030

0.033

(0.046)

(0.065)

(0.068)

-0.023

-0.016

0.011

0.017

(0.037)

(0.042)

(0.057)

(0.063)

-0.036**

-0.034**

-0.109***

-0.110***

(0.015)

(0.016)

(0.032)

(0.034)

-0.015

-0.023

-0.011

(0.031)

(0.047)

(0.056)

인구밀도
병상 수
65세 이상 인구
기대수명
빈곤인구

대륙 고정효과
R2
관측치

(4)

(0.041)

확진자

상수

(3)

-0.085

-0.054

(0.066)

(0.073)

0.018

0.034

(0.047)

(0.049)

-0.010

0.021

(0.025)

(0.041)

-0.012

-0.021

(0.026)

(0.029)

-0.007

-0.006

(0.007)

(0.008)

3.630***

3.714***

5.127***

5.390***

(0.059)

(0.189)

(1.852)

(1.978)

X

X

X

O

0.020

0.015

0.111

0.095

179

169

102

102

주: 종속변수는 입국제한 강도. * p<0.10. ** p<0.05. ***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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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바꿔보았다. 입국제한 대신 코로나19 정부대응 엄
격성지수를 넣어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것이 입국제한 외에 다른 대응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검증하였다. 만약 외국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전체 엄격
성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에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응 자체를 엄격하게 했던 나라에서 우연히 외국인 비중
이 높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표 5-7]을 보면 외국인 비중과 정부
대응 엄격성 자체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 회귀분석인
열 (1)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열 (2)와 열 (3)에서 다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오나, 대륙 고정효과를 포함한 열 (4)에서 역시 유의성이 없어진다.

표 5-7. 회귀분석 결과 (4): 정부대응 엄격성지수와 외국인 비중 간의 관계

외국인 비중

(1)

(2)

(3)

(4)

-6.516

-14.247*

-26.161**

-18.455

(7.021)

확진자

(7.434)

(10.867)

(11.782)

1.669***

2.342***

2.270***

(0.574)

(0.656)

(0.726)

인구밀도
1인당 GDP
병상 수
65세 이상 인구
기대수명
상수
대륙 고정효과
R2
관측치

0.393

0.337

(0.851)

(0.932)

2.986

2.781

(2.266)

(2.276)

-1.040

-1.054

(0.636)

(0.673)

-1.047***

-0.584

(0.326)

(0.519)

0.249

-0.152

(0.383)

(0.429)

72.854***

64.892***

26.484

50.812**

(1.364)

(3.360)

(18.724)

(22.185)

X

X

X

O

-0.001

0.041

0.175

0.176

179

169

145

145

주: 종속변수는 입국제한 강도. * p<0.10. ** p<0.05. ***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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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이번 결과에선 확진자 수로 대리되는 감염 규모의 영향이 유의
하게 나왔다. 즉 감염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방역 조치 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입국제한의 강도는 감염 규모보다는 외국인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감염 규모와 상관없
이 입국제한 강도를 낮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간접 증
거로서 이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의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은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다. 외
국인 비중과 입국제한 강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가 있는
경우 외국인 비중이 입국제한 강도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결론
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을
띠게 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해볼
수 있다. 예컨대 국경을 맞댄 국가의 수, 육상ㆍ해상 교통 거점 존재, 정치 성
향, 무역 의존도 등이 한 국가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연
구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후속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3. 정책 시사점
앞서 살펴봤듯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조치는 이민 활동 자체
를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외국인력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국가에선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입국제한의 비용은 실증분석 결과 입국제한 강도를 낮춰
방역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소되기도 하였다. 즉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
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가 원
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난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

136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또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

가. 이민자 팬데믹 피해 경감 대책
먼저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민을 원활화하고 이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주 관련 자문을 진
행하는 유럽이주네트워크(EMN: European Migration Network)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83)
EU와 OECD 회원국들은 거주 허가와 입국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대
면 서비스가 중지된 상황에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 폐쇄 중에도 우편과 전자적 수단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했고 일
부 회원국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였다. 또한 호주는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는 대면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귀화 의식도 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행이
나 이민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역내 거주 이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EU 회원국과 노르웨이는 거주 허가를 자동 연장하
고, 기간 외 체류를 묵인하였으며, 출국 의무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중단, 또는
마감일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체류 연장 신청이 이루어졌다.
EU 회원국들과 노르웨이에서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이민자들에게도 자국의
실업자와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적용하였다. 또한 거주 허가 철회에
대한 자격요건/보호에 대한 최소소득 요건이 유연해졌다. 공공 의료보험 또는
사회보장 및 공공 의료 기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이주민이 코로나19 관련
83) European Migration Network(2021)에서 제시한 정책을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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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소득 감소 또는 손실을 경험한 합법적인
이민자의 경우 일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 규칙이 유지되어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이주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병
행되었다. 계절 노동 중단에서 발생한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미 해당 지역에 있는 제3국 국민의 노동시장 접근을 촉진하
는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비상대책 계획과 관련해 일부 EU 회원국들은 계
절적 근로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쿼터제 같은 도구를 활용하였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이민
을 증가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출입국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유학생들에게도 다른 외
국인들과 동일한 여행 제한 및 시험/검역 요건을 적용하여 예년에 비해 2020년
신규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민 당국은 온라
인을 통해 비자 또는 거주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 제출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기한을 연장했다. 원격으로 진행될 수 없는 소규
모 그룹의 실험, 의학 실습 또는 중간고사 시험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캠
퍼스 대면 수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비슷한 정
책이 시행되었다. 팬데믹 이전에 입학한 국제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장학금(scholarship)이나 보
조금(bursary) 형태로 재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다.

나. 코로나19 대응 입국 관리 대책
입국제한의 비용으로 인해 고강도 국경봉쇄를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
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의 피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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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집합금지, 재택근무, 휴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하나의 대
안이다. 흔히 3T 전략으로 불리는 검사(test), 추적/격리(trace/quarantine),
치료(treatment)도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감염병 통제 수단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효율적인 유행 통제가 가능해진바, 글로벌 백신 보급 불균형 해소
를 통해 대규모 접종 역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84)
국제 여행을 통해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
경에서의 출입국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극단적인 형태의 국경 봉쇄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발생시키므로 더 효율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란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를 강화하
여 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출국 전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한다. 입국 후 유증상자는 공항에 마련된 검역소에서, 무증상자의 경우 거
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그림 5-8 참고). 이때 코
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되어 관
리를 받게 된다. 음성이 확인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자는 음성 확인 후 격리가 면제되기 시작했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자가격리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입국 단계에서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받는다.
또한 입국자는 스마트폰의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여 본인의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선
확인이 진행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84) 장영욱(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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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특별입국절차 도식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2021. 10. 13),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

에 연계되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받게 된다. 증상이 없을 경우
14일 경과 후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가 해제된다.
이와 같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고강도 국경봉쇄 없
이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노동 공급이나 가족 재결합,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
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경봉쇄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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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유럽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 대응 실증분석을 통하여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하
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민의 오랜 역사를 바
탕으로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정치 및 시민사회의 통합 노력도 활발한 편이
다. 유럽의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에서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
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
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
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
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
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은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민자의 사회경
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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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
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상황의 정책
대응에 미친 영향을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유럽의 이주노동자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
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
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 활용이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
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
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
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민자 또
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
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
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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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
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
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
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
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85)
가. 국내 경제이민 정책의 주요 논의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의 경제이민과 관련된 주요 논의를 소개한 후 정책 시
사점을 제시한다.
해외의 정착형 이민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영주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국가는 아니다. 정착형 이민국가들이 전적으로 영주이민을 받아들였던
방식에서 한시이민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 것에 반해, 한국은 한시
이민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이 발달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착형 이민국가
들과 달리 국내 수요 위주로 이민정책을 운영해 왔다. 전후 한국의 재건 및 경
85) 본 절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자문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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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기술 전수 등을 위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는 했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발 과정에서 해외 한인과학자들의 유입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80년대 한국의 노동수요와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자들의 한국
취업 의지가 맞물리면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위한 경로를 신설하였
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 수준의 외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사증(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수요 위주의 이민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경제/인구 분야 한국의 이민정
책은 글로벌 동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 이민정책은 단순
노무직 운영에 그 차이가 있는데, 많은 국가들과 달리 국가가 외국인을 고용하
려는 기업의 자격요건이나 기업이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
에서 벗어나 직접 기업에게 취업희망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알선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는 것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도 운영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외국인의 단순노무직 고용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매년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도입하는 노동력의 규모가 정해져서 정부는 외국인의 선발요건을 정하고 선발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정부가 중소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민정책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도의 경우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
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인 이들 기업을 위해 (인력중개업체를
대신하여)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입과정을 주도한 것이다. 2008년 정
권이 바뀌면서 인력을 단기적으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고
용허가제도의 성격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비전문취업
(E-9) 경로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취업기간이 싱가포르나 대만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장되었고, 공식적으로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 정한 원칙에서 벗
어난 인력 활용을 하게 되었다. 독일의 손님노동자제도 운영 경험에서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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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노동자의 기간 연장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변화였을 수 있지만, 기업의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특히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
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단순노무직 노동력 공급체계
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
제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국의 경제이민정책의 특징은 제한적인 영주이민을 추진한다는 점
이다. 즉 유입 경로에 따라 장기 취업이나 정착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다. 2006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존의 ‘인재나 인력 활용’의 관점에 ‘생산연령인구의 개념
이 접목’되었고, 이민정책 운영에 있어 정부의 방향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수인재 적극 유치, 단순노무인력 제한적 활용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취업 목적의 영주이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국내에
서는 2002년 영주자격(F-5)이 신설되어 이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점차 추가되었다. 2002년 F-5 자격이 신설되었을 때 동 자격에 부합하
는 사람은 ① 성년이고, 자신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품
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풍속이해 등 국내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
을 갖추고,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 또는 ②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하여 거주
(F-2)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와 이들의 20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적이었다. F-5 자격
요건은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경제활동이나 인적자본을 근거로 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세분화되었다. 2002년부터 정부는 투자를 통해 국내 경
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기간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였고 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는데, 2003년 이후에는 3년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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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외국인의 인적자본을 고려하여 F-5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학
위나 기술자격증 소지, 탁월한 능력 보유자에 대해서 F-5 자격 신청 자격을 부
여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국민 고용 창출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외국인 투자
의 성과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
국인에 대해 영주(F-5) 자격 신청 자격요건을 부여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적자본 활용 등의 여러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과 직종별로 외국인력의 관리방식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
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취업이민에 대해 이원화된 관리를 하
였는데, 2008년 이후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일부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전문-준전문-기능-단순/비전문’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정활동(E-7) 자격의 세부 약호를 살펴보면, 전문인력(E-7-1),86) 준전문인
력(E-7-2),87) 일반기능인력(E-7-3),88) 숙련기능인력(E-7-4),89) FTA 독립전
문가(E-7-91)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전문취업자(E-9)에서 숙련기
능인력으로의 자격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국내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전
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부의 체류관리 방식과는 조응하지 않
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취업이민자는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다른 사증(체
류자격)이 부여되고, 사증(체류자격)에 따라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이나
활동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전문인력이라도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 활동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86)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87)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8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개 직종.
89)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3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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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공급 부족 해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체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에 변화가 나타났으
며, 외국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내국인이 해당 업종에 대체되는 현상으로 해소
되지 않고 일자리 결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력의 대체효과가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앞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결손효과가 높은 고용허가제 업종과 농어촌 일자리를 대상
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던 외국인력의 부족은 제조업, 건설업 및 농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일괄 연장
방침이므로 외국인이 직접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을 고용
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 후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기간
에 본국으로 송환하기보다는 한국에 더욱 체류하여 일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
록 2021년 4월 1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로 대상이 되는 외
국인 근로자(E-9, H-2)는 최소 7만 128명에서 최대 11만 4,596명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연장 조치의 대상이 되는 6만 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
이 되는 5만 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만 2,357명으로 예상된다.90)

90)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2021. 4. 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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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대상 두 번째 조치는 2020년 12월 23일 개초된 외국인력정책위
원회에서 2021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영계획을 정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2021년 유입을 5만 2,000명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도입 규모는 코
로나19 이전에는 5만 6,000명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유지되었지만, 2021년
도의 경제 및 고용전망과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신청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여 감
소된 형태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다음과 같은 도입쿼터가 정해졌다.

표 6-1. 2021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쿼터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명)

52,000

37,700

6,400

3,000

1,800

100

3,00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12. 23),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고 유연하게 도입·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24).

다만, 2020년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지만 입국하지 못한 약 3만 명의 고용
은 취소되고 2021년에 새롭게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어서, 한국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할 입장에 놓
이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
게 될 경우, 산업현장에서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2) 농어촌 계절근로자
비록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순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예정대로 입국했
어야 할 계절근로자제도91)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자 농업 분야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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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농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3~4월에는 계절근로자제
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여 일손을 돕는다. 그러나 2020년 2월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여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C-4(90일
단기취업)를 중단하고, 처음으로 도입된 E-8(1회 체류기간 최대 5개월)의 제도
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92) 2020년 2월에 중단한 계절근로자제도는
결국 하반기까지 재개하지 못하였고, 일손을 구하지 못한 일부 농가는 당해 농
사를 포기하거나, 미등록 이주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93) 따라서 각 지자
체에서는 계절근로자제 이주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특히 영양군은 격리시설까지 확보한 상태로 베트남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강화된 지침으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강화된 지침에
는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었는데 당시 베트남 정부
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입국조차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보증
서는 받지 못하였고,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의 입국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후 출국이 지연된다면 사후 관리의 문제와 방역
차원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조치였다.94) 그러나
지자체 간의 MOU 체결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절근로자제도에서 지자체 입장
에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모든 것을 지자체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의
견도 있었다.95)
일손부족으로 2020년을 힘겹게 보낸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시도 끝에 마침
내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재개되었다. 2021년 6월 괴산군이 처음으로 계절근
91) 농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
는 제도. 계절근로자제도는 해당제도 도입을 신청한 기초 자치단체(시ㆍ군ㆍ구)만이 활용할 수 있다.
92) ｢농번기 일손 급한데...코로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잠정 중단키로｣(2020. 2.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93) ｢모내기철 시작됐는데...외국인 일손 끊겨 농사 포기 속출｣(2020. 4.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94)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중단 결정｣(2020. 7.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95) 이혜경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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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입국을 재개하였다. 괴산군은 계절근로자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귀국 시, 자국민의 재입국을 허가해준다는 ‘귀국보증각서’를 우즈베키스탄 정
부로부터 받았고,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제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승인하여 2021년
7월부터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입국하지 못한 계절근로자제도의 이주노동자 공백을 다른 체류자격
을 가진 외국인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2020년 3월 정부는 방문동거(F-1) 체
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19세 이상 59세 이하)96) 또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 소지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방
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97) 그러나 그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였다. 이는 방문
동거(F-1) 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인척들 중에는 이미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계절근로자제도로 일을 하게 되면 한 농가
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혜경 외 2020). 또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던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소지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대비 최소임금 수준으로 저임금
을 받는 농가에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미 성과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자 2021년 2월
법무부는 다시 한번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하였
다. 2020년에 첫 시행했을 때와 달리 대상은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확대하였다. 2021년에 시행되는 제도에서
는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동포 및 외국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포는 출국 후 재입국 시 사
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96) 가사보조인과 외교관의 비동거가족은 제외.
9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3. 27),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
품부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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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입국을 위한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경우 혹은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
나 이 역시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21년 6월 춘천 지역의 경우 96
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오직 13명의 외국인 근로
자만이 신청하였기 때문이다.98)
이미 정부는 내국인을 통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고 했으나 결국
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서울시민 100명을 연결
하는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99) 강원도의 한 농촌 지역은 10일
정도 서울시민을 농가인력으로 투입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계
약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였으나 연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며,
결국 10일이 지난 후에도 일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5명 이하였다.100)
따라서 내국인으로는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없으니 결국 다른 체류자
격을 가진 외국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코로나19
로 인해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관리 가능한 형태로 종식되고 그에 따라 이민
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노동공급 부족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통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민자의 주요 송출국
인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데 지원을
더할 필요가 있다. 백신 공급과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백신 접종 제공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101)
98) ｢부족한 농촌인력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활용｣(2021. 6.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5).
99) ｢서울시, 농촌일자리 만들어 농번기 강원지역 일손돕기 나선다｣(2020. 8. 19), 서울시청 보도자료(검
색일: 2021. 6. 14).
100) 이혜경 외(2020).
101) 장영욱(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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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의 산업별, 지역별 외국인력
집중도

1. 한국의 산업별, 지역별 외국인력 집중도102)
본 부록에서는 앞서 서술한 한국정부의 다양한 경제이민제도를 통해 국내
유입된 외국인들이 실제로 어떠한 산업 분야의 어디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현황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내 경제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의존도 및
집중도를 유추한다.

가. 산업별 외국인력 집중도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
이철희, 김혜진(2020)은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2013~18)
와 전체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고용조사를 산업별로 연결함
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을 추정하였다(부록 표 1-1 참고). 여기서
고용비중은 전체 외국인 중 해당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비중을 의미하며, 외국
인집중도는 고용비중을 ‘해당산업에 취업한 노동자/전체 노동자’로 나눈 값으
로,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전체 위업인구에 비해 외국인이 해당 산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취업을
한 외국인의 50% 정도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숙박업
및 음식점 종사자(12.98%), 건설업(10.39%) 순이다. 이 세 분야를 합치면 전
체 취업 외국인의 약 1/4가량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
야들은 대체로 비숙련노동(E-9),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H-2)
을 통해 종사가 가능한 직종이라는 특징이 있다. 두 체류자격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력 수요도가 높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매년
도입인력 규모(쿼터)를 정하여 유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102) 본 부록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공한 자문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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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사업별 외국인력 분포 현황(2013~18년)
(단위: %)

산업

고용비중

외국인 집중도

제조업

49.03

2.93

농림어업

4.76

0.82

광업, 전기, 하수처리

0.10

0.14

건설

10.39

1.42

도소매

4.54

0.32

운수

0.51

0.10

숙박 및 음식

12.98

1.52

출판, 방송 및 정보통신

0.53

0.18

금융 및 보험

0.32

0.10

부동산 및 임대

0.19

0.10

전문, 과학 및 기술

1.15

0.29

사업지원

5.53

1.18

공공 및 국제기관

0.18

0.14

교육

4.99

0.71

보건 및 사회복지

1.29

0.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0.27

0.17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

1.75

0.38

가구내 고용, 자가소비생산

1.47

4.39

자료: 이철희, 김혜진(2020).

산업별 외국인력의 집중도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
를 대체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규용, 박성재(2008)103)의 연
구는 외국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가사서비스
업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성을 분석하였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해당 산업 분야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할 경우 내국인들은 대체 가능한 타 직종
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분석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에 종
사했던 내국인 노동자는 생산직을, 건설업은 임시ㆍ일용직을 선택하는 방식이
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과 음식ㆍ숙박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을 대체
103) 이규용, 박성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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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했
음을 밝히고 있다.
유길상 외(2011)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월별 패널자료(2005~11년)를 분석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효
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을 보
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외국인의 고용은 내국인력의 감소를 가
져오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데, 2007년의 자료만 한정하여 본다
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체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종관(2020)은 이민자가 늘어난 지역에서 내국인의 노동력이 대체되는지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대체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
만, 건설업에서는 이민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발견되었다고 보았다. 즉 100명의
이민자가 증가할 경우 21개의 건설업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하
지만 이러한 대체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이민자 유입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내국인 건설업 일자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제조업
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한편으로 도소매업이나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서
는 장기적 관점에서 내국인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104)
이상의 내용을 보았을 때, 국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외국국적동포(특히
H-2)를 중심으로 최근 음식 및 숙박업 종사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세 직종이 내국인 노동력을 대
체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연구결과가 모두 나타나며 수집한 데이터
등에 따라 보완효과인지, 대체효과인지를 명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패널자료 등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들은 대체로 외
국인력의 도입과 증가가 생산성 증가 및 경제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주므로 단
104) 이종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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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 대체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완효과가 나타나게 된
다는 결과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중 대부분이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과 같은 비전문ㆍ비숙련인력인데, 취업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E-1~10,
H-2) 중 비숙련(고용허가제, E-9)와 방문취업(H-2)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
지한다. 이들 중 코로나19 전후의 방문취업을 중심으로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되어 팬데믹 상황이 된 2020년부터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그림 1-1 참고). 2020년 역시 고용허가제 유입쿼터는 전
년도와 동일하게 5만 6,000명이었지만 일부 국가는 입국이 불허되고 한국에
있던 E-9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본국으로 송환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록 그림 1-1]을 보면 2019년 하반기만 해도 22만 3,058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 하반기는 18만 1,073명으로 23.2%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뺷중소기업계 인력현황 및 2022년 외
국인 근로자 수요조사뺸 보고서를 발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792개

부록 그림 1-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현황(2012~20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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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대상으로 인력부족 현황을 조사하였다. 응답한 업체 중 92.1%가 인
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2020년
에는 84.2%, 2021년은 84.3%의 생산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나. 지역별 외국인력 현황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
다음은 지역별 외국인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각 지역의 산업별로 외국인력
을 산정하고 있는 통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체류자격을 통
해 직종에 따른 지역 외국인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체류자격 E-1에서 E-7은 각각 교수, 회화강사,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예술업계 종사), 특정활동이라고 칭해지며 이를 묶어 대체로 전문ㆍ
숙련인력이라고 부른다. E-9과 H-2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체로 비숙련 직종
으로 불리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과 같이 정해진 사업장
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부록 표 1-2 참고). 따라서 각 지역에서 외국
인력이 어느 사업장에 종사하는지 체류자격을 통해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부록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목적 국내유입 외국인의 약 90%는 비
숙련 외국인력이며, 이들이 [부록 표 1-2]에서 제시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도와 2020년도의 체류자 규모를 비교해보면, 전
문 및 숙련인력은 약 7,400여 명이 감소하여 2018년에 비해 약 18.5%의 감소
율을 보이는 한편, 비숙련 인력은 약13만 명이 감소하여 약 34.0%의 감소율을
보인다. 전문 및 숙련인력은 고용안정성 및 체류자격상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코로나19 시기에도 본국 귀환 등이 제한적이었지만, 비
숙련 외국인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낮고(특히 H-2), 매년 쿼터를 통해 유입되던
인력의 유입이 멈추었다는 점에서 감소율이 더욱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차이는 수도권 및 대도시(광역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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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비숙련 외국인력 종사 업종
취업 허용 업종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농축산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호텔업
여관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 세탁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지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경기도, 서울시, 광주ㆍ대구ㆍ대전ㆍ인천광역
시의 경우 전문ㆍ숙련인력은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증가한 반면, 비전문ㆍ비
숙련 인력은 상당폭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비전문인력이 71.8%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역시 각각 34.2%, 35.4%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폭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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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력이, 비수도권 지역은 제조업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감소가
나타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부록 표 1-3. 지역별,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현황(2018/2020년 비교)

지역

전문/숙련 인력(명)
2018년

2020년

비전문/비숙련 인력(명)
2018년

증감

2020년

증감

강원도

1,195

688

-507

5,077

4,344

-733

경기도

6,717

8,788

2,071

217,714

162,208

-55,506

경상남도

4,926

2,307

-2,619

39,772

31,307

-8,465

경상북도

3,674

1,401

-2,273

23,984

19,194

-4,790

광주광역시

521

848

327

7,119

5,530

-1,589

대구광역시

937

1,389

452

8,834

6,523

-2,311

대전광역시

992

1,371

379

1,866

1,525

-341

부산광역시

4,416

2,195

-2,221

10,521

7,721

-2,800

서울특별시

9,688

11,394

1,706

83,527

48,619

-34,908

84

468

384

2,019

3,752

1,733

세종특별
자치시
울산광역시

865

748

-117

8,203

5,869

-2,334

인천광역시

1,883

1,930

47

26,127

19,830

-6,297

전라남도

2,898

720

-2,178

14,956

14,240

-716

전라북도

758

879

121

10,193

9,009

-1,184

제주특별
자치도

5,807

3,283

-2,524

4,763

3,783

-980

충청남도

2,065

1,192

-873

35,326

28,233

-7,093

충청북도
총계

436

780

344

20,915

17,041

-3,874

47,862

40,381

-7,481

520,916

388,728

-132,188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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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Cases of the African Immigrants in Europe and
the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Youngook Jang, Dong-Hee Joe, Hyun Jean Lee, and Minji 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on the economic, societal and policy response through
a case study of African immigrants in Europe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VID-19 travel restriction policy. A review of European
immigration cases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share of foreign workers is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dependence on
immigrant workers on domestic policy decisions in the time of national
emergency like epidemics.
Specifically, Chapter 2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EU. The foreign workers of the EU are concentrated in
member countries with large economies, such as Germany. Currently,
the number of non-EU immigrant workers exceeds that of intra-EU
immigrant workers, but the latter have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 sector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varies by country. More
than one-third of foreign workers in Germany are employ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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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sector, whereas in France, foreign employment stands out
in the service sector. The distribution of foreign employment in Belgium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native employment. Finland is
characterized by a high percentage of foreign employment in
agriculture compared to other EU member states.
Chapter 3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frican immigrants in
Europe. Many of the workers with African origin are either from
countries with an existing colonial background or with geographical
proximity. In terms of human capital, immigrant workers from Africa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ose under the age of 15, and are characterized by an overwhelming
majority of males. Also, the education and skill levels tend to be lower
among the African migrants, who also show a higher rate of
unemployment rate than the native-born or other migrants. These
characteristics suggest that immigrants from Africa may compete with
low-skilled native workers in the receiving country’s labor market.
The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of African migrants lead to socially
negative percept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 Europe, which
is the main focus of Chapter 4. When reviewing the previous literature
and statistical evid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African immigrants in the setting of school, workplace, and
media is indeed widespread. According to the European Social Survey,
the influx of skilled workers is found to be favored by the citizens of
receiving countries, and negative perceptions against African
immigrants are not independen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immigrants. In addition, a difference is observed between the
perceptions of immigrants from other EU countries and those from

172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Africa.
Chapter 5 attempts to study the impact of the presence of the foreign
workers on policy-making, and concludes that the strength of the entry
restrictions during the COVID-19 epidemic was affected by share of
foreign population. In the countrie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foreign workers,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supplying labor due to
entry restrictions and border closu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ntry restrictions were passively
imposed where the share of immigrant is high. This trend was observed
more conspicuously in high-income countries where various policy
combinations could be used in addition to entry restrictions.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had
an impact on policy-making in national emergency situations.
The above-mentione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futur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influx of immigrants or migrant workers is diverse, and despite its
benefits, it can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discrimination,
conflict, and polarization. As reviewed in Chapter 1,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given the trend of
declining population born in Korea, the incentives to block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s can be seen a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olicy alternatives in advance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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