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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박시내1)
요약
현재 귀화자와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4.2%로 향후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민자의 체류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해 개념정의 및 EU, OECD의 이민
자 사회통합 지표를 살펴보고, 이민자 통계작성을 위한 제언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에서는 귀화자를 포함한 해외출생 인구 기준으로 이민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귀화자까지
포 함 한 이 민 자 조 사 로 확 대 ·개 편 할 필 요 가 있 다 . 둘 째 , 이 민 자 포 괄 범 위 설 정 을 위 해 국 적 과 출
생 국 가 를 중 심 으 로 조 사 대 상 범 위 를 설 정 하 고 , 현 실 적 인 적 용 방 안 을 모 색 하 였 다 . 셋 째 , EU와
OECD의 이 민 자 사 회 통 합 지 표 와 분 석 결 과 를 살 펴 보 고 , 이 민 자 체 류 실 태 및 고 용 조 사 에 필 요 한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하여 표본설계, 조사 프레
임, 조사영역과 조사주기, 필수 조사항목 등 조사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용어 : 이민자, 외국인, 귀화자, 이주통계, 국제이주

1. 서론
국제이주는 인류의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현
대인들은 모국이나 거주국의 단일 국민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국제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노
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서구 사회는 인종·국적·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사회로 발전해온 한편, 이민 2, 3세대의 사회 통합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표구축 노력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
시 노동인력의 부족과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다문화 사회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국제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은 ‘배출-흡인(push-pull) 이론’으로 이
모델은 이주민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의 관계를 단순 도식화하여 설명한다(윤인진,
2013). 이 모델에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양국을 서로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이주민을 배출 또는 흡입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분절노동시장
론에서는 노동시장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분절된 형태임을 가정하여 선진국의 노동
시장이 고숙련-고임금, 안정적인 근로조건의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과

* 본 연구는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2016년)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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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저임금,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으로 분
절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모델에서는 내국인의 인적자본 수준이 향상되면서 1차 노
동시장을 선호하게 되고, 2차 노동시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를 유입하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내국인이 노동집약적인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게 되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
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한편 한국에서의 이민정책의 또 다른 축은 결혼이
민자의 유입이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영구적인 이주의 성격을 띤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한국에서의 이민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외국인력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
에서 결혼 이민자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왔다.
<그림 1.1>은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추이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약 49만 1천명에서 2005년 약 74만 7천명, 2010년 약 126만 1천명, 2016년 약 200만 2
천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귀화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귀화자는 2000년 약 3천 명에서 2005년 약 3만 1천명, 2010년
약 9만 9천명, 2016년 약 16만 7천명으로 2015년 이후 15만 명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외국인 추이는 2021년 300만 명, 2025년 400만 명으로, 2025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약 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외국인(200만 2천명)과 이민자(16
만 7천명)는 총 216만 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3% 수준이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은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일 때 가시화된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과 귀화
자의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이후에는 이민자(외국인+귀화자)와 자녀세대
의 사회통합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들의 실
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통계가 분산적으로 작
성·실시되었다. 이민자 관련 통계는 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에 애로점이 있어 행정자
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이민자 관련 통계는

<그림 1.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추이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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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가 있으며, 통계청의 「국제인
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가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통계청
의 「외국인고용조사」가 있으며,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의 「직종
별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실태파악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
부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 통계」가 있다. 이민자
관련 통계는 인구, 노동, 가족, 소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각 부
처에서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통계마다 용어의 정의
가 통일되지 못하며, 조사마다 중복성이 있어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민
자 체류실태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외국인 관련 조사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고용
조사」가 대표적이다. 가장 대규모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외국인을 조사대
상으로 하며, 표본조사의 경우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나, 외
국인의 커버리지가 낮아 자료 활용에 제약이 있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단기체
류자를 제외한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시
장 상황을 알려주며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귀화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
지 않는다. 한편 행정자료를 활용한 외국인 통계로는 「국제인구이동통계」와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가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국제인구이동 현황과 다문화 인구의 혼인·
이혼·출생·사망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 유치, 결혼이민자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의 현황 파악,
사회통합 등 정책수립을 위한 이민자 통계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관련 통계생산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체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
은 통계의 작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 같은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청에
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확대·개편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에 시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2).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해서 이민자 관련 국제기구의
정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이 되는 귀화자를 포함한 이민자 포괄범위 설정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또한 EU, OECD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와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향
후 이민자 통계제공을 위해 우리가 보완해야 할 필요 지표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
다. 한편 이민자 통계작성을 위해 조사프레임, 조사영역, 필수 조사항목 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점을 도출할 것이다.
통계청에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비정기·분
산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외국인 관련 통계를 통계청에서 체계적으로 실시·관리하여
통계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며,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
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 조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사항목의 개발원은 이민정책연구원(정기선 외, 2016년)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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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자 개념정의와 포괄범위
2.1 이주통계 프레임과 이민자 개념정의
이민자 체류실태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조사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
되어야 할 부분은 이민자(Immigrant)에 관한 개념 정의이다. 국제이동과 교류가 활발
해지면서 다양한 이주 목적을 띤 국제 이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한국 사회
에서는 해방과 분단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의 재유입과 보다 나은 삶은 위한 외국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인구의 유입
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 이민자, 학생 신분의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이주가 이뤄졌다.
이민자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민
자에 관한 포괄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민자 조사는 조사대상이 잘 포착되기 힘
들어 조사의 커버리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정보는 행정자료(주민등록, 거주처가 정보 등)를 자
료원으로 하여 많은 부분이 작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출입국 통계 등 이민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작성되
고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들은 서로 조사목적이 상이하며, 저마다의 조사목적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포괄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통계 작성을 위
한 일관된 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은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민자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이주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민자의 유량(Flow: Inflow & Outflow)과 저량
(Stock)을 통한 것이다. 이민자 유량(Flow)은 기준 년도 1년 기간 중(1월 1일 ~ 12월
31일)에 들어오거나 나간 이민자를 말하며, 이민자 저량(Stock)은 기준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수를 말한다. 한편 이민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
나, UN, EU, OECD에서는 크게 국적(Citizenship)과 출생지(Country of birth), 체류기
간(Period of arrival in the country)을 통해 정의한다. 이민자 정의를 국적을 기준으
로 한 경우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Foreigner)로,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로 개념화하게 된다. 외국인 인구에는 유입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지자를 일컬으며,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표 2.1> 국제이주통계의 유량(flow)과 저량(stock)
개념

내용

제시방식

자료원

이민자
유량(Flow)

이민자의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

유입/유출 이민자 수

국제인구이동
통계(통계청)

이민자
저량(Stock)

1.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2.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총수, 총인구 중 비율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

*한국은 외국인 인구만 제시함.
출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OEC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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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대도 이 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해외출생 인구는 출생지가 현재 거주지
와 다른 국가인 경우로 OECD에서 이민자는 국외 출생자(Person born abroad)로 정
의하고 있다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자(Immigrant)
에 관한 개념 정의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민자 인구가 10% 이상 수준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Labor market outcome), 빈곤은 이들의 사회통합을 측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이민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상
이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통계 간에 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다.
UN에서는 센서스 조사의 주요 개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국제 이
주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① 출생국가(Country of birth), ② 국적(Citizenship), ③ 도착
년도(Year or period of arrival in the country)를 권고한다(UN, 2008). UN과 OECD
기준을 참조하면 국제 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는 특정 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이
전 거주국과 다른 국가에 도착한 외국인이나 돌아온 내국인으로 정의하며, 국제이주자
는 사실상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계획으로 입국한 비상주인으로 정의한다(박경
숙 외, 2015; UN, 2014;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이종원·노용진, 2013).
국제비교를 위해 OECD나 EU의 이주민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민자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와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한 해
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이다. 국적과 출생지는 이민자 인구를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된다(OECD, 2012).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란 거주 국
가를 중심으로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한 이들
의 자녀세대 역시 외국인 인구에 포함되게 된다. 즉 외국인 인구란 출생지 국적을 유지
하는 이민자들과 거주 국가 태생의 2세대 및 3세대를 포함한 개념으로 귀화한 이민자들
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는 출생지(또는 출
생당시 어머니의 상주지)가 현재 거주 국가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해외출생 인
구는 국적과는 무관하게 국외 출생 이민자 인구에 중점을 두며, 이민자 중 국적을 거
주국으로 변경한 귀화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와 외
국 국적자가 거주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요약하면 해외출생 인구는 국경을
넘어 이주한 이민 1세대(귀화자 포함)라고 할 수 있다 4).

3) 해외 출생인구는 통상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에서 국적취득자를 더하고, 국내 체류기간 중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수는 빼서 산출
할 수 있다(이종원 외, 2013).
4) 한국에서 작성되는 외국인 저량은 출생국가 중심의 해외출생 인구가 아닌 국적 중심의 외국
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을 해외출생 인구를 기준
으로 이민자 통계를 발표한다. OECD에서 발간하는 국제 이주 통계에서는 회원국의 이민자
유량은 외국인 인구 기준이며, 저량은 외국인 인구와 해외출생 인구를 모두 발표한다(정기선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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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와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
외국인 인구

해외출생 인구

외국국적 소지자
출생지의 국적을 유지하는 이민자들과
거주 국가 태생의 2세대 및 3세대

국외 출생 이민자
이민자 중 귀화자 포함
국경을 넘어 이주한 이민 1세대

OECD는 이민자 인구를 정의함에 있어서 출생 시 외국국적을 갖고, 국외에서 태어
난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국외 거주자의 귀국 자녀들은 배제하는 것을
제안한다(OECD, 2012). 한편 OCED는 이민자의 자녀세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국외에서 출생한 부모의 현재 출생 자녀로 정의되며, 부모 중
한명 이상 현지 출생한 부모의 자녀세대를 그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민자의 포괄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구개념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인구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상주(常住) 인구와 현주(現住) 인구
개념이 있다. 상주인구란 법적인 등록인구가 아닌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는
인구를 말하며, 센서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다. 현주 인구는 조사시점에서 파악
되는 인구로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의 경우 상주인구와 현주인구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서비스 인구는 여기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주간인구와 일시적인 방문객까지 포
함한 인구 개념이다 5). 이민자 포괄범위에 상주인구 개념을 도입한다면 3개월 이상 거
주하는 외국인만 집계될 것이고, 서비스 인구 개념을 활용한다면 단기간 방문하는 외
국인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통계마다 이민자 포괄범위와 접근법에 차이가 있
는데,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서는 상주인구 개념에 해당하는 외국
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는 등록외국인 이외 90일 미
만의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서비스 인구 개념이며, 통
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15세 이상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상주인구 개념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세대, 유학생 등 이민인구가 점차 다양화되면서 잠시 이주했
다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의 외국인의 포괄범위는 수정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체류실태 전반을 포착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통합까지 측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
개발을 위한 이민자 포괄범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통계청은 이민배경인구(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
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OECD와 EU 역시 이 개념을 차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독
일 통계청의 정의한 이민배경인구는 ① 194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독일연방 지역
으로 이동한 자(출생국가 기준), ②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국적기준), ③ 독일에서 태
어 났고, 부모의 어느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외국인의 자녀세대)으로 정의되며, 이민
1세대 및 2세대까지 포괄한 개념이다(<표 2.4> 참조).
5) 한편 등록(燈錄)인구는 주민등록지에 기반한 인구로, 등록지와 상주지가 다를 경우 상호 간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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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구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개념
개념

정의

조사

상주(常住) 인구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인구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행자부)
외국인 고용조사(통계청)

현주(現住) 인구

조사시점에 파악되는 인구

-

서비스 인구

주간인구 + 일시적 방문객

체류 외국인 통계(법무부)

<표 2.4>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 인구
이민배경 없는 인구
이민배경
과
경험

외국인
이민배경
인구

이민배경
독일인
(귀화자)

본인 이주경험 있음(이민1세대)
본인 이주경험 없음(이민2세대)
본인 이주경험 있음(이민1세대)
본인 이주경험 없음
(이민2세대)

양쪽부모 이주
한쪽부모 이주

출처: 인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박경숙 외, 2005)

OECD는 독일 통계청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주배경 인구를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
주한 이민 1세대와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해외출생 이민 1세대인 국내 출생자, 즉
이민 2세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정기선 외, 2015; OECD, 2015). 한편
OECD의 이주민 통합지표 보고서에서는 이민자 통합을 위한 이민자 집단 구분 기준
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본인의 국제이주 경험(국적 취득과는 무
관한 해외출생 여부), 둘째, 이주경험이 있는 경우 이주의 시점(15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 셋째, 부모의 해외출생 여부이다(<표 2.5> 참조). 이민자들을 위 세 기준으로
분류하면, 네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① 15세 이전에 이주한 해외출생 이민자, ② 15세
이후에 이주한 해외출생 이민자, ③ 부모 모두 해외 출생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
④ 부모 중 한쪽이 해외 출생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이다 6). OECD가 독일 통계청이
제시한 이민배경 인구에서 이주시점으로 1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15세 이전과 이후
에 이주를 경험한 것(청소년기의 이주의 경험)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 인구 분류를 참고하면,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해외출생자)과 그 자녀세대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하위범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와 거주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로 구분할 수 있다(박경숙 외, 2015).

6) ③은 이민자의 자녀 또는 2세대(Native-born children of immigrant)라고 부르며, ④는 이주
배경 자녀 또는 2세대(Native-born children with mixed background)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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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OECD의 독일 통계청 이민배경 인구에 대한 정교화
이민배경 없는 인구

외국인
이민
배경과
경험

본인
이주
여부

이민배경
인구
이민배경
인구
(귀화자)

본인
이주
여부

이주경험 있음
(이민1세대)

이주
시점

15세 이전
15세 이후

이주 경험 없음(이민2세대)
이주경험 있음
(이민1세대)

이주
시점

15세 이전
15세 이후

이주경험 없음
(이민2세대)

부모
해외
출생
여부

양쪽부모이주
한쪽부모이주

출처: Indicator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OECD, 2015)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2.2 이민자 포괄범위 설정과 적용방안
이민자 포괄범위에 관한 국제적 기준(UN, EU, OECD) 및 독일 통계청의 이주배경
인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민자에 대한 정의는 크게 국적과 출생지, 거주 기간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거주 국가의 국적 유무로는 외국인(Foreigner)과 내국인
(Native), 출생국가에 의해서는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와 본국출생
인구(Native-born population)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국내에서는 90일을 기준으로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로 구분하며, UN에서는 장기이주(1년 이상), 단기이주(91일~1년),
일시이동(90일 이하)으로 분류한다.
외국인의 하위범주로는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 7),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등록외
국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 유학
생,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의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국적 취득자의 하위범
주는 귀화자(혼인귀화, 일반귀화, 입양), 국적회복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다. 국적
회복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국내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해외의 이주통계 프
레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국제적인 프레
임에는 적용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민자의 포괄범위를
설정하는데, 이 두 집단을 이민자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논의의 대상이다.
<그림 2.1>은 국적과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을 도시한 것
이다. 이 프레임의 대상범위는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이며, 영역의 구분에
국적과 출생 국가만 고려되었다. 제1 영역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출생한 경
우로 내국인과 귀화자의 국내 출생 자녀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내국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는 이민자 통계의 비교집단이 된다. 한편 국내 출생한 귀화자의 자녀세대
(양쪽 부모 귀화자, 한쪽 부모 귀화자) 역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므로 제1 영역에 속
하게 된다.
제2 영역은 외국국적을 갖으나, 국내에서 출생한 자이다. 이 영역에는 외국인의 국
7)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는 90일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UN은
1년 이상은 장기이주, 91일~1년 이하는 단기이주, 90일 이하는 일시이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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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출생 자녀세대가 속한다.
제3 영역은 국외에서 출생하였으나,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귀화자
가 대표적이다. 또한 귀화자의 국외 출생 자녀세대(중도입국 자녀)도 제3 영역에 속한다.
제4 영역은 국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나,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
외국인과 외국인의 국외 출생 자녀가 이 영역에 속한다.
이 프레임에서 제3, 제4 영역은 해외태생 인구이며, 제2와 제4 영역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고용조사는 제4 영역의 90일 초과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귀화자까지 확대하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실시된다면, 작성 대상
으로 기존의 귀화자에 대한 추가적인 포괄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세대와 귀화자의 국내 출생 자녀세대(양쪽 부모
이주, 한쪽 부모 이주 모두 포함) 및 귀화자의 국외 출생 자녀를 귀화자 포괄범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귀화자의 국외 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는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것이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부각되는 추세로 조사대상 범주
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한편 귀화자 중 귀환이동으로 국적을 회복한 자, 북한이
탈주민(새터민)은 귀화자의 포괄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국적회복자는 국제적
기준에서는 귀화자로 포함하기도 하지만(OECD), 실제 우리가 모집단으로 활용가능한
자료(외국인 주민현황, 등록센서스)에서는 국적회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귀화자 모집
단 범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8). 결국 이 프레임을 따른다면 이민자의 포괄
범위는 제4 영역 + 제3 영역 + 제1 영역의 일부(귀화자)가 될 것이다(<그림 2.1>참조).
국 적
한국
Ⅰ영역
내국인

국내
출
생
국

외국
Ⅱ 영역

귀화자의 국내 출생 자녀세대
(양쪽 부모 이주, 한쪽 부모 이주)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세대

Ⅲ 영역

Ⅳ 영역

가
국외

귀화자(이주 1세대)
귀화자의 국외 출생자녀세대(중도
입국 자녀)

귀화자 포괄범위
(국적회복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외국인(Foreign population)
외국인의 국외 출생 자녀세대

해외출생
인구
(Foreign-born
population)

외국인 고용조사와 시계열 유지
(90일 이하 단기체류자 제외, 15세 이상)

<그림 2.1> 이민자 통계개발을 위한 이민자 포괄범위의 설정
8) 외국인 주민현황에서 귀화자는 혼인귀화자와 기타의 사유로 분류되며, 귀화자의 자녀세대까
지 포함한다. 국적회복자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귀화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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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내

이민자 포괄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의 귀화자 모집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와 통계청의 「등록센서스」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 현
황조사 자료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 외
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
다.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의 조사대상은 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
류자(한국 국적을 갖지 않는 자), ➁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한국 국적
취득자), ➂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통계 작성방법은 한국국적
을 갖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부의 현황자료를 기초로 주민·가족 관계등록시스템 자료
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조정 및
검증 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료집계 후 공표하게 된다.
<표 2.6>은 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 결과이다. 국적미취득자의 하위 분류는 외국
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기타로 국적미취득자에서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이 기
는 체류자격이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F-2-1)’, 영주(F-5) 중 ‘국민의 배우자
(F-5-2)’, 결혼이민(F-6-1~3)인 자를 말한다. 유학생은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
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이다.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이며, 외국인 중 기타는 기업
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
지 않는 자이다.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와 기타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분
류되며, 귀환이동으로 인한 한국인의 국적 회복자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국적취
득자에서 제외된다. 혼인귀화자는 외국인 중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기타사
유는 일반귀화, 입양 등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외국인 주민 현황 조
사에서는 외국인의 자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자녀로는 결혼이
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표 2.6> 2015년도 외국인 주민현황
(단위: 명, %)

국적취득자
(158,064명, 9.1%)

국적미취득자(1,376,162명, 79.0%)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608,116
명

147,382명

84,329명

(34.9%)

(8.5%)

(4.8%)

외국국적
기타
동포
(기업투자,
(거소신고자) 취재 등)
286,414
249,921
명
명
(16.4%)

(14.3%)

혼인귀화

기타
(일반귀화,
입양 등)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92,316명

65,748명

207,693명

(5.3%)

(3.8%)

(11.9%)

자료: 「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결과 보도자료(행정자치부,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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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현황의 조사대상은 국적미취득자 및 국적취득자와 자녀세대까지 포괄
범위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조사를 귀화자의 모집단으로 한다면 국적취득자의
세부 분류에서 혼인귀화자와 일반귀화자는 <그림 2.1>의 Ⅲ영역에 속한다. 즉 출생국
가는 국외이나, 이주 경험이 있으며, 조사시점의 국적은 한국국적이다. 한편 귀화자의
자녀세대 역시 귀화자의 포괄범위에 속한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부모 양
쪽이 이주한 경우와 한쪽 부모만 이주한 경우이다. 외국인 주민현황에서 자녀는 결혼
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의 귀화자 틀에서
는 귀화자의 자녀만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중 본인과 배
우자 혹은 본인이 귀화한 경우 조사대상의 포괄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를 명백히 구
분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적 회복
자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입양으로 인한 귀화자는 외국인 현황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민자의 모집단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다른 자료는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자
료이다. 등록센서스에서 귀화자 자료는 법무부의 국적취득자명부와 주민등록부·가족관
계등록부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작성된다. 등록센서스에서 귀화자의 포괄범위는 행
자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와 동일하게 국적회복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귀화자
포괄범위에서 제외된다. 귀화자의 이전 국적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에는 이전 국
적 자료가 부재하여, 국적취득자명부와 연계를 통해 귀화자의 이전 국적 파악이 가능
하다. 귀화자의 귀화사유는 등록자료에서 분류 가능한 귀화사유는 혼인귀화와 그 이
외 사유의 수준이며, 혼인귀화는 혼인상태를 통한 간접적인 구분은 가능하다 9). 귀화자
의 자녀세대는 귀화한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귀화자 정보가 있다. 그러나 귀화
자 자녀세대의 세부 특성, 가령 귀화자의 국내출생 자녀인지 중도입국 자녀인지 입양
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해외사례
3.1 EU
유럽연합(EU)은 이민 수용국가로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
해 이민자 통합지표를 구축하였다. 이민자 통합 방법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핵심 정
책과제이며, EU의 최우선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의 작성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4년 헤이그 프로그램 채택 후, 통합정책 평가의 중요성 강조되었고, 2004년 11
월 EU의회는 통합을 위한 공통기본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2007년 EU의회는 통합정책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공통지표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에 EU의회는 통합정책 평가를 유럽국가 수준에서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고, 지표 관련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정기적 교류를 독려하였다. 2009년 EU 회원국들은 내각회의에
9) 등록센서스의 혼인귀화자는 8만 여명으로 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은 9만 여명보다 1만 여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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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민자 통합 정책 평가 및 지표의 공식적 확인에 대한 컨퍼런스를 조직하였으며,
통합정책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지표 개발을 요청하였다. 2009년 12월에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핵심지표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민자 통합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EU 장관들은 2010년 자라고자(Zaragoza)에서 열린 유럽연합 장관급
회의에서 EU 이민자 통합지표를 발표하였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목적은 이민자 현황 모니터링 및 통합정책 결과를 지원하는
것이며, 통합지표들은 ① 고용(Employment), ② 교육(Education), ③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그리고 ④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EU 이민자 통
합지표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통합 관련 지표들과
부가적인 영역(과잉자격자, 자가 고용, 언어 능력, 차별 경험, 공공기관 신뢰도, 선거권을
가진 인구 중 투표자 수, 소속감)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첫 번째 고용(Employment) 영역의 핵심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률, 과잉자격
(Overqualification), 자영업자 비중이다. 두 번째 교육(Education) 영역의 핵심지표는 최종
학업 성취(Highest educational attainment), 15세 인구 중 읽기, 수학, 과학 저성취자(Lowachieving 15-year-olds in reading, mathematics, science)의 비중, 30-34세 인구 중 고등교
육을 받은 비중(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교육 및 훈련의 조기 중퇴자(Early school
leavers from education and training) 비중이다. 세 번째 정책 영역인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의 핵심지표는 소득 관련하여 전체 인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Median disposable income),
빈곤률 위험수준(Risk of poverty)10),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하는 인구의 비중, 전체 인
구와 이민자 간의 자산 소유자 대비 비자산 소유자의 비중이다. 사회통합 영역의 핵심지
표는 주로 경제적 지표로 구성된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마지막 정책 영역은 적극
적인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이다. 이 영역의 핵심지표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비중(귀화율), 영구 거주권 또는 장기 체류권을 보유한 이민자의 비중, 선출된 대표자
들 중 이민자의 비중이다. Zaragoza 선언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과잉학력 근로자의 비중, 자영업자, 언어 수준, 차별 경험,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감, 투표권, 소속감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다(EU, 2012).
EU 이민자 통합지표에서 이민자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EU-LFS(EU Labor Force
Survey)와 EU-SILC(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였다. 이 조사들은 이민자만을 위해 기획된 조사는 아니지만, 이민자 식별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이민자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항목을 기
반으로 EU의 이민자 통계는 국적 기준의 외국인(Foreigner)과 내국인(Citizen) 통계, 출생지
기준의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와 국내출생 인구(Native-born population)
통계를 각각 작성한다. 그러나 이들 조사에서 이민자 현황을 파악할 때는 다음의 몇
몇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EU-LFS와 EU-SILC조사에는 최근 이주한 이민자들
은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일부 이민자들은 표본틀에서 누락되어 있다. 두 번째,
EU-LFS와 EU-SILC는 일반가구의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가구 및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무
응답률이다. 특정 이민자 그룹의 응답률은 전체 인구의 응답률보다 더 낮은데, 이는
10) 국가의 중위소득 60% 미만의 순가처분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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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 네 번째, 표본의 크기와 관련하여 EU 회원국 중 이민
자 수가 작은 회원국에서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확보가 되지 않아 EU-LFS와
EU-SILC를 통한 이민자들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시민권
(국적) 및 출생국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EU-SILC는 모든 구성원들의 출생국와 시민
권(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하지만, EU-LFS의 경우 16세 이상의 구성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민자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구성과 분석에서 연령그룹의 선택과 각 연령그룹별 영향력
을 명확하게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EU는 3개의 연령그룹(20세-64세, 25세-54세,
55세-64세)에 중점을 두고 통계지표를 작성하였다. 20세-64세 연령그룹은 “Europe
2020”의 첫 번째 목표11)를 위한 핵심 그룹이다. 55세-64세 연령그룹에 대한 지표화는
고령자들의 경제적·사회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해당 연령구간의
이민자 표본수가 충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25세-54세 연령그룹은 경제활동 연
령대의 이민자 현황 분석에 있어 최적의 연령그룹이다. 이렇게 연령구간을 설정할 경우,
비경제적 사유(학업, 은퇴 등)와 관련한 이민 효과 및 국적별, 출생 국가별 상이한 연령구
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당 연령그룹의 이민자 인구수는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이 가능할 만큼 크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국적별, 출신 국가별 내국인과 외국인, 국내 출생과
해외 출생 인구의 연령구조이다. <그림 3.1>을 보면, EU 27개 국가의 내국인의 연령
구조가 종형인 반면, 외국인의 연령구조는 마름모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은
0~20세까지는 내국인보다 구성 비중이 적은 반면 20~40대 전반 연령대에는 외국인의
인구구성 비중이 크다. 반면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인구 구성 비중은 외국인이 내국
인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즉 외국인의 연령별 인구규모는 내국인과 현저하게 차
이를 보이는데, 내국인 보다 20-30대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두터운 반면, 고령층 및 유
소년 인구는 내국인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림 3.1> 내국인과 외국인의 연령구조
<그림 3.2> 국내출생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
출처: EU,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tudy(Eurostat, 2011)
주: EU 27개 국가를 작성대상으로 함
11) “Europe 2020”의 첫 번째 목표는 20-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여성 인력 참여 증대, 고령
근로자, 노동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통해 최저 69%에서 최고 75%까지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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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국내출생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이다. 국내출생인구의 연령구조
는 내국인의 연령구조와 대동소이한 반면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에는 차
이가 있다. 외국인 연령구조에 비해 해외출생 인구의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이 매
우 적다. 이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해외출생 인구가 귀화하여 낳은 자녀세대는 국내
출생 인구가 되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 중 해외출생 인구의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다.
또한 조사 포괄범위의 문제로, 조사대상 자체에서 유소년 인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다.
<그림 3.1>과 <그림 3.2>를 통해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는 내국인과
국내출생 인구에 비해 청년층 인구는 두텁고, 고령층과 유소년 인구는 차지하는 비중
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구조 이외에 네 가지 정책 영역의 핵심지표를 분석한
결과, 고용률(Employment rate)의 경우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고용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으며,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과잉학력(Overqualification)의 비중
이 높다. 학업성취율은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 자녀세대의 학업 저성취자(low-achieving)
비중 및 교육 중도탈락률(Early leavers from education)이 높다. 빈곤위험률과 사회적 배제
율(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은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이 높으며,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위험율(Risk of poverty after social transfer)은 감소한다. 건강상태 인
지율(Self-perceived health status)은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으며, 재산소유율(Property
ownership)은 해외출생인구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3.2 OECD
OECD 회원국들의 정책 의제 가운데, 이민자와 자녀의 사회통합 정책이 중요해지
면서 OECD에서는 주요 회원국들의 노동시장통합에 대한 일련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OECD, 2007; OECD, 2008; OECD, 2012). 2012년에는 이민자 통합의 주요 측면을 반
영하는 OECD 이민자 통합지표를 구성하여, 회원국들에게 제공받은 범위 내에서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t Integration, 2012). OECD
이민자 통합지표의 구성영역은 배경지표(Contextual indicators), ① 가구소득(Household
income), ② 주택(Housing), ③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Health status & access to health
care), ④ 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의 교육수준(Education of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 ⑤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 ⑥ 직업특성(Job characteristic),
⑦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⑧ 차별(Discrimination)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EU의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는 국적 기준의 외국인(Foreigner)과 내국인(Citizen) 통계,
출생지 기준의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와 국내출생 인구(Native-born population)
통계를 각각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OECD 이민자 통계는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와 국내출생 인구(Native-born population)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작
성한다. 한편 이민자 인구는 출생 시 외국국적을 갖고, 국외 출생한 사람(국외 거주자
의 귀국자녀는 배제)으로 정의하며,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국외에서 출생한 부모의 현
지 출생한 자녀로 정의한다(OECD, 2012).
OECD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의 각 영역별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배경지표는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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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구특성, 이민자 자녀세대, 이민자 가구특성으로 구성되며, ① 가구소득은 가구
소득 분포(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빈곤(Poverty), ② 주택은 주택점유 형태
(Tenure status), 주거환경(Housung condition) 및 주거비용(Housing cost), ③ 건강지
위와 의료접근성은 건강상태 인지율(Perceived health status),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Unmet medical needs)로 구성된다. ④ 이민자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은 초등 전
교육 특성(Pre-primary education)과 15세 읽기 능력(Reading skills at age 15), 교육
성취(Education attainment), ⑤ 노동시장 성과 영역의 주요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 이
민자녀들의 실업률(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 outcome)과 NEET(Not in emp
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비율, ⑥ 직업특성 영역은 임시직 근로(Temporary
work), 파트타임 근로(Part-time work), 기능수준(Skill level of employment), 과잉자
격(Overqualification), 자영업(Self employment), 공공부문에서 이민자 자녀의 고용상
태(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s in the public sector), ⑦ 시민참여는 국적취
득(Acquisition of nationality)과 투표참여(Participation in voting), ⑧ 차별은 이민자
의 집단소속감과 차별인지율로 구성된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는 EU 통합지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출처 자
료원을 통해 지표화 된 것이다12). OECD 국가 중 해외출생 인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며, 룩셈부르크는 해외출생 인구의 비
중이 3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해외출생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
는 비중의 OECD 평균은 12%로 해외출생 인구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들은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칼 등 남부 유럽의 이민 후발 국가들과, 한국, 일본, 멕
시코 등이다 13). OECD 국가의 해외출생 인구 비중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2000-2001년에 비해 2009-2010년에 해외출생 인구가 전체 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OECD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의 영역 중 가구소득(Household income), 이
민자 자녀세대의 교육수준(Education of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 노동시
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 영역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
소득의 주요지표는 가구소득 분포와 빈곤률이다. 가구 소득 분포의 세부 지표로는 이
민지위에 따른 소득 분포와 상위 및 하위 가구의 소득분포이다. 가구의 이민지위는
이민가구(Immigrant household), 국내출생 가구(Native-born household), 혼합가구
(Mixed households)14)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민 지위별 연간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민가구의 소득이 세 유형 중 가장 적으며, 국내출생 가구
12) OECD 사회통합 지표에 활용된 자료원은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base, 캐나다
및 일본 인구센서스 자료, 미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EU-LFS(EU Labor
Force Survey), EU-SILC(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SHP(Swiss
Household Panel), HILDA(Household Income and Living Dynamics in Australia),
SLID(Canadian 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HES(New Zealand Household
Economic Survey) 등이다.
13) 한국과 일본이 OECD에 제공한 통계는 해외출생 인구가 아닌 외국인 인구이다.
14) 혼합가구는 가구주가 2명의 준거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한 명은 내국인, 다른 한 명은 해
외출생 인구인 가구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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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합가구의 가구소득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이민자 가구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이민자 가구 중 소득 하위
10%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32.0%), 핀란드(31.5%), 네덜란드(30.4%)이며, 상위
10%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11.3%), 호주(9.9%), 헝가리(8.7%)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이민자 가구의 소득 10분위 수 분포를 통해 국가별 이민자 가구의 소득
현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은 남부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이민 후발 국가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들 국가의 이민자 정착이 아직 진행되
는 단계임을 시사한다. 반면 유럽의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의 소득 하위 10% 비중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가구의 이민가구의 0-14세 유소년 인구의 빈곤률을 살펴보면,
국내 출생 가구의 유소년보다 이민자 가구에 속한 유소년들의 빈곤률이 높으며, 이민
지위별 유소년 인구의 빈곤률 격차가 큰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로 나타난다.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에서 중요한 영역은 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의 교육수준이
다. 이 영역의 자료원은 PISA(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EU LFS ad-hoc module,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adian
Census, Israeli LFS, US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등이 활용되었다15).이민자
의 사회통합은 이민자 본인뿐만 아니라, 2세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에 따를 사회통
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자 1세대는 일자리, 가족적인 사유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주하나, 이들의 본국 태생 2세대의 사회부적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도 한다. 이민자 국내 출생 자녀의 교육수준의 주요 지표는 초등 전 교육, 15세의 읽기
능력, 교육 성취이며, 각각은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본국 출생 자녀와 이민자의 본국
출생 자녀의 PISA 읽기 점수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 격차가 큰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본국 출생 자녀와 이민자의 본국 출생 자녀 집단 간 PISA 읽기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 즉 유럽의 이민 국가들에 비해 북미의 이민 국가들의 자녀세대의 읽기 능
력은 본국 출생 아이들과 견주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6).
<그림 3.3>은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별 25-34세 인구의 교육성취율(Education
attainment)을 저학력과 고학력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이민지위별로 이민자 의
자녀세대(Children of native-born)와 본국출생 자녀세대(Native-born children of immi
grant), 이민자(Immigrant)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교육성취도를 제시한다. 저학력
자의 비중의 OECD 평균은 본국 출생 자녀세대는 15%, 이민자의 본국 출생 자녀는
27% 수준으로 이민자 자녀세대의 저학력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반면 고학력자의
비중의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본국 출생 자녀세대와 이민자의 자녀세대 간 고학력자
15) PISA는 OECD 국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조사이며, EU LFS ad-hoc module
은 유럽 공통 노동력 조사의 부가 조사를 의미한다. 한편 US CPS에서는 이민자와 그 자녀
세대의 언어,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16) 이러한 결과는 이민국가의 언어와 상관성이 크다. 영어권 국가는 비교적 이민자 자녀세대
의 언어 습득이 수월하나,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본국의 언어를 습득하
는 것에 보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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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은 유사한 수준이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
은 본국 출생 자녀세대보다 이민자의 자녀 세대의 고학력자 비중이 오히려 더 높으며
호주, 캐나다의 이민자의 자녀세대의 대학진학률은 60%를 상회한다. 반면 벨기에, 룩
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본국 출생 자녀세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벨기에, 스페인의
이민자 자녀세대와 본국 출생 자녀세대 간 고학력 비중의 격차가 큰 편이다.

<그림 3.3>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별 25-34세 인구의 교육성취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OECD, 2012)
주: 교육수준은 국제표준교육분류 1997(ISCED 1997)에 의거하여 정의되었고, 총 3단계로 다음과
같다. ① 저학력 : 중등교육의 2순환 이하(ISCED level 3c short 까지), ② 중학력 : 중등교육의
2순환(ISCED level 3c short 이상에서 levels 3–4), ③ 고학력 : 고등교육(ISCED level 5–6)

마지막으로 다룰 영역은 노동시장 성과이다. 노동시장 성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성과 지표
에 활용된 자료는 EU LFS, 호주와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의 LFS, US CPS, EU
LFS ad-hoc module, 노르웨이의 등록 자료이다. 노동시장 성과의 주요 지표는 고용
률, 실업률, 이민자녀들의 실업률과 NEET 비율이다. 고용률의 세부 지표로는 노동시
장 성과와 추이 및 수렴, 이민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노
동시장 성과와 추이는 이민자와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 이민자와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 이민자의 성별 고용률의 시점별 비교이다.
노동시장의 수렴은 이민자와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의 차이, 체류기간에 따
른 시점별 생산가능 인구 이민자의 고용률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내국인 간
의 수렴현상을 파악한다. 고용률의 마지막 세부지표로 이민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
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주로 내국인 자녀와의 비교를 통해 부모의 출생국가 등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제시한다.
해외출생 인구와 본국출생 인구의 고용률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해외출
생 인구의 고용률 OECD국가 평균은 64%이며(남성은 72%, 여성은 56%), 고용률
55% 미만인 국가는 벨기에, 폴란드, 터키, 75%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스위스와 아이
슬란드인 것으로 나타난다 17). 이민자의 고용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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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투칼, 칠레, 미국,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11개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이민자보다 내국인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스웨
덴, 벨기에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3.4>는 15-64세 해외출생 인구의 고용률을 시점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0년 기간 중 OECD 국가 이민자의 평균
고용률은 1.5%p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는 강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여
성의 고용률은 동 기간 중 4.3%p 상승하였으나, 남성은 1.1%p 하락하였다. 특히 OECD
국가의 성별 고용율 격차는 여전히 큰 가운데, 2000년 대비 2010년의 이민자 여성의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OECD, 2012; 95). 남성 중 2000-2001년과 2009-2010
년 기간 중 이민자의 고용률이 상승한 국가는 호주, 네덜란드 등이며, 하락한 국가는 미
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여성의 경우 미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프랑
스, 캐나다, 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민자 자녀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를 살펴보면, 부모의 출생국가와 상관없
이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민자 자녀세대의 평균 고용률은 남성은 77%,
여성은 69% 수준이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자녀세대보다 본국
출생 부모의 자녀세대가 더 크다. 특히 덴마크의 이민자 자녀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민자 자녀세대의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
민자 자녀세대와 본국 자녀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큰 국가는 남성은 체코, 스페인, 벨
기에 등이며, 슬로바니아,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은 이민자 자녀세대가 본국
자녀세대보다 고용률이 높다. 여성의 경우 두 집단 간 고용률 격차가 큰 국가는 스페
인, 벨기에 등이며, 이민자 자녀세대의 고용률이 더 높은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캐나다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 15-64세 해외출생 인구의 고용률 시점별 비교(2000-2001년, 2009-2010년)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OECD, 2012)

17) 스위스와 아이슬란드는 유럽 국가 중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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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UN SDGs
2000년 제55차 UN총회의 새천년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15년까지 15년간 국제개발의 지침이 되
는 것으로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중심을 두고,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 60개의 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MGDs는 UN 및 OECD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
에 준비가 되었으며, 개도국에 중심을 두고 수립되었으며, 환경적 이슈를 적절히 다루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회, 경
제, 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는 현재 230개가 논의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GD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의 확장 및 완성을 지향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함
으로써, ‘2030 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수평적 관점을 확보하고, 빈곤과 삶의
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
전목표의 6개 영역은 존엄(Dignity), 정의(Justice), 파트너쉽(Partnership), 인류(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이며, 17개 목표로 구성된다.
<표 3.1>은 SDGs 지표 리스트이다. 17개 목표 중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경
감에 이민자 관련 지표가 제시된다. 세부목표인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토록 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에서 10.7.1 이
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근로자가 부담한 채용비용의 비중, 10.7.2 국제이민정책
지표가 잠정 지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세부목표 10.c는 2030년까지 이민자
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로 이민자의 송금 관
련 지표가 제시된다. 이민자의 본국으로 송금 문제는 이민이 비단 개인의 경제적인 선
택이 아닌 가족적인 전략이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과 라티노들은
이민을 통해 이민국에서의 경제적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화가 있다. 본국으로
송금되는 경제적 지원은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의 기능을 하며, 이주자의 안정적인
정착 후 남은 가족이 추가적으로 이주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이주 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근로자가 부담한 채용비용 비중과 국제이민정책지표 또한 SDGs의
잠정지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 SDGs 지표 리스트
목표(17개)

10.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세부목표
10.7 안전하고, 정기적
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의 이주 및 이동이 가
능토록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0.c 2030년까지 이민
자송금 수수료 3% 이
하로 감소 및 5%를 초
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잠정지표 리스트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근로자가 부담한 채용비용(recruitment
cost)의 비중
10.7.2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의 비율

출처: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U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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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사점
앞서 EU와 OECD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
은 단일조사가 아닌 회원국의 다출처 자료원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구축한 것
으로, 조사 간 개념 정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미국은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구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반면, 지역사회조사
(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같은 대규모 조사18)를 통해 이민자에 관한 많은
통계자료를 누적시켜왔다.
이민자 통계구축 방식은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는 미국형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아직 이민유입 초기 단계로(전체 인구의 약4.3%) 이민
자의 사회통합 문제까지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이민자 전체 규모나 귀화율
은 행정자료로 파악하는 한편, 이민자의 체류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를 개발하여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항목과 관련해서는 국제
적인 프레임을 준수하면서 한국적 특수성 또한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중 가구소득과 주택특성은 개인단위 조사에서는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
지만, 주택특성은 등록자료를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보건, 교육,
노동시장 성과, 직업특성, 차별 영역의 항목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통
해 자료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민자 통계작성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이민자 포괄범위에 대한 개략적인 프레임을 설정해보고, EU, OECD의
이민자 통합 지표의 세부지표와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정의와 포괄범위의 설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이민자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 국가나 국제기구별로 권고안에 차이가 있으며,
일관된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민자 정의의 기본 개념은 출생지와 국적
취득여부, 이주국 도착년도(거주기간)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출생지와 국적의
두 개의 큰 기준을 가지고, 이민자 포괄범위를 설정하여 보았다. 특히 최근의 국제 인구
이동 동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 이주의 형태(외국국적 취득 후 재입국, 동반입국 자
녀 등)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이민 2세대까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이민자 통계에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는 외국인 규모 및 입국 사유,
18) 미국은 10년 주기의 인구센서스 전수조사, 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상 시 인 구 조 사 (C PS: C urrent Population Survey)를 통 해 이 민 자 통 계 를 작 성 한 다 . 미
국의 인구센서스 전수조사는 기초적인 가구 및 인구조사로, 국적별 이민자의 총규모 및 성·연
령별 기본특성을 수집한다. 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구센서스 표
본조사에 해당하는 ACS에서 조사되는데, ACS 에서는 해외 출생여부, 시민권 여부, 영주권
여부, 언어 능력, 가정 내 언어적 상황, 본국 도착시점, 거주기간을 조사한다. CPS는 부모의
Foreign-born status를 통해 이민 2세대와 3세대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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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유율 및 주거비용, 귀화율의 3종에 불과하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통계는
OECD에서 요구하는 해외출생 인구가 아닌 국적 위주의 외국인 규모이다. 한편 OECD
이민자 통합 지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거의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 아직까지 이민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한 조사 프레임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20). 첫째, 표본설계와 관련하여, 고용조사와 체류실태 대상자를 달리한
이중표본 Frame을 가정하기 보다는 체류실태의 포괄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체류실태를
대상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이중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용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고
용조사의 시계열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외국인 조사에 귀화자까지 포괄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을 때, 귀화자의 속성은 대부분은 결혼귀화자와 그 자녀세대일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은 가구단위보다는 개인단위로 조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모집단이
되는 등록센서스의 가구자료는 일반가구, 시설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
기서 외국인가구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이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일
반가구나 시설가구에 속해 있는 외국인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등록
센서스의 개인자료는 귀화자와 그 자녀세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조사할 경우 모집단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셋째, 조사 프레임과 관련하여 공통 항목과 순환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공통 항목은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의 시계열을 유
지하면서 매년 실시하고, 순환항목은 체류실태와 관련하여 신규로 개발된 항목을 영역
별로 순환하여 조사하는 것이다21).
19)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국적 중심의 외국인 통계를 분산적으로 실
시·작성하고 있으며, 가장 대규모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하
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커버리지가 낮아 자료 활용에 제약이 있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나, 귀화자나 이민 2세대의 노동시장 성과까지 측정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20) 이민자 통계작성을 위한 제언을 하기에 앞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체계 및
항목 연구(정기선 외, 2016년)”의 연구내용에 대한 간략한 검토와 평가를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는데, 공통항목과 정책대
상별 특화항목으로 이원화하여 후자의 경우 체류자격별로 3년 주기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사회조사에 장기거주 외국인 포함시켜 조사
할 것과, 가구단위의 조사를 제안한다. 항목을 공통항목과 순환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조사하는
것은 응답부담의 감소와 조사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의 내국인 조사에 장기
거주 외국인 포함시켜 조사하는 것은 표본설계를 위한 모집단의 확보와 조사비용 면에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구단위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외국인의 모집단이 되는 등록센서스의 가구자료에서 외국인가구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가구와 시설가구에 포함된 외국인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단위 이민자 조사에서 가구소득과 빈곤은 파악이 어렵지만, 개인단위로 소득 관련 항목
을 조사하거나 주거실태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다.
21) 스위스 센서스는 Register, Structural, Thematic, Omnibus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Thematic survey는 ‘12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실시되고 있다(‘12년: 건강, ‘13년: 가족·세대,
‘14년: 언어·종교와 문화, ‘15년: 이동·교통, ‘16년 교육·훈련, ‘17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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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체류 실태조사의 영역 구성과 관련된 제안이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는 배경지표와 가구소득, 주택, 건강 등 여덟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사례와
우리 실정을 고려했을 때 제안되는 조사영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류실태 조사의 공
통항목을 구성하여 모든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기본특성을 조사한다. 다음 실질적인
조사 영역은 시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시장 성과, 교육(자녀세대), 소득·소비, 차
별 및 사회적 관계망, 건강·보건, 문화·여가 정도로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사대상은 영역별로 달리하며 노동시장 성과는 15세 이상, 교육(자녀세대)는 만6세~29
세, 소득·소비와 차별, 사회적 관계망, 건강·보건, 문화·여가는 만20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응답자의 범위를 통일하는 것이 아닌, 조사영역이나 항
목바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달리하며 조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동시장 성과는 외국
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귀화자나 이민 2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항목이다. 교육은 이민2세
대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과 소비는 조사가 어려운
영역이나, 이민인구의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 수립 차원에서 필요하며, 더불어 이
민자의 본국으로의 송금 역시 SDGs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요한 항목이다.
다섯째, 체류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영역을 분할하여, 순환조사하는 형태를 제안한
다. 기존의 외국인 체류조사는 체류자격별로 이뤄졌으나, 통계청의 사회조사나 스위스
의 센서스처럼 주제영역별로 순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짝수의
조사영역이 설정되면, 영역별 특성과 조사내용, 조사대상, 항목 수 및 난이도를 고려하
여 Set를 설정하고, 영역별로 순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가령 6개의 이민자 체류 실
태 영역이 설정되었다면, 2개 영역씩 3년 주기로 순환하거나, 3개 영역씩 2년 주기로
순환하는 방식이다. 3년 주기로 조사된다면 시의성은 떨어지나 응답부담을 감소할 것
이며, 2년 주기로 조사된다면 시의성은 확보되나, 응답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여섯째,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 선험국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민자 자녀세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해외출생 지위(Foreign-born
status)가 필수적이다. 부모의 출생국 지위에서 한사람 이상이 해외출생이면, 그 자녀세
대는 이민자 2세대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Spatial distribution)
는 매우 중요하다. 이민 1세대의 특성은 특정 공간에 밀집하여 분포하며, 이민자의 거
주지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유럽에서는 이민자
차별의식에 관해서 조사하나, 미국은 조사하지 않는다.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별의식에 관한 조사는 이민자 통합에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민 2세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가정 내 언어적 배경은 교육성취 및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송금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라티노를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송금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SDGs에서도 송금 관련 세부지표가 설정
되어 있으므로 조사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5. 맺음말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한 이민자는 2016년 기준 약 2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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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를 차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귀화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국내 유입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고용현황 뿐만 아니라
체류실태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이민자 통계작
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존에 통계청에서 실시되는 외국인 고용조사는 체
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사로 이민자의 전반적
인 체류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귀화자까지 포함한
이민자까지 확대하고, 체류실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문항을 개발하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개발·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보다 이민이 앞서 이뤄
진 서구사회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향후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민자 2, 3세대의 올바른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과 노
동시장 성과는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해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통계
작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EU, OECD 등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검
토를 통해 향후 이민자 통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표를 모색해 보았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통해서 각 부처에서 비정기·분산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외국
인 통계를 통계청에서 체계적으로 실시·관리하여 통계의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민자 통계 개발을 통해 외국인(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와 관련하여 해외기관의 자료제공 요구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접수, 2017년 2월 24일 수정, 2017년 3월 6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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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Si Nae Park1)
Abstract
Currently, the share of naturalized and foreigners are 4.2%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is
expected to be about 8%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25.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ccurate statistic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immigrants. This study shows several
results. Firstly, I have reviewed the defini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definition
of immigrants. As a results, The OECD makes immigrant statistics based on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cluding the naturalized population. Secondly, I set the coverage of immigrants
based on nationality and birth country, and examined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Thirdly, I
reviewed the EU and OECD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indicators and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I could get some suggestions about the survey items needs to develop the statistics of
immigrants. And Fourthl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survey including
sample design, survey framework and essential survey item for The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Key words : Immigrant, Foreigner, Naturalized population, Migration Statistics,
Internation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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