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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1)한국, 만, 일본의 이민자에 한 태도*

송 유 진**

아시아 내에서의 혼인이동과 노동이동이 증하는 실에서 한국, 만, 일본은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 다. 최근 들어 한국, 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우호

인 사회분 기와 이들에 한 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

들에 한 정책 마련을 해서는 이민자들에 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 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술분석 결과

에 따르면, 이민자 수 증가에 하여 만인은 가장 부정 인 응답을 하 고 다음으로 일본, 한

국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민자에 한 태도가 복합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민자에 

한 반감은 가장 낮은 반면 동질 인 민족정체성에 한 태도는 가장 높다. 한 이민자들이 

한국경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나 문화 인 다양성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

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연령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수 은 만의 경우에는 정 인 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민자에 한 가치 은 3개국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에 유

의미한 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민자에 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  교육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핵심 단어: 이민자, 태도 비교, 가치 , 국제이동

Ⅰ. 서론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이동에 있어서 외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송출

국의 경향이 강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시아 내의 인구이동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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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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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에도 주요 송출국과 유입국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은 일반 으로 동아시아 지역

의 국가들이며, 한국, 만, 일본이 표 이다. 반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은 주요 송출국의 표 인 이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일본이나 서구로의 

주요 송출국의 특성이 강하 으나 최근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함

에 따라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한국, 만, 일본 정부

는 이민자에 한 정책과 법  기반을 마련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민자들의 복지와 인권  이들을 한 정책  지원에 한 학

문  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들을 한 정책과 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자국민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 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의 이민자에 한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 인 사항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책이나 사회제도가 개인의 가치   태도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태도가 정책  사회제도에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이민자에 해 지니

는 반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어

려울 수도 있다. 특히 한국, 만, 일본과 같이 이민자에 한 정책이 안정 으

로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태도가 앞으로의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 으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마이다(Mayda, 

2006)는 이민자에 한 개인들의 태도가 국제이동의 흐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가 이민자들에 한 사회  분 기를 형성하고, 궁극 으로 이민자들을 끌

어들이거나 혹은 배척하는 정책  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에 한 개인들의 태도를 악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활발히 수행되었다(Alba, Rumbaut, and Marotz, 2005; Bilal, Grether, 

and Melo, 2001; Facchini and Mayda, 2006; Hainmueller and Hiscox, 2007; 

Kessler, 2001; Mayda, 2006; O'Rourke abd Sinnott, 2004; Scheve and 

Slaughter, 2001; Simon and Lynch, 1999).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서구 유럽

과 미국에 을 맞추었고 국제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국내에서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김상학, 

2004; 박수미․정기선, 2006)은 한국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를 분석하 으

나, 이는 한국인들의 소수자에 한 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를 포함

한 것일 뿐 이민자에 한 태도에 을 맞춘 것은 아니다. 외국인과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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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태도에 을 맞춘 연구는 최근 발간된 황정미 외(2007)의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인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서구유

럽과 미국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하 다. 따라서 최근에 동남

아시아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한 유사한 경험을 

지닌 한국, 만, 일본을 비교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아시아 국가들에 한 연구가 미미했던 원인은 한국, 만, 일본과 같은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한 시기가 비

교  최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만, 일본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으로 등장한 실을 고려할 때,  3개국의 국민들이 

이민자에 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비교분석하고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

은 이민자에 한 정책 마련에 요한 기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 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만, 일본인들

의 이민자에 한 태도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 다. 아시아 지역을 상으

로 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구체 인 가설을 검증하기보다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심으로 탐색 인 수 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다. 첫째, 한국과 만, 일본인들은 이민자에 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다

양한 질문을 통하여 악한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

는가? 둘째,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함의는 

무엇인가? 

와 같은 논의는 그동안 학문  주목을 받지 못하 던 동아시아 국가의 개

인들이 이민자에 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 인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한 이는 향후 이민과 련된 정책 수립  연구에 시

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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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선행연구 고찰

1. 한국, 만, 일본의 인구이동 황

앞서 언 하 듯이 그동안 한국, 만, 일본에서 찰되었던 국제이동은 주로 

자국민들이 서구로 나가는 외향이동에 해당하 다. 따라서 국제이동에 한 사

회 , 학문  심은 미미하 다. 그러나 지난 1990년  반 이후 동남아시아

와 남아시아로부터 한국, 만, 일본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증하 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아시아 내의 이동

이 증가하는 상에 하여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발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IOM, 200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격한 인구성장을 보이지만 경제발  속도는 이에 뒤지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

과 빈곤한 환경에 처해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격한 경제발 을 이루

었지만 고령화와 출산이라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겪음으로써 노동력 부족 

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 반 인 생활수   교육수  향상으로 인한 3D 

업종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만, 일본의 노동력 부족 상은 1980년 부터 

심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하여 1990년  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와 인턴제

도 등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기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

다(고모다, 2008; 설동훈․김윤태, 2004; 이정환․이성용, 2007). 이에 하여 

동남아시아인들은 노동의 기회를 찾아 동아시아로 거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하는 분야는 제한

이다. 를 들면 한국은 제조업, 건설업, 농림수산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하여 

단기 인 계약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하 다. 만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은 건설업, 제조업, 건강  의료 분야와 가정 내 돌 노동과 

같은 분야에 제한하 다(IOM, 2005). 일본 역시 단순노동자 심으로 외국인들

의 취업을 허용하 다(고모다, 2008).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동아시

아 국가로의 노동이동 뿐 아니라 혼인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혼인이동이 증가

하는 원인에 하여 한국, 만,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혼

에 한 가치  변화, 은 여성들의 이 향도, 출생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농  총각들이 결혼시장에서 비선호 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한

다(고모다, 2008; 김두섭, 2006; 김윤태․설동훈, 2005; 이혜경, 2005). 동남아

시아의 입장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하여, 혹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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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부담을 덜고 송 을 통하여 가족에게 경제 인 도움을 주기 하여 여성

들이 동아시아로의 혼인이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 

만, 일본의 경우와는 반 로 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혹은 외국

으로 거 이동하기 때문에 결혼 령기에 있는 농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혼인이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김 재, 2007). 혼인이동은 노동이동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혼인을 통

하여 안정 인 법  지 를 확보하기 해서 혼인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김 미, 2006).  

이 듯 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에 한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각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아도 이민자에 한 정의는 혼재된 것

을 알 수 있다. 가령 공식 으로 국 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를 일컫는 경우

가 있는가 하면, 국  취득과는 계없이 노동이동이나 혼인이동을 통하여 합

법 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컫는 경우도 있다. 혹은 법성에 

계없이 해당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를 일컫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에서 제공하는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비교를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이민자의 수를 악하기에 가장 합하다고 생각되는 

각국의 등록외국인 자료를 살펴보면 증가 추이는 <그림 1>과 같다.1)

법무부 자료(2007)에 따르면 1990년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49,507명

에 불과하 다. 그러나 2007년에는 등록외국인 수가 725,000명에 달할 정도로 

증하 다. 이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약 300,000명으로 추정되

어 한국을 “외국인 100만명 시 ”로 일컫게 되었다. 이는 체 주민등록인구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만은 등록외국인 수가 안정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약 384,000명에서 2006년 552,000명으로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난다( 만 내각부, 2006). 일본의 등록외국인 수는 한국이나 만에 비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며, 1990년 1,075,317명에서 2005년 2,011,555명으로 증가

하 다. 이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25만명을 넘

는다. 이는 일본 총인구 비 1.63%에 해당한다(일본 통계청, 2006).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난 등록외국인 수 증가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

요하다. 앞서 언 한 것처럼 국가마다 이민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

1) 한국, 만, 일본 모두 외국인 등록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1>에서 

만의 자료가 2003년부터 제시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 때문일 뿐 만의 이민자 유입

의 역사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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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등록외국인 수 증가 추이: 199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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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법무부(2007), 만 내각부(2006), 일본 통계국(2006).

문이다. 가령 만의 경우는 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최근에 입국하는 이

민자들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민자 는 외국인으로 분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나타난 만의 등록외국인 수는 과소 추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재일교포와 같이 여러 세 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old-comers)과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들

(new-comers)을 모두 등록외국인에 포함한다. 즉 일본의 자료는 등록외국인 

수를 과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민자에 한 상이한 정의는 국

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이민자로 

생각하는 주 인 정의와 국가에서 이민자로 분류하는 공식 인 정의가 다르

기 때문에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등록외국인들의 유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한국, 만, 일본 

모두 노동이동을 통하여 이주해 온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

의 경우는 2007년 보고된 725,000명  56%는 노동이민자, 14%는 혼인이민자, 

유학생이 7%, 나머지는 기타에 해당한다(법무부, 2007).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의 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2월 말 기 으로 2%에 달한다

(IOM, 2005). 만의 경우는 2002년 등록된 405,751명의 외국인  62%가 노동

이민자, 14%가 혼인이동을 통하여 입국한 이민자, 나머지는 기타에 해당하 다

(설동훈 외, 2005). 일본 역시 약 200만에 가까운 등록외국인  약 40% 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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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일본 통계청, 2006). 최근에는 혼인이동

을 통한 이민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6년 체 결혼건수  

12%가 국제결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만은 2003년에 이

미 체 결혼건수  32%가 국제결혼에 해당하 다. 반면 일본은 2003년 체 

결혼건수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하 다(설동훈 외, 2005).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이동과 혼인이동을 통하여 한국, 만, 일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수는 이미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들  다수는 장기 

체류를 하며 국  취득을 목표로 함을 가정할 때, 한국, 만, 일본은 가까운 

장래에 다민족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2.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으로 경제 인 측면과 문화 인 측면이 두된다. 이민자에 한 개인의 태도

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수행되었고, 따라

서 노동이동에 의한 이민자들에 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

지 기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 인 측면을 강조한다(Bilal et al., 2003; Kessler, 2001; Scheve and 

Slaughter, 2001). 

즉 노동시장경쟁(labor market competition) 가설에 의존하여 이민자에 한 

개인의 태도는 이민자들이 해당국가의 자국민에 비하여 어떤 기술을 지니고 어

떤 직종으로 진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가령 이민자들의 기술이 

자국민들보다 낮을 경우, 기술수 이 높은 개인들은 이민자들에 해서 호의

인 태도를 지니지만 기술수 이 낮은 개인들은 이민자들에 해서 거부감을 보

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민자들과 유사한 기술수 을 지닌 개인들은 노동시

장에서의 경쟁  을 감지하여 이민자들에 한 부정 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풀이된다. 

치니와 마이다(Facchini and Mayda, 2006) 역시 이민자들에 한 개인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 인 요인에 주목하 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시장경쟁이나 그로 인한 임  하락 압력에 을 맞춘 것

이 아니라, 정부가 이민자들을 하여 마련하는 정책 집행에 요구되는 세 율

이 개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최근에는 경제 인 요인 뿐 아니라 문화  요인( : 가치 )의 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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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Alba, Rumbaut, and Marotz, 2005; Simon and 

Lynch, 1999). 사이몬과 린치(Simon and Lynch, 1999)는 서구 7개국의 비교연

구를 통하여 개개인이 지니는 국가정체성에 한 가치 이 이민자에 한 태도

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즉 강한 국가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은 이민자

의 유입이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하여 부정 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알바와 동료들(Alba et al., 2005)은 미국의 일반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인들이 지니는 인종과 민족 

구성에 한 왜곡된 사고가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에 한 부정 인 태도를 낳는

다고 보고하 다. 를 들면 미국인들은 인구 구성에 있어서 소수민족이나 이

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  해석하여 이민자들에 한 막연한 감과 부

정 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박수미와 정기선(2006)의 연구는 개인이 지니는 반 인 가치 과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자에 한 태도의 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 다. 자료 분석 결

과 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보편 인 가치 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소수자

에 하여 호의 인 태도를 보이고 권력과 권 를 추구하는 가치 을 지는 사

람들일수록 소수자에 하여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뮬

러와 히스콕(Hainmueller and Hiscox, 2007) 역시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

에는 가치 의 향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개인의 교육수 을 통하

여 가치 의 향을 간 으로 악하 다. 를 들면 교육수 이 높은 사람

들일수록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 을 지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민

자들에 해서도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개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의 결정요인을 악함에 

있어서 경제 인 측면이나 문화 인 측면  하나에 을 맞추었다면, 최근 

수행된 소수의 연구는 경제 인 측면과 문화 인 측면에 모두 주목하 다

(Mayda, 2006; O'Rourke and Sinnott, 2004). 노동시장에 한 고려와 같은 경

제 인 측면은 물론 개인이 지니는 이민자에 한 가치 과 국가정체성, 자

심, 다문화 수용 등에 한 가치 들이 이민자에 한 반 인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미 언 하 듯이 기존 연구들은 부분 서구에 제한 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아시아 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동훈(1997)은 한 논문에

서 한국인들은 노동이민자들에 해 막연한 부정 인 태도를 지닌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정 인 태도는 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자에 한 근거 없는 부정 인 편견 - 를 들면 이민자들은 게으르다, 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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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비효율 이다- 이라고 평가하 다. 

최근에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김상학, 2004; 황정미 외, 2007)은 소수자 혹

은 외국인에 한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  거리감’이라는 척도를 사용

하 다. 이는 사회심리학 인 근으로 외국인이나 타민족에 한 평가는 논리

인 분석보다 감성 인 평가의 결과임을 제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사

이에 얼마나 친 감을 느끼는가를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다양한 

국 의 외국인들에 하여 사회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한국인들은 선진국 출

신( : 미국)에게 높은 친 감을 느끼고 후진국 출신( : 동남아시아)들에게는 

낮은 친 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한 태도는 

출신국에 따라 이 임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황정미 외, 2007).

이 연구는 한국, 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구

체 인 가설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사회심리학 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인구사

회학 인 특성과 이민자에 한 다양한 가치 들이 어떤 연 성을 보이는지에 

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Ⅲ.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 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 다. 국제사회조사 로그램은 가입된 국가들을 상으로 동일한 주제에 

하여 주기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국가정체성’ 모듈은 1995년에 처음

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가정체성’ 모듈에서 한국에 한 정보가 최 로 수

집된 것이 2003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03년 모듈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2)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나라에서 이민자(ISSP 조사에서는 이민자를 정착하기 

하여 입국한 외국인으로 정의함)의 수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 다. 이 문항에 한 선택 항목은 다음의 5가지 -1) 

2) ISSP 2003년 자료에는 총 43개국(유럽, 남미, 아시아, 아 리카, 아랍국가 포함)의 44,170명의 응답

자들에 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이 에서 한국, 만, 일본의 자료만 사용하 다. 한

국, 만, 일본은 모두 층화표집법을 사용하 고 조사원에 의한 면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ISSP

에 포함된 부분의 국가들은 응답자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용하 으나 한국은 18세 

이상, 만은 19세 이상, 일본은 16세 이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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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약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지 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약간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많

이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를 포함한다. 이민자에 한 태도를 다양한 측면

에서 질문하는 문항들이 많았지만 이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하여 선택

한 이유는 이민자에 한 반 인 태도를 가장 종합 으로 반 한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1995년 ISSP ‘국가정체성’ 모듈을 활용한 기타 선행

연구들에서도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Facchini and Mayda, 2006; Mayda, 

2006; O'Rouke and Sinnott, 2004). 이 연구에서는 의 문항을 활용하여 “이민

자 선호”라는 새로운 명목변수를 생성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3) 

의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이민자에 한 

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한 문항들  몇 가지를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사

용하 다. 를 들면 “이민자에 한 다음의 진술들에 하여 당신은 어느 정

도 동의합니까? 1)이민자들은 범죄율을 증가시킨다, 2) 이민자들은 새로운 가

치와 문화를 들여옴으로써 나라를 발 시킨다, 3) 이민자들은 일반 으로 국가 

경제에 요한 역할을 한다”가 포함된다. 더불어 민족 자부심과 민족 정체성에 

한 문항도 활용하 는데, 민족 자부심에 한 문항은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이다. 민족 정체성에 

한 문항은 “어떤 이들은 진정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 해서는 이 나라에

서 태어나는 것이 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진술의 내용이 얼마나 요

하다고 생각합니까?”이다. 의 문항들에 한 선택 항목은 동의정도를 5  척

도로 측정한 것이다.4)  

우선 으로 의 문항들에 한 응답 분포를 살펴 으로써 한국, 만, 일본

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수집하 다. 더불어 “이민

자 선호”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어떤 

사회인구학  특성  가치 (민족 자부심, 민족 정체성, 그 외 다양한 측면에

서 살펴본 이민자에 한 반 인 가치 )이 이민자에 한 태도에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이민자 선호” 변수는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제외하고 선택항목  1, 2, 3을 1로 코딩하고 4, 5는 

0으로 코딩하여 생성하 다. 그러나 <표 2>에서는 각국의 동의하는 응답률의 차이를 보여주기 

하여 동의, 립, 동의하지 않음의 3 항목에 한 응답률을 제시하 다.  

4) 이 문항들 역시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제외하고 선택항목  립의견을 포함하여 동의하는 항목

들을 1로 코딩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0으로 코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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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만, 일본 응답자들의 특성

한국 만 일본

성별
남성 44.0 52.9 53.9

여성 56.0 47.1 46.1

평균연령 41.3 42.8 50.1

평균 교육년수 11.9 10.6 12.2

직업

문․ 문직, 사무직 24.7 23.1 15.0

서비스직 28.1 21.8 22.5

단순노동  기타 12.4 21.0 10.3

농어업, 업, 수산업 14.7 14.0 12.4

무직 20.1 20.1 39.8

총 사례수 1,113 1,595 728

Ⅳ. 결과

<표 1>은 한국, 만, 일본 응답자들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제시한다. 조사

에 포함된 총 응답자 수는 한국 1,315명(응답률 66%), 만 2,016명(응답률 

46%), 일본 1,102명(응답률 61%)으로 상이하다. 각 질문에 한 결측치를 제

외한 후 이 논문의 분석에 실제로 사용된 응답자의 수는 한국 1,113명, 만 

1,595명, 일본 728명이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만과 

일본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평균연령은 한국과 만은 40  반으로 

나타나며 일본은 50세 정도로 가장 높다. 평균 교육년수는 반 으로 유사하

지만 일본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평균 교육년수 뿐 아니라 응답자들의 교육년

수 분포를 살펴보아도 일본의 경우만 유일하게 무학이나 평균 교육년수 1-4년

에 해당하는 응답이 찰되지 않았다. 

직업의 분포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찰된다. 가령 문․ 문직  

사무직의 비율이 한국과 만은 24.7%, 23.1%로 유사한 편이나 일본은 15.0%

로 낮다. 반면 서비스직의 비율은 한국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만과 

일본은 22.5%, 21.8%로 유사하다. 단순노동  기타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10%  반을 차지하고 만은 21%에 해당한다. 농어업, 업  수산업의 비

은 반 으로 낮은 편이다. 학생과 업주부를 포함한 무직의 경우는 한국

과 만은 20%로 동일하게 나타나나 일본은 39.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특성, 특히 평균연령, 평균 교육년수, 직업분포는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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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만, 일본 응답자들의 이민자 련 태도

한국 만 일본

앞으로 이민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동의 25.5 5.0 14.3

립 39.0 20.2 35.9

동의 안함 35.5 74.8 49.8

이민자는 범죄율을 높인다
동의 35.0 65.0 74.3

동의 안함 65.0 35.0 25.7

이민자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동의 55.0 35.7 36.1

동의 안함 45.0 64.3 64.3

이민자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여 

나라를 발 시킨다

동의 28.7 55.6 19.6

동의 안함 71.3 44.4 80.4

다시 태어나도 이 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

동의 71.1 79.8 85.0

동의 안함 28.9 20.2 15.0

이 나라의 진정한 민족이 되기 해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요하다 

동의 80.1 67.8 77.1

동의 안함 19.9 32.2 22.9

총 사례수 1,113 1,595 728

특성  상황을 어느 정도 반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민자에 한 다양한 진술에 하여 한국, 만, 일본 응답자들이 어떤 태도

를 지니는지에 한 기술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향후 이민자의 

수 증가에 한 각국 응답자들의 응답을 비교하여 보면, 만인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5%) 다음으로 일본(14.3%), 한국(25.5%) 순서로 나타난다. 

립 의견을 포함해도 순서는 동일하다. 즉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하

여 만인들이 가장 반 하는 편이며 일본은 간, 한국은 가장 허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 국가의 이민자 유입 경험  역사와 련되는 것

은 아닌지 추정할 수 있다. 

만과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이민자 유입의 경험을 일  시작하 다. 특히 

만의 경우는 결혼이민자가 체 결혼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외

국인 신부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만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가에 이

민자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에 하여 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반면 한국은 본격 인 이민자의 유

입이 비교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하여 

상 으로 허용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그 외 이민자에 한 다양한 진술에 하여 만과 일본 응답자들은 한국 응

답자들에 비하여 비교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가령‘이민자가 범죄율을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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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민자에 한 부정 인 진술에 만(65%)과 일본(74%) 응답자들은 과반 

수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낸다. 반면 한국 응답자들은 이 진술에 하여 

35%의 찬성률을 보인다. ‘이민자가 국가경제 발 에 도움이 된다’는 이민자에 

한 정 인 진술에 해서는 만과 일본 응답자들이 약 36% 정도의 낮은 찬성

률을 보이고, 한국 응답자들은 55%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낸다. 즉 만과 일본 

응답자들은 이민자에 하여 부정 인 태도가 상 으로 높고 한국 응답자들은 

이민자에 하여 정 인 태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민자가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여 나라 발 에 도움이 된다’는 정 인 진

술에 해서는 의 양상과는 다른 응답이 찰된다. 즉 이민자들에 하여 부

정 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악된 만인들은 의 진술에 하여 약 56%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이민자에 하여 정 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생각

된 한국인들은 29%의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 다. 일본 응답자들은 의 진술

에 하여 약 20%의 찬성률을 보임으로써 이민자에 하여 반 으로 부정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와 같은 기술분석 결과에 하여 왜 

국가별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며 한국과 만 응답자들은 왜 이민자에 하여 

약간의 복합 인 태도를 보이는지 단정 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

인들의 경우는 이민자에 해 반 으로 부정 인 태도를 지니기는 하지만 다

수의 이민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는 경험을 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문화

를 수용하는 것에 해서는 열린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반면 한

국인들은 이민자들이 노동이동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하

지만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해서는 허용 인 태도가 약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한국인들이 일반 인 민족 ,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해서는 

정 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웃돌 정도로 높은 반면 외국인 이주자들

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구체 인 진술에 해서는 정 인 응답률이 

24% 가량으로 어든다는 기존 연구결과(황정미 외, 2007)와 일맥상통하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추상 인 수 에서 인정하는 문화  다양성에 한 태도와 구

체 인 수 에서 인정하는 이민자들의 문화  다양성에 한 기여에 한 태도

에는 괴리가 있다고 단된다.  

민족 자부심을 나타내는 진술에 해서는 한국(71%), 만(80%), 일본

(85%) 응답자 모두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진정한 민족의 조건으로 자국에

서 태어나는 것의 요성에 한 진술에 해서도 한국(80%), 만(68%), 일

본(77%) 응답자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 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일본 

응답자들은 상 으로 일 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 즉 이민자에 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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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 인 태도를 견지하며 높은 민족 자부심을 나타내고 자국에서 태어

나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조건으로 요하다는 진술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반면 만과 한국은 복합 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 양상은 한국 응답자들에

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한국 응답자들은 이민자 수 증가에 해서 가장 허용 이고 이민자에 

해서도 반 으로 정 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이민자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

에 해서는 낮은 찬성률을 보이고 진정한 민족의 조건으로 자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요하다는 진술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그 다면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에서 나타난 복합 인 응답의 양상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과 배우자를 확보하기 하여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것에 

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수용

하면서 어울려 함께 사는 것에 해서는 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면 으

로 보여 다고 생각된다.   

황정미 외(2007)의 조사결과 역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해 지니는 이

인 태도를 보여 다. 즉 한국인들은 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해

서는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하지만 이들을 임시체류자로 생각하는 경향

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는 상당히 선별

으로 혹은 이기 으로 형성될 수 있는 험성을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필요에 

의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태도가 약하다면 이민자의 수가 증하는 실에서 이민자에 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만, 일본 응답자들의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이민자 선호)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

어 있다.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수 은 가치 을 반 하는 요인으

로 고려한 경우도 있다(Hainmueller and Hiscox, 2007). 한 직업은 기존 서구 

연구들에서 노동시장 경쟁 가설에 따라 이민자 선호에 한 태도에 향을 미

치는 경제  요인으로 고려하기도 하 다. 즉 이민자 선호에 한 태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악할 때 직업을 경제 인 요인으로, 그 외 이민자에 한 

다양한 가치 을 비경제 인 요인으로 비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  요인과 비경제  요인의 비를 통한 가설 검증이 목 이 아니라 어떤 

요인들이 이민자 선호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직업

을 개인  특성으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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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만, 일본

한국 만 일본

개인의 

특성

성별(여성)

  남성 0.17 0.24 0.21

연령 -0.01** -0.01** -0.02***

교육년수 0.02 0.05** 0.06

직업( 문․ 문직,사무직)

  서비스직 -0.21 -0.12 -0.34

  단순노동  기타 -0.78*** -0.52** 0.20

  농어업, 업, 수산업 -0.49** -0.35 -0.66**

  무직 -0.18 -0.07 -0.24

가치

민족 자부심 -0.18 -0.25 -0.54**

민족 정체성(자국 출생의 요성) -0.41** -0.16 -0.38

이민자와 범죄율 증가 -0.84*** -1.12*** -1.40***

이민자의 경제발  기여 0.70*** 0.85*** 0.52***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 소개 0.54*** 0.38*** 0.83***

Likelihood ratio χ2
 163.2*** 283.8*** 179.7***

총 사례수 1,078 1,595 728

주: *p<0.05, **p<0.01, ***p<0.001

한국, 만, 일본 응답자들의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통계  유의미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찰되지만 방향성은 

반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연령은 한국, 만, 일본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이민자 수 증가에 하여 정 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만의 

경우에만 통계  유의미성을 보 다. 

직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문․ 문  사무직에 비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체 으로 이민자 수 증가에 하여 부정 인 응답을 한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통계  유의미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가령 

한국의 경우는 단순노동  기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농어업, 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통계 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었고 만은 단순노동 

 기타, 일본은 농어업, 업, 수산업 종사자들의 응답이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 의 결과에 하여 단정 인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쟁 가설을 한국, 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한 태도를 

해석하는 데에 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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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본의 경우 부분의 노동이민자들이 단순노동  기타직, 혹은 농어업, 

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실을 고려했을 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국민

들은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직장을 잃거나 임 이 어드는 것을 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하여 부정 인 태도를 

지닐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해서는 

각국의 이민자들이 구체 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며 이들이 각 업종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어떠한지 등에 한 면 한 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자에 한 다양한 가치 과 민족 자부심  민족정체성의 향을 살펴보

면, 민족 자부심과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는 부정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족 자부심의 효과는 일본의 경우에만 통계  유의

미성을 보 고, 민족정체성의 효과는 한국의 경우에만 통계  유의미성을 보

다. 이민자에 한 다양한 가치   ‘이민자는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이민자

에 한 부정 인 태도는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며 이는 한국, 만, 일본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외 ‘이

민자는 국가경제 발 에 기여한다’와 ‘이민자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는 이

민자에 한 정 인 태도는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 한국, 만, 일본 모두에서 통계 인 유의미성을 보 다.

Ⅴ. 논의  제언

이 연구는 최근에 국제이동의 주요 유입국으로 등장한 한국, 만, 일본인들

의 이민자에 한 태도를 살펴보기 한 목 으로 출발하 다. 노동이동과 혼

인이동을 통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함에 따라 한국, 

만,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국제이동은 과거에도 있었

으나 장기 으로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형태의 이민자들의 등장은 비교  최근

에 나타난 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와 사회통합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부

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이동이나 이민자들에 한 본격 인 연구

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민자에 한 구체 인 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민자에 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이민자에 한 자국민들의 태

도에 한 분석과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서구에서 행해졌던 연구처럼 개인의 이민자들에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비교  17

한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경제 인 요인과 문화 인 요인(가치 )의 향을 비

교하고 구체 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 만, 

일본인들은 이민자에 하여 어떤 태도들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민자 수 증

가에 한 태도에는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 탐색 인 수 에서 살펴보

고자 하 다. 

국제비교를 하여 ISSP 2003년 ‘민족정체성’ 모듈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만인들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들여와서 사회를 발 시킨

다’는 진술에 높이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민자에 하여 반 으로 가장 

부정 인 태도를 보 다. 일본인들 역시 이민자에 하여 반 으로 부정 인 

태도를 보 다. 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해서는 가장 허

용 인 태도를 보 으나 그 외 이민자에 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 모순 인 

태도를 나타냈다. 가령 ‘이민자가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부정 인 진술에는 

가장 반 하 으며 ‘이민자가 국가경제 발 에 기여한다’는 진술에 해서는 가

장 높은 동의율을 보 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인들이 이민자에 하여 상당

히 호의 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민자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들여와서 국가를 발 시킨다’라는 진술에는 가장 낮게 동의하며, ‘진정

한 민족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자국에서의 출생이 요하다’는 진술에 해서

는 가장 높게 동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이민자에 하여 일면으로는 호의 이

지만 일면으로는 배타 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분석에 이어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를 ‘이민자 선호’로 보고 

이에 하여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만, 일본 3

개국 모두에서 연령은 이민자 선호에 부정 인 연 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 은 이민자 선호에 정 인 연 성을 지니지만 이는 만에서만 

통계  유의미성이 찰되었다. 직업의 경우에는 한국과 만에서는 단순노무 

 기타와 농어업, 업, 수산업 종사자가 부정 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에서

는 농어업, 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자부심과 민족정체성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만 통계  유의미성을 보

으나, 그 외 이민자에 한 다양한 가치 들은 이민자 수 증가에 하여 한

국, 만, 일본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민자에 하여 

어떠한 가치 과 태도를 지니는지가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한 태도와 이민

자를 수용하는 태도에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민자를 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앞서 자국민들을 상으로 이민자들에 한 정 인 가치

과 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며 이민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이해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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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한국, 만, 일본을 심으로 이민자에 한 태도 분석 연구가 미

미한 실정에서 탐색 인 수 에서나마 기 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ISSP 자

료는 이민자의 다양한 특성, 를 들면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와 유입 경로 등에 

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설문지에서 이민자를 ‘정착하기 하여 입국한 외국

인’으로 정의하 지만 이 정의 자체도 상당히 모호하다. 개인의 이민자에 한 

태도는 이들의 출신국가와 이들의 유입 경로( : 노동이동이냐 혼인이동이냐)

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동일하게 취업이나 혼인을 목

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도 출신국에 따라 자국민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둘

째, 설문지에서 이민자에 한 정의를 제시하 다 할지라도 각국의 응답자들이 

구체 으로 이민자에 하여 지니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도 배제할 수 없

다. 앞서 언 하 듯이 한국, 만, 일본은 이민자에 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이민자에 한 상이한 

정의는 결과 으로 이들의 응답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자료 분석 결

과에 하여 왜 한국, 만, 일본인들이 이민자에 하여 다른 응답을 보이며 

왜 어떤 요인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은 그 지 않는지 명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이는 각국의 이민자 유입 경험과 역사, 그리고 이민자들

의 특성 등과 같은 구체 인 정보와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의 이민자에 한 태도는 각 국가의 거시 인 지표(경제 인 상황이나 인구구

조 등)의 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거시 인 지표들에 한 

논의가 언 되지 않은  역시 제한 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의 과

제로 남는다. 

이와 같은 제한 을 극복하기 하여 앞으로 이민자에 한 태도에 한 연

구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 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

에는 한국, 만, 일본의 경우 이민자들의 실태 악에 연구가 집 되어 있고 

이들의 복지를 한 정책 마련에 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자

국민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함을 고려할 때, 이

민자들에 하여 자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왜 그러한 태도를 지니는지 

면 히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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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Korea, Taiwan, and Japan

Yoo-Jean Song

This research examines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the 
determinants of these attitudes in Korea, Taiwan, and Japan. Using 2003 
National Identity module from ISSP data,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Taiwan seems to be the most opposed to immigration, Japan in the middle, 
and Korea the least opposed. Despite being the least opposed to immigration, 
Koreans agreed most strongly with having a homogeneous sense of ethnic 
identity. In addition, Korean respondents saw immigrants are being good for 
the national economy, but not for cultural diversit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immigrants in Korea, Taiwan, and Japan. Effects of educational 
attainment is only significant in Taiwan. Manual worker and others, and those 
who work in farming, mining, and fishing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increases in number of immigrants. Also, individual's values toward 
immigrants/immigration are related to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increases 
in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Japan, and Taiwan.    

Key Words: comparative analysis, attitudes,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