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지구-지방화과정으로국가 역의경계성이약화
되면서 상품과 자본, 정보 그리고 인구의 국제 이동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의 급
증은 세계적 규모의 불균등발전의 심화, 이에 따른
국가나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특히 고용기회와 임금
의격차확대를배경으로하고있다. 또한초국적이
주의증가는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른지

리적 이동성과 원격지 간 의사소통의 가능성 증대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교류의 확
대로 인종적·문화적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출신 국
가와 지역을 떠나는 이주자들이나 이들이 유입되는
국가나 지역의 원주민들도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정착과정에관한연구도증가하고, 이에따른다
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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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목적 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

진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설문조

사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

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4가지 이주 유형들 가운데 이

주노동자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렇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도

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들(단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에서는 국제

이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대체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 다. 

주요어: 외국인 이주자, 초국적 이주의 거시적 배경, 다문화공간, 출신 지역의 특성,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



사회공간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

에서도나타나고있다. 1980년대후반제조업과건설
부문의인력부족과더불어 1988년서울올림픽을계
기로경제성장과사회발전이국제적으로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최근 저출산·고
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
대 및 학력 향상으로 3D업종 기피 현상은 이주노동
자의유입을더욱증가시켰다. 또한농어촌이나도시
의 서민계층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혼문
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긍정적으로 인
지하면서 결혼이주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해외직접투자및과학기술분야교류증대, 문화적개
방에 따른 외국어 강사의 필요성 등으로 고급인력의
수요가커지면서전문직이주자가증가하고있다. 또
한문화적교류증대와더불어국내적령인구의감소
에 따른 학생들의 부족에 당면한 대학들이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매진하면서 최근
유학생들도크게증가하고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이급증하고있는외국인이주자

들의이주와관련된거시적배경을고찰하고자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배경은 지구적 차원에서 국
가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층위적·다규모적으로 구성되
며,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별 이주자들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배경을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이주자 개인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거시적 (즉지구적, 국가적) 차원과개인과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미시적 (즉 개인적, 가족
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특히 전자의 거시적 배경에
초점을두고자한다.1) 본 연구에서초국적이주의거
시적배경에관한접근은추상적이론또는개념들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초국적 이주자
들의인지조사에근거하고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배경에관한연구동향과이에관한개념적접근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주의 거시적 배경을
세계적 배경, 출신국의 국가적 배경, 출신지역의 배
경, 그리고 이주 유입국으로서 한국의 배경에 관한
이주자들의인지를분석하고자한다. 이연구에서활
용된외국인이주자들의거시적배경에관한인지자
료는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사이국내 6개지
역(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 시행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의거시적이주배경자체에관한고찰과이
에근거한초국적이주에관한거시적이론화에기여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국내 이주 및 정착과정과 관
련된정책자료로서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
다. 

2. 연구동향과개념적고찰

국제 이주는 인간이 특정 지역에 정착생활을 하게
된 이후, 다양한 이유들로 지역을 옮겨 살게 된다는
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를옮겨살게되는국제이주에서그배경과주체
는이주상황에따라달라져왔으며, 이주의형태또
한 미지의 토 개척, 유목, 식민지 점령, 무역상인,
노예, 계약노동, 난민 등다양한배경이나동기에따
라개인, 가족, 집단 단위로강제적또는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지구적자본주의체제의확산에따른
구조적 인구 이동은 그 시기에 따라 이동의 주체와
객체가 다양해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조현미,
2009, 521). 최근에와서는국제이주의유형도다양
해져서, 높은임금과생활여건을찾아서해외로이주
하는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를비롯해국가간의교
류증대 및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발맞추어 미래를 준
비하는외국인유학생, 그리고다국적기업의등장과
기업의세계화과정및문화의세계적개방으로전문
직이주자의국제이동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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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 이주 및 그 정착 과정을 연구하기 위
해 그 동안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제시되었다. 예
로, 매시등(Massey, et al., 1993)은국제이주의기원
과지속을설명하는 전통적이론들로개인, 가족, 국
가, 세계수준의 분석 수준에 따라 신고전경제학, 신
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그리고 세계체제론으
로 분리하여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소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주이론을 재
정리하여이주의발생과 속화, 그리고이주자의적
응까지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제시
하고자했다. 이들은이주의발생과관련하여신고전
경제학의 거시이론과 미시이론, 신이주경제학, 노동
시장분절론 및 역사-구조적 접근(세계체제론)이론
등을소개하고, 이주의 속화와관련하여사회적자
본론(사회적 연결망, 제도이론)과 누적원인론 등을
제시한다(전형권, 2008, 265).
이러한이론이나방법론을대별해보면, 우선행위

중심이론과 구조중심이론으로 구분된다(그림 1) (석
현호, 2000; 전형권, 2008; 박배균, 2009). 행위중심
이론은개인과가족을분석단위로하고, 국제이주와
정착을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

며, 특히노동력수요와공급의지역간차이에초점
을두고국제이주를설명한다. 행위적측면에서, 이
주자들은 교육, 경험, 훈련, 언어능력과 같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하고 삶의 질을 개
선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구조중심이론은중심부의자본투자에의해유
발된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으로 국제 노동력
의 이동이 촉진되고, 따라서 초국적 이주는 거시적
배경으로서세계자본주의의전개과정에따른결과로
설명된다. 구조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해당 국가의 상대적 과잉인구를 유발하여 저임금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자본주
의 발전을 위한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유
입국의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집약적 부
문과노동집약적부문의분절에따라, 외국인이주자
는주로후자의노동시장을구성하게된다. 
이러한행위/구조중심이론들은국제이주의배경이

나 의사결정과정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
로 다른 차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
서국제이주를구조와행위의상호작용결과로이해
하고자하는주장이나개념들이제기되고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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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이주의 분석수준과 분석단위

자료: 전형권, 2008, 266.

그림 2. 이주체계접근법의 분석틀

자료: Kritz & Zlotnik(1992), 김용찬(2006)재인용



은 관계중심이론으로 지칭되며, 사회자본론, 사회네
트워크이론등을포함한다. 이이론들은국제이주를
이주자 개인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
성된 관계, 즉 사회적 연결망이나 이와 관련된 이주
조직(또는 이주 에이전시)으로서 사회집단, 조직, 단
체 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
키고, 이주의흐름과후속되는이주의사회적조건들
과이주과정을설명하고자한다. 이러한설명과유사
하게, 거시구조적 접근과 미시구조적 접근을 통합시
키고자 하는 체계중심이론은 이주의 배경을 이해하
기 위해 다차원적(또는 다규모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체계중심이론은국가들간체계화된이
주의흐름을이해하기위해두나라의정치, 경제, 사
회, 인구학적환경을배경요인으로하여노동력을송
출하고받아들임으로써하나의이주체계를형성하게
된다는점에관심을가진다(그림 2). 
최근 이러한 국제이주의 배경과 정착과정을 이해

하기위한새로운관점으로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초국가주의는 외국
인 이민자들이 출신국과 정주국 간을 연결하는 사회
적연계망의형성과유지과정에우선적인관심을가
지고, 이를통해형성되는이주의연쇄및정착과정
에서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로, 최재헌
(2007, 2)은 초국가주의적접근에기초하여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공간적 메커니즘과 특성을 파악하면서,
“국제결혼이주를통해송출국과수용국사이에공간
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이용
균(2007)은 초국가주의적 관점에 따라“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초국적 민족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러한초국가주의적접근은대부분의외국인이
주자들은가족및친구를통해사회적네트워크를형
성하고있었으며, 초국적특성을반 한이들의네트
워크는 이들의 국제 이주 및 정착 과정에 지대한 역
할을하는것으로이해된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국제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초국가적으로 형

성되어 있는 이주자들의 연계망과 그들의 초국가적
실천과활동을촉진한다는점을이해할수있도록한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국제 이주가 완전히
구조적차원에의해규정되거나또는반대로개별이
주자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주를 매
개하고 촉진하는 에이전시(agency)를 강조함으로써
구조/행위 차원을 결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
의를가진다. 예로, 이러한점에서최재헌(2007)은국
제결혼이주가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같은 에이전시에
의해 집단적,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강조한다. 또한정현주(2009, 110)는이러한“에
이전시의재조명은구조를부정하거나과소평가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개인의‘차별화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접근법”임을강조한다. 그러나이러한의의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주의는 국제 이주와 정착과정이 장
소-기반적사회문화적관계에어떻게복잡하게얽혀
있고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지적될수있다(박경환, 2009).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관계에 초
점을둠으로써외국인이주자들의이주및정착과정
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국제이주와 정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이론들
에공간개념을접합시킬필요가있다는점이제기된
다. 사실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는 공간적 함의를
내포하고있으며, 실제‘제3의공간’, ‘사이공간’등
의 공간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측면을강조하여명시화하기위해‘다문화사회’대신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이라는 용어가 제
시될수있다(최병두, 2009b). 즉오늘날문화적교류
는과거에는볼수없었던지구적차원에서이루어지
고있으며, 또한개별국지적지역사회에서도이러한
문화적교류와혼합은지구-지방적으로새로운다문
화공간을형성하게되었다. 다문화공간의개념은기
본적으로다문화주의또는다문화사회에서논의되어
온현상들을공간적차원에서고찰할수있도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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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동안간과된주제들을새롭게드러내고또한
기존의 논의들도 재서술함으로써 보다 적실하게 이
해할수있게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 개

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도, “시간과공간관계를분석하는분석틀은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초국가 이민
집단이어떻게다른의미성, 행위, 경제, 정치적특성
등을가지는지를이해하기위해필수적”이라고할수
있다(최재헌, 2007, 4). 이러한 점에서 박배균(2009)
은 제솝등(Jessop et al., 2008)이제시한사회공간적
관계의이론화에근거하여, 외국인이주자의이주및
정착 과정 분석에 보다 명시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공간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초국가적
이주와정착과정에관한연구는이과정에서작동하
는 장소, 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
의작동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하는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박배균, 2009, 61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배경, 나아가 이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관한 분석
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모형은<그림 2>에서제시된바와같은미시적
배경과의 접합을 전제로 한 거시적 배경을 고찰하고
자한다는점에서체계중심모형이라고할수있지만,
이러한 모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장소, 역, 네트
워크, 스케일과 같은 공간적 차원이 부각되도록 한
다. 여기서출신지상황및이주후정착지역의상황
은 기본적으로 장소의 의미로 이해된다. 즉 장소는
이주관련 정보 흐름과 연계망의 장소기반적 성격과
관련되며, 출신지에서형성되는가족, 친지들과의사
회적연계망이나이른바‘사회적자본’, 그리고정착
지에서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과 이를 통한 종
족 집단별 지역 차별화, 즉‘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의출현, 그 외이주자들의이주와정착과정
에 향을미치는장소적조건의특성을포함한다. 

역은 기본적으로 이주의 흐름에 향을 미치는
국가의 역성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특히 출신국과
유입국의 경제, 정치적 규제(예로 취업조건 등과 관
련된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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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



정책이나권리부여와관련된다. 물론이러한 역은
개별 이주자의 출신지 및 정착지의 장소와도 관련된
다. 출신지및정착지에서 취업이나 결혼, 진학을위
한 기회나 조건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편견과 배제가
부각될 될 경우, 장소의 역화가 이루어진다. 네트
워크는 출신국(지)과 정착국(지) 간에 형성된 사회적
연계와 이를 통한 연쇄이주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지화된 이주자들 간 사회공간적 연계
와이를통한장소적뿌리내림에서도확인된다. 스케
일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 향을 주는 지구적, 국가
적, 지방적차원의다양한지리적스케일에서작동하
는힘과과정들과관련된다. 특히외국인이주자들의
국가간 이주 및 특정 지역에서의 정착과정은 다중스
케일적접근을요청한다. 
이러한 4가지핵심적차원들과더불어 2가지공간

적요소들이추가될수있다. 첫째, 국가간및지역간
‘공간적 흐름’이 강조될 수 있다. 국제 이주 자체는
두국가간, 두지역간물리적이동을전제로한다. 이
러한이동은이동을제약할뿐만아니라가능하게하
는 다양한 사회공간적 요소들로서 설명될 수도 있지
만, 이동그자체에전제된거리의마찰이나관련지
식들과도관련된다. 이러한지리적이동성은두국가
(지역)간 이주 과정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이동
성이란물리적공간극복능력인동시에그것을가능
하게 해주는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과 상상력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집단의 일상생활이 조직되는
기초가되며, 사회적권력관계지형도를드러내는단
초가된다”(정현주, 2007, 53). 보다구체적으로외국
인이주자는정착지역에서성별, 비자유형및직종
의 전문성, 국적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직주거리에
차이를나타낸다(류주현, 2009). 이러한점에서, 외국
인이주자들의다양한특성들은출신국(지)과정착국
(지) 간거리를좌우한다고추정해볼수있다. 
다른 한 요소는 공간적 차이(또는 격차)이다. 국제

이주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및 지역간 경제적, 정치
적,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

순히 가시화된 요소들(예로, 생산성, 산업구조, 고용
기회, 결혼이나 학업 조건 등)의 양적 격차에서 나아
가 이러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즉 국제이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불균등발전 메커니
즘에기초한자본주의경제체제와관련된다. 특히최
근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과정은 자유시장과 자
유무역(그리고이에내포된개별국가나지역의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 이러한 지리적
불균등발전 메커니즘을 강화시키고, 지리적 차이들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개별 국가나
지역 내에서도 확인된다.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되는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이이며 우리는 이러
한점에서‘생태적차이’도강조할수있지만, 이들은
항상공간적측면과결합된다. 하비(Harvey, 1996, 6)

는 이러한“공간적 및 생태적 차이들은 ……‘사회-
생태적 및 정치-경제적 과정들에 의해 구성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러
한 점에서 공간적 차이는 외국인 이주 및 정착 과정
을 구성하며 또한 이들에 의해 구성(완화 또는 심화)
된다고할수있다. 

3. 국제이주의세계적배경

외국인 이주자들은 초국적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정치적 구조의 향을 받을
수밖에없지만, 이주자개인들은이러한거시적구조
의조건들을의식하지못하거나또는심지어이를부
정하면서 이주는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와 능력에 의
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거시
적 배경에 의한 규정보다는 자신의 자발성이나 직접
관련된개인적, 가족적조건들을더의식한다는점은
다른조사연구에서도확인된점이긴하지만(예로, 박
은경, 2009), 외국인이주자들의국제이주와정착은
이러한 행동을 조건지우는 토적 규정력에 대응하
는개인의의사와실천의결과로이해되어야할것이

69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다(조현미, 2009, 522).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
자들이이주에 향을미치는요인들로서, 국가간경
제발전수준의차이, 세계적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
발전정도, 국가간상품과자본의이동의증가정도,
그리고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지표로
하여 세계적 배경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 다. 
먼저국가간경제발전수준의차이에대한인식에

서전체응답자 1,353명가운데‘매우그렇다’및‘그
렇다’라고답한비율이각각 26.7%와 40.0%로, 응답
자의 3분의 2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에 상당한 차
이가있는것으로인식하고, 5점척도값도 3.90으로
비교적높게나타내었다(그림 4). 응답자의특성을보
면, 전문직이주자들이차이에대한인식의정도가가
장높아서 5점척도값으로 4.21을나타내었고, 반면
결혼이주자가 가장 낮아서 3.62를, 그리고 이주노동
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비슷하게 3.75와 3.76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보면, 우선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이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
는 응답비율을 높게 나타내었다. 이 점은 외국인 이
주자들이 최근 심화된 지구적 불균등발전이 자신의
출신국과 정착국인 한국 간 경제적 발전의 수준차이
를유발하고이에따른배출/흡인요인의작용으로국

제이주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를 통해서
도알수있었다.

[사례 1] 본국은 경제수준이 낮고, 산업이 발달
되지않았으며, 일자리가없고, 앞으로의전망도
특별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
가면일자리가많고임금도많이주기때문에돈
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국 사람들은
해외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
하기때문에해외취업을하고싶어한다 (이주노
동자, 태국 출신, 여성, 1974년생, 대졸, 기혼,
2006년입국, E-9(비전문취업) 비자).

이러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민
감할것으로추정되지만(김 란, 2008, 104-1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들의 긍정
적 인식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으로 세계적 배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한이에따른임금격차의심화등국제이주의거시
적조건이주어지는것으로이해하고있기때문인것
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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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에 관한 인지



응답자의 다른 특성인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

점척도값으로 3.97로여성 3.84보다약간높았으나,
남녀 모두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가 큰 것으
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의응답자가 5점척도값으로 4.14로가장높았고, 29

세 이하가 3.84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 으며, 다
른 연령대의 5점 척도값은 모두 3.9로 나타났다. 이
러한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약간 더 크게 느낀다고 할 수 있지만, 30-59세 사이
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보
면, 광주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그렇다’는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매우 그렇
다’고응답한비율이 40.3%로타지역에비해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5점 척도 값으로 가장 높은
4.25를나타내었다. 
응답자의국적을고려하여, 국가간경제발전수준

의차이에대한각유형별상위 5개국출신자들의인
식을 5점척도값으로계산하면 <표 1>과 같다. 결혼
이주자의 경우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은 4.18과
3.94로 높은 점수를, 필리핀과 중국 출신은 3.48과
3.64로 낮은 점수를 보 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베트남출신은 4.24로높은점수를, 스리랑카와필리
핀출신은 3.62, 3.69로낮은점수를보 고, 중국출
신은 3.88로 평균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문직이주자

및외국인유학생들가운데에도중국출신이 4.00 및
3.59로가장낮은점수를보 다. 전문직이주자들가
운데선진국인미국출신과 국출신이 4.33과 4.64

로 높은 점수를 보 고,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일
본 출신이 4.39로 높은 점수를 보 다. 그러나 특이
하게 미국 출신 유학생은 3.89로 낮은 점수를, 필리
핀 출신은 4.25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이 이주자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 출신
이주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
이를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필리핀 출신도 그
러한경향을보이지만, 동아시아의다른개도국출신
이주자들은대체로격차를다소크게인식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자국의경제수준을한국과비교한것
이라고생각된다. 반면미국이나 국과같은선진국
출신자들도 대체로 격차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이는세계전반적차원에서국가간경제수준의
차이를고려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국제이주를 촉진하는 또 다른 주요한 거시적 요인

으로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들수있다. 아
무리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인한상호보완관계가성립된다고하더라
도 두 지역 간 물자, 정보, 사람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수송가능성, 즉, 교통·정보통신네트워크가발
달되지 않았다면 초국가적 이주는 불가능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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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간 경제 수준 차이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전체 388 3.77# 전체 345 3.88# 전체 256 4.26# 전체 358 3.82#

중국 143 3.63 중국 119 3.88 미국 65 4.33 중국 209 3.59

베트남 130 3.94 필리핀 63 3.69 캐나다 37 4.22 일본 31 4.39

필리핀 56 3.48 인도네시아 35 3.82 중국 23 4.00 인도 23 4.41

일본 16 3.81 베트남 63 4.24 일본 22 4.10 필리핀 16 4.25

캄보디아 18 4.18 스리랑카 22 3.62 국 22 4.64 미국 9 3.89

기타 25 4.04 기타 43 3.79 기타 87 4.23 기타 70 3.94

주: * 전혀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그렇다= 5점.
# 국적을표기하지않은무응답자들을제외하고계산했기때문에각유형별전체응답자의 5점척도값과는약간차이를보임. 



다.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거리의 마찰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에 원격지 간 정보 및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이른바 시공간적 압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은외국인이주자들에게세계적정보에접할수있는
기회를확대시키고, 실제이주과정에서국가간물리
적 공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입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고국을 방문하거나 고국에 있는 가
족, 친지들과의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이주를 전반적으로 촉진시
키는주요요인이된다.
이와 같이 초국가적 이주를 가능하게 한 교통·통

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은‘매우 그렇다’28.8%, ‘그렇다’441.%로 응답하
으며, 5점 척도 값으로 4.01을 나타내어,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에 대한 5점 척도 값(3.90)보다 약
간더높은수치를보 다. 이주자유형별로보면, 경
제수준의 차이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
자의 5점척도값이 3.70으로가장낮았고, 전문직이
주자가 4.26으로 가장 높았다. 이주노동자는 결혼이
주자와, 외국인유학생은전문직이주자와수치의차
이는 있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이러한 응답결
과를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교통 및 정

보통신기술이 발전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특히 학력이 비교적 높은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
인 유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
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두집단간인식의차이를알수있다.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인지를

응답자의다른특성별로고려해보면, 성별로는남성
이 5점척도값 4.05를나타내어여성 3.98보다약간
높았지만, 대체로 성별에 차이 없이 높은 긍정적 응
답비율을보 다고할수있다. 연령별로보면, 60세
이상이 4.14로가장높았고, 50-59세사이응답자가
3.87로가장낮았지만, 이들의수가상대적으로적은
반면전체응답자들가운데 96% 이상을차지하는 49

세이하의응답자들이대체로비슷한수치(즉 3.96에
서 4.05 사이)를보 다는점에서연령별로큰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가장 높은 4.22,
전남이 가장 낮은 3.80을 보 지만, 이 차이를 설명
할수있는특정한이유를찾지는못했다. 
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발전정도에관한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인지를국적별로 살펴보면(표 2),
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이
대체로높은 5점척도값을나타내었고, 캄보디아, 필
리핀출신은상대적으로낮은 3.59와 3.76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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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인지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베트남과 중국 출신 이주자들
이각각 4.11와 3.94의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
고, 반면 스리랑카 출신이낮은점수를보 다. 전문
직 이주자들은 대체로 높은 4.2를 기록했으며, 특히
국출신이주자는 4.64를나타내었다. 외국인유학

생의 경우 중국 출신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보인 반
면, 인도, 필리핀출신이높은점수를보 다. 종합해
보면, 대체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동
아시아의비선진국출신이주자들은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면, 전문직이주자와
외국인유학생들가운에 국출신과인도및필리핀
출신 이주자들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음
을알수있다. 
국제이주는상품과자본의지구적이동증가와일

정한관계를가진다. 한편으로신자유주의적시장경
제의발달은국가간상품과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
촉진시키고있다. 특히포드주의적축적체제에기초
한 서구 경제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침체 국면에 빠
지면서상대적으로표준화된생산공정을제3세계국
가들로이전하는경향이있었다. 이러한해외직접투
자는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것이었지
만, 또한 저렴한 원자재의 확보와 더불어 저렴한 노
동력을이용하기위한것이기도했다. 그러나이러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초래된 국내 생산의 공동화 현
상과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 어려운 산업들(예로,
건설업등)은국내로저렴한노동력의유입을촉진하

게되었다(최병두, 2009a). 이러한점에서보면, 상품
과자본의지구적이동의증가는전반적으로국제이
주의증대와같은맥락에서이루어진것이지만, 또한
동시에다소상반된경향을가질수도있다. 
이러한맥락에서국가간상품과자본의이동증가

와 관련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응답자들가운데 26.0%는‘매우그렇다’
를, 42.7%는‘그렇다’고 응답하여 5점 척도 값으로
3.93을나타내었다. 이를이주자유형별로살펴보면,
결혼이주자는 3.52로가장낮은값을, 전문직이주자
가 4.18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또한 이주노동자
는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직 이주자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상품 및 자본의 이동
증가에 대한 이주자 유형별 인지 차이는 앞선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관한 점수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상품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가에 관한 인지를

응답자들의 다른 특성들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성별
로는 남성이 5점 척도 값 4.03을 나타내어 여성의 5

점 척도 값 3.88보다 다소 높았다. 5점 척도 값에 의
해 유형별·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 이주노동
자,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
자는 남성이 4.30으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연령별로는모든연령층에서대체로높은긍정적
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 등급 간에 5점 척도
값으로 3.86에서 4.00 사이를나타내어큰차이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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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전체 388 3.91 전체 345 3.90 전체 256 4.29 전체 358 4.03

중국 143 3.96 중국 119 3.94 미국 65 4.23 중국 209 3.91

베트남 130 4.00 필리핀 63 3.95 캐나다 37 4.27 일본 31 4.32

필리핀 56 3.76 인도네시아 35 3.85 중국 23 4.22 인도 23 4.45

일본 16 3.88 베트남 63 4.11 일본 22 4.23 필리핀 16 4.44

캄보디아 18 3.59 스리랑카 22 3.71 국 22 4.64 미국 9 4.22

기타 25 3.76 기타 43 3.50 기타 87 4.26 기타 70 4.01



음을알수있었다. 지역별로보면, 광주가 4.15로가
장 높았고, 전남이 3.80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교통 및 통신기술에서 나타난 차이와 마찬가
지로특별한이유를찾기어려웠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베트남과

중국출신이주자가각각 3.86 및 3.81로비교적높은
수치를나타내었고, 필리핀출신은 3.44로낮은수치
를보 으며, 특이하게종교적이유로는결혼이주한
사례가 많은 일본 이주자들도 3.50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이각각 4.02 및 4.03으로높았고, 스리랑카
와인도네시아출신이각각 3.33과 3.56으로낮은점
수를보 다. 전문직이주자들가운데 국출신이가
장높은 4.38을보 고, 중국 출신이주자가가장낮
은 4.17을 나타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본
출신이주자가 4.35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출신도
4.31로높았다. 반면특이하게미국출신은 3.78로낮
은 점수를 보 다. 이러한 출신국가별 인지 특성은
대체로 다른 지표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할수있다. 또한같은국가출신이라고할지라도이
주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해당 유
형내에서다른국가출신들과비교하여상대적순위

가다름을알수있다. 예로중국출신이주자들은결
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해당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보인반면, 전문직이주자나외국인유학생의
유형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보 다. 
상품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대와 더불어 국제

이주가 급증하고 있음을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러한 국제 이주 추세를 자신과
직접 관련시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특정 현상이 자신들과 관련될 경우 흔히
확대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다
른현상들, 예로국가간경제수준의차이나교통통
신의발달, 그리고상품및자본의이동등외적조건
들에 대해 오히려 더 민감하게 인지하면서, 자신과
직접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특수한 (즉 개
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실제 국제 이주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
았기때문이라고볼수도있지만). 본연구에의하면,
후자의 입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값으로 3.74를 나타내었는데,
이는국가간경제수준차이(3.90), 교통통신수단의발
달(4.01), 상품·자본의 지구적 이동(3.93)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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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증가에 관한 인지



당히낮은수치이다. 
이러한국제이주의일반화경향에관한인지정도

를 이주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가 3.45로
가장 낮았고, 전문직 이주자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주노동자는 3.61, 외국인유학생은 3.70을 보 다.
이러한 유형별 특성은 다른 항목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있으며, 따라서이러한인지도는학력이나지식의
수준에의해상당히좌우된것이라고할수있다. 성
별로 보면, 남성이 5점 척도 값으로 3.90, 여성이
3.78을 나타내었고, 연령별로는 40-49세 사이 응답
자가가장낮은 3.67을보 으나대체로연령층이높
을수록대체로점수가높았다. 그리고지역별로살펴

보면, 서울 3.73, 대구 3.37, 광주 4.03 등 대도시와
경기 지역 3.80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반면
경북, 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3.58, 3.64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인식의차이는광역도시권지역에거주하
는 이주자들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하는 이주자들에 비해 주변에 외국인 이주자들을
접할기회가많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끝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베

트남 출신이 3.86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 고,
다음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순을 보이며, 일본은
3.31로가장낮은수치를보 다. 이러한응답결과는
일본의경우이주의거시적배경이타국가출신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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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품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전체 388 3.75 전체 345 3.85 전체 256 4.23 전체 358 4.03

중국 143 3.81 중국 119 4.02 미국 65 4.25 중국 209 3.97

베트남 130 3.86 필리핀 63 3.73 캐나다 37 4.22 일본 31 4.35

필리핀 56 3.44 인도네시아 35 3.56 중국 23 4.17 인도 23 4.27

일본 16 3.50 베트남 63 4.03 일본 22 4.18 필리핀 16 4.31

캄보디아 18 3.75 스리랑카 22 3.38 국 22 4.38 미국 9 3.78

기타 25 3.64 기타 43 3.71 기타 87 4.16 기타 70 3.97

그림 7.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관한 인지



차이가 있음을 반 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주노동자
경우는 5점척도결과베트남출신이 3.97로가장높
은인지도를보 고, 인도네시아출신이 3.48로가장
낮았다. 이러한응답결과로보아인도네시아경우타
국가에비해아직국제이주의일반화경향이낮은것
으로 판단된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인도, 국,
중국, 캐나다, 호주순으로높은인지도를보이며, 미
국이 3.52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러한응답결과는
인도의경우타유형에비해전문직이주자의국제이
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으로볼수있다. 외
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적별 살펴보면 일본이 4.16으
로 가장 높고, 다음 필리핀 4.13, 인도 4.00, 미국
3.67이며, 중국이 3.58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국내외국인이주자들

은모든유형에서국제이주의거시적배경으로서세
계적상황들에대해대체로높게인지하고있었는데,
특히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대해가장높은
5점 척도 값을 나타내었고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
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전문직 이주자가 가장 높았고 결혼이
주자가가장낮았으며, 외국인유학생은전문직이주
자와 유사하고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자와 유사한
양상을보 다. 또한외국인이주자들의인식의차이
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요인은 국적인 것으로 추정
되었다. 

4. 출신국의국가적, 지역적배경

1) 본국의국가적상황에대한인지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제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보
다직접적으로출신국의국가적및지역적상황을고
려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국가와
지역을 떠나 새로운 국가,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여러어려움에도불구하고, 국제이주를결심하게되
는 것은 그만큼 출신 국가 및 지역의 여러 요인들이
가지는 토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
선출신국의국가적상황과관련한본국의경제적수
준, 좋은직장, 정치적상황, 사회복지수준, 물질문화
발달정도등에대한외국인이주자들의인지를분석
해볼수있다 (표 5). 
우선 본국의‘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항목에서 결혼이주자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긍정적 응답을 한 비
율이 40.0%, 이주노동자는 50.0%를 나타낸 반면,
‘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비율이각각 28.1%, 18.8%를나타났다. 전문
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0%, 19.8%, 그리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60.9%,
48.6%를나타내었다. 이에따라 5점척도값으로, 이
주노동자가 3.39로가장높고, 결혼이주자 3.05,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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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근 국제 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인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유학생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국적 응답자 5점척도

전체 388 3.63 전체 345 3.75 전체 256 3.88 전체 358 3.75

중국 143 3.45 중국 119 3.68 미국 65 3.52 중국 209 3.58

베트남 130 3.86 필리핀 63 3.88 캐나다 37 4.03 일본 31 4.16

필리핀 56 3.63 인도네시아 35 3.48 중국 23 4.09 인도 23 4.00

일본 16 3.31 베트남 63 3.97 일본 22 3.82 필리핀 16 4.13

캄보디아 18 3.69 스리랑카 22 3.81 국 22 4.14 미국 9 3.67

기타 25 3.68 기타 43 3.62 기타 87 4.07 기타 70 3.93



인 유학생 2.51, 전문직 이주자 2.42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응답결과는유형별로이주의동기나배경
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결혼이주자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송출국인 본국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국의 사항, 즉, 국
가 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국제이주의 배출요인으
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다른 동
기들이 이주에 향을 미쳤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고하겠다.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항
목에서, 결혼이주자와이주노동자는‘매우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에서 각각 42.0%와 50.9%
를나타내었고, ‘그렇지않다’와‘전혀그렇지않다’
라는 부정적 응답에서는 각각 27.2%, 10.9%를 나태
었다. 반면전문직이주자와외국인유학생은긍정적
응답에서각각 25.1%, 21.6%를, 부정적응답에서각
각 48.8%, 46.1%를나타내었다. 이에따라 5점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가 가장 높은 3.39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결혼이주자 3.02, 전문직이주자 2.69, 외국
인 유학생 2.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경우이주목적자체가직장을얻기위
한것이므로이를반 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
나전문직이주자의경우이주자체가직장과관련을
가지긴 하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이주 요인이 본국
의직장부족때문만이아니라다른요인(예로자신의
경력을 높이기)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본국에서 좋은 직장 자체의 부족이라
기보다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유학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본국의‘정치적상황이불안정하다’고생각하는가

에대한항목에서는모든유형에서대체로부정적입
장을 보 는데, 5점 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가 3.11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자 2.63, 전문직
이주자 2.2, 외국인유학생 2.28 순으로나타났다. 정
치적불안정에대한인지정도를경제적수준이나좋
은 직장 기회와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긍정적응답을높게나타내었는데, 이는실제스리랑
카와 캄보디아, 필리핀 등 본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
정한이주자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
다. 반면 결혼이주자의 점수는 많이 낮아졌고, 전문
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점
수가낮아졌다는점에서‘정치적불안정’은 (일부국
적의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고) 국제 이주에 상대적
으로적은 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본국의‘사회복지(교육, 의료보건 등)수준이 낮다’

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결혼이주자와 이
주노동자들가운데‘매우그렇다’와‘그렇다’의긍정
적 응답을 한 비율이 각각 39.1%, 48.0% 고‘그렇
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21.6%, 14.9% 다.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19.6%,
18.7%이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61.3%, 45.2%
다. 이에따라 5점척도값은이주노동자 3.32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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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본국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지 (5점 척도 값)

응답자수(명)
경제적 좋은직장이 정치상황이 사회복지 물질문화가

수준이낮음. 부족함. 불안정함. 수준이낮음. 뒤떨어짐.

전체 1,353 2.93 3.02 2.66 2.93 2.50

결혼이주자 393 3.05 3.02 2.63 3.04 2.57

이주노동자 346 3.39 3.39 3.11 3.32 3.05

전문직이주자 256 2.42 2.69 2.32 2.38 2.07

외국인유학생 358 2.51 2.61 2.28 2.52 2.03

주: 설문조사에서무응답은 5점척도값산정에서제외함. 



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자 3.04, 외국인 유학생
2.52, 전문직이주자 2.38 순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
수준에 관한 이러한 응답결과는 경제 수준 및 좋은
직장여부에대한유형별인지특성과유사한것으로
설명할수있다. 
끝으로‘물질문화(TV, 컴퓨터보급등)가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가운데‘매우그렇다’와‘그렇다’의긍
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각각 26.2%, 41.6% 고‘그
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응답을
한비율은 43.2%, 26.0% 다. 그리고전문직이주자
와외국인유학생의경우는긍정적응답비율이각각
14.0%, 11.2%이고, 부정적응답비율이각각 76.6%,
68.4% 다.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은 이주노동자
3.05로가장높고, 다음으로결혼이주자 2.57, 전문직
이주자 2.07, 외국인 유학생 2.03 순으로 나타났다.
물질문화의수준에관한이러한응답결과는다른모
든문항들과비교하여가장낮은 5점척도값을보이
고있다는점에서, 국제이주에가장적게 향을미
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유형별특성으로보면, 물
질문화에 대한 응답은 이주노동자만 상대적으로 높
고, 다른유형의이주자들에서낮게나타난다는점에
서 경제 및 고용, 사회복지보다는 오히려 정치 상황
에대한인지와유사한양상을보인다고하겠다. 
이상에서 본국의 상황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을

종합하면,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이주노동자는 본국의경제적수준이낮고, 좋
은직장이부족하며, 정치적상황이다소간불안정하
고, 사회복지수준이낮으며, 물질문화가뒤떨어져있
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고, 결혼이주자의경우는경
제적수준및좋은직장의부족, 그리고사회복지수
준이 낮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나 물질문화의 낙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전문직 이
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모든 문항에서 그렇
지않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이러
한 응답결과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본국 사항이 이주

자유형에따라이주결정동기에미치는 향도차이
가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서도 물론 보다 세부적으로 분

석하면각유형내에서도다소간의차이를확인할수
있다. 예로전문직이주자들가운데도국적별로살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8). 즉 전문직 이
주자라고할지라도저개발국에서유입된이주자들은
본국의상황을부정적으로인지하는반면, 국과캐
나다의전문직이주자의경우본국에대해대체로긍
정적인 평가를 하 지만, 좋은 직장에 대한 기회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 예술흥행(E-6)의 비자
유형이많은필리핀의경우는설문에응한국가중에
서 본국의 상황을 가장 낮게 평가하 으며, 특히 정
치적상황이불안정하다고평가하고있다. 필리핀다
음으로는 러시아와 인도가 본국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 응답률이 높다. 러시아는 최근 경제적 위기를 겪
고 있음을 반 하듯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전문직이주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거주지역별로보면, 큰차이는없지만대
체로 서울과 대학기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북지
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이 본국의 상황을 비
교적좋게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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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문직 이주자의 국적별 본국 상황



2) 본국의지역적상황에대한인지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 유형과 지역의 경제
적및사회적특성들은이들의이주의사결정에가장
결정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주
결정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공간적 스케일
이 작아질수록 보다 세 하고 또한 직접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전
거주지역의지리적특성을공통문항으로설정하 으
나, 그외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
적 여건 그리고 지역에서 해당 유형의 국제 이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등에 관한 설문 문항들은 각
유형별로달리설정하여조사·분석하고자했다. 
우선이주전거주지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대도

시(인구 100만명이상)에거주했던응답자가 26.6%,
중도시(5만-100만명)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33.4%,
소도시(2만-5만명)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16.7%, 농
어촌(2만명 이하)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21%로 조사
되었다(그림 9). 유형별로보면, 결혼이주자와이주노
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살았고, 반면전문직이주자와외국인유학생은각각
42.6%와 33.8%가 대도시에, 41.0%와 43%가 중도시
에살았던것으로조사되었다. 물론농어촌지역이도
시지역에 비해 삶의 여건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러한 응답결과는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결혼 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
주전삶의여건이좋지않았음을알수있다. 이러한
본국 거주지에서의 열악한 삶의 여건이 결혼이주자
와이주노동자로하여금보다나은삶을위해이주를
결심하게한배경으로볼수있다.
각유형별로이주전거주지역의경제적및사회적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표 6)2), 우선 이주노동자의 경
우 해외취업과 관련된 출신 지역의 상황으로‘직장
구하기 어려움’, ‘낮은 임금’, ‘고된 노동’, ‘불확실
한 전망’등을 제시하 다. 이주노동자들의 응답은
출신 지역의 이러한 구체적 상황들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한전망’에대해서만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
보 지만, 전반적으로큰차이를나타내지않고대체
로‘그렇다’는비율을높게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5

점척도값은 3.5를보 다. 이러한상황은위에서언
급했던 (사례 1)의경우와다소상반되지만다음과같
은심층면접 (사례 2)와비교해보면이해될수있다. 

[사례 2] 길림시는 교통조건이 좋아 앞으로 산
업·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망이 좋다. 하지만 현
재 고용조건이 나빠서 젊은 사람들의 해외취업,
특히 한국 취업이 많다. 길림시에 사는 사람의
경우, 농사일로 버는 수익이 낮아 겸업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재중동포 출신 남성, 1999년
입국, D-3(산업연수생) 비자로 입국, 대구 인근
거주). 

이 사례의 경우, 출신 지역은 앞으로 전망은 좋다
고하지만, 현재수익이낮은농업외에마땅히전업
으로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하여 해외로 취업 이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 가운
데중국출신이주자들은출신지역, 나아가출신국
가의 전망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할수있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도 취업 이주라는 점에서 이

주노동자와비슷한문항으로‘능력을발휘할수있는
직장이부족’, ‘취업을하더라도임금수준이높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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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주 전 거주 지역



다’라는 문항과 더불어‘국제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다’, ‘본국취업과해외취업간별로구분이없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 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거의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그렇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은 모두 2.6이었다. 전문직 이주자들의 이러한 응
답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의 상당수가 선진국 출신이고 학력이 높다고 할지라
도, 출신 지역에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이
충족된다면 구태여 한국으로 취업 이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또 다른 이유(예로
특정한 문화적 이유)로 이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와 같이 출신 지역의 여건에 대해 다소 모호한 인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3을 참조할
수있다. 

[사례 3] [출신] 지역주민들의해외취업에관한
생각은잘모르겠다. 개인마다생각이다르기때
문에……미국에서나도한국에대해잘알지는
못했다. 하지만여행과함께 어를가르치면많
은돈을벌수있기때문에한국을선택했다. 일
본은 [물가가] 비싸고 돈을 벌기 힘들다고 생각
했고, 태국으로 갈까 생각도 많이 했었다 (전문
직이주자, 미국출신여성, 2008년입국, 회화지
도(E-2) 비자, 대구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출신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전공학과부족, 지
망대학부족, 졸업후취업이어려움, 외국에대한교

육부족, 본인성적에맞는대학부족등에관한설문
에서‘그렇지않다’는응답이높게나타나고있다. 5
점척도분석결과외국에대한교육부족이 2.76으로
가장높은점수를보이고있어송출국의배출요인중
가장 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신 지역
의 상황 역시 국적별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
로 심층면접에서 일본 출신 여성의 경우 출신지역에
서“취직이어려워지기때문에대학진학률이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대학원까지 가는 학생도 늘고 있다”
고말했으며, 중국출신여성의경우도다소다른의
미에서 출신지역인“광동성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
가대학을가는편이며, 다른지역에비해대학진학
률이높고, 광동성에는 20개정도의 4년제대학이있
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은 본
국에서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에 관
한전문적지식이필요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끝으로이주전거주지역에서국제이주에관한주

80 최병두·이경자

표 6. 이주 전 거주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한 이주 유형별 인지

이주노동자 5점척도 전문직이주자 5점척도 외국인유학생 5점척도

직장구하기어려움 3.56 직장구하기어려움 2.63 전공학과부족 2.19

낮은임금 3.59 낮은임금 2.64 졸업후취업이어려움 2.74

고된노동 3.51 국제경험기회부족 2.62 외국에대한교육부족 2.76

불확실한전망 3.43 국내외취업구분없음 2.64 성적에맞는대학부족 2.45

그림 10. 출신지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인식



민들의 인식은 이주자 당사자의 이주 의사결정에 많
은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결혼이
주자들은‘매우 긍정적’15.8%, ‘다소 긍정적’이
36.6%로 국제결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상
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주노
동자의 경우도 해외 취업에 대해‘매우 긍정적’
41.0%, ‘다소긍정적’30.3%로해외취업에대해긍
정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외국인유학생역시‘매우긍정적’22.9%, ‘다소
긍정적’41.6%로나타났다. 이러한응답결과로볼때
국제결혼, 해외 취업, 해외 유학에대해대부분의 출
신지역들에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
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식은아래사례 4와같이특
히한국과관련된특정상황을전제로하기도한다. 

[사례 4] [지역주민들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많이들어와있기때문에, 그만큼한국문화에대
해많이아는사람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그래
서 저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유학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 평
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기에 한국 유학은
매우 옮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들어

서 한번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었다 (외국인 유
학생, 베트남출신, 남성, 미혼으로 2003년입국,
D-2(유학) 비자).

이와같이국내외국인이주자들은출신지역주민
들이 국제이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인지하고있지만, 출신국별로차이를보이기도한
다(그림 11). 예로 결혼이주자의 경우 국적별로는 차
이를보이고있는데특히일본인결혼이주자는‘다소
부정적’50.0%, ‘매우부정적’12.5%로부정적인경
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것은일본출신결혼
이주자의경우다른국가들과달리이주동기가경제
적요인보다는종교적인요인에기인한결과로볼수
있을것이다(정기선, 2008 등참조). 이주노동자의경
우도 국적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의 경우 63.5%가 매우
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본인가정의경제적
수준과 비교할 경우,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
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
은것으로인지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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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적별 출신지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인식(5점 척도 값)



5. 이주목적국으로한국에대한인지

국제이주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거시적 배경은 세
계 전반적 상황과 더불어 한편으로 출신 국가 및 지
역, 다른 한편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목적 국가의
여러 상황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거시적 배경에 관
한 국제 이주이론에서 국가 간 불균등발전이나 또는
이주 유출국의 배출요인과 더불어 유입국의 흡인요
인을 강조하는 배출흡인이론에 의하면, 중간 장애요
인(또는간섭기회)가없을경우유출국과유입국간의
격차가 클수록 국제이주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마지막
으로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
국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어
떻게 인지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나아가 구체적
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특성들에 관한 사
항들에관해고찰하고자한다.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서, 전체적으로‘아주 많이 알았음’과‘많이
알았음’이 각각 2.4%, 15.8% 고, ‘조금 알았음’과
‘전혀몰랐음’이각각 38.1%, 9.2%로부정적응답자
가 훨씬 더 많았고, 5점 척도 값으로 2.64 다(그림

12). 특히결혼이주자는 5점척도값이 2.32로가장낮
았고, 의외로전문직이주자들도 2.63으로낮은편이
었다. 반면이주노동자 2.81, 외국인유학생 2.82로나
타났다. 이러한점에서모든유형의외국인이주자들
은이주전한국에대해잘알지못했고, 특히결혼이
주자가 인지 수준이 낮았음은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선택이우선이었기때문이거나또는전문직이주자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우선 고려의
대상이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낯선 곳으로 이주를 계획한 사람에게 이주할 국가

나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가에 따라
이주 후 삶에 미치는 향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송식 외, 2008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
이, 국내 외국인 이주자 전반, 특히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이들이 이주 후
한국사회에적응하기어려울것임을추정할수있도
록 한다. 이에 관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 지역별
로살펴보면, 5점척도값으로광주지역이 2.79로가
장높았고, 다음으로서울, 전남, 경기, 경북, 대구순
으로, 대구, 경북지역 이주자들이 이주전한국에대
해가장잘알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적
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의외의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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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정도



타난전문직이주자의경우, 5점척도값으로일본이
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 3.10, 중국 2.70

의 순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응답결과는 중국과 일
본의경우지리적으로근접해있으며, 동일문화권으
로국가간의빈번한교류로인해타국가에비해인
지도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 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등의선진국은한국에대해기
존인지정도가낮은것으로추정된다.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인지 정도와 더불

어 인지 방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인지가 27.5%로가장높았고, 다음
으로 화·음악·드라마 등과 같은 문화매체가
25.9%를차지한반면, 학교교육은 13.3% 고, 친지
나 주변사람이 14.9%, 한국 제품과 기업은 7.2% 정
도 다(그림 13). 이러한 인지 수단이나 방식은 이주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는데, 결혼이주자와
외국인유학생의경우는 화·음악·드라마와같은
문화매체를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언론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알았다는 비율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이러한 응답 결
과의 차이는 보편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드라
마를선호하며, 결혼이주자의경우성비구성에서여
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한국드라마를통한한
류스타의 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점

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상당 정도 나타난다는 점을
다음과같은심층면적사례 5에서확인된다.4)

[사례 5]중국광동성에서는한국문화가유행하
고, 한국드라마를많이보는편이다. 한국유명
가수, 특히예로‘동방신기’의노래가많이유행
하고있으며, 한국에대한정보와이미지를드라
마와 음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한국의 전
통문화 보다는 현대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서많이알게되었고, 그래서인지한국의문화가
익숙하다 (외국인유학생, 중국출신여성, 미혼,
2008년입국, D-2(유학) 비자).

그러나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류의 향보다는 종교 활동을 통해 한국인과의 국
제결혼을 권유받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
가많았다. 이와같이이주전한국에대한인지가주
로 비공식적인 수단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은 역으로 학교 교육이나 이주 전 한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이고 직접적 교육이 부족함을 추정할 수 있도
록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 전 한국의 국가적 상황에

관한 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선‘한
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가’에 대
한항목에서전체적으로‘매우그렇다’17.3%, ‘그렇
다’53.0%로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0%
를넘었고, 5점척도값으로 3.83을보 다. 유형별로
보면, 이주노동자가 5점척도값 4.11을나타내어가
장높았고, 그다음결혼이주자 3.81, 외국인유학생,
3.71이었고, 전문직이주자는 3.66으로가장낮았다.
위에서논의한본국의경제적상황에대한인지와비
교해 보면, 이주노동자가 0.72로 가장 작았고, 전문
직 이주자가 1.2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점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출신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발전 수준
의차이가가장큰이주의거시적배경으로작용했음
을알수있도록한다. 또한결혼이주자와외국인유
학생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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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방식



지 않지만, 본국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를 고려하
면 결혼이주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직이주자에게더가깝다는점을알수있다.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을 보면 이주노동자 5점 척도 값이 3.83으로 가
장 높고, 외국인 유학생은 3.20으로 가장 낮았다. 이
항목은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5점 척도 값
이낮은편이지만, 이주노동자의경우취업을목적으
로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관한 결혼이주자의 인지는 5점 척도 값으로
이주노동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본국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결국 이주노동자의 비슷한 인지 양상을
보임을알수있다. 
‘정치적으로안정된나라라고생각하는가’에대한
항목에서도이주노동자가 5점척도값 3.78으로가장
높았고, 외국인 유학생이 3.24로 가장 낮았다. 이 항
목은‘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인가’에 관한 항목과 5

점 척도 값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본국
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차이가 더 커다는
점에서정치적안정성에대한차이에대한부정의정
도가더크다고할수있다.
‘사회복지수준이높은나라인가’라는항목에서는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유학생은대부분긍
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도 18.8%로 다소
높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이주노동자가 5점척
도값 3.99로가장높았고, 전문직이주자가 3.26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국의 사회복지수
준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것
과전문직이주자와외국인유학생의인식간에는상
당한시각차가있음을보여주지만, 또한본국상황과
비교해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직 이주자들보다
도 그 차이를 부정하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미
국,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이 많아 본국의 사회복지
수준에 비추어 한국의 복지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인식된결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물질문화(TV, 컴퓨터보급등)가앞선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5

점척도값이가장높은 3.94를나타내어한국의국가
적 상황에 관한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또한 유형별로 이주노동자가 4.01로 가장
높고 전문직 이주자가 3.90으로 가장 낮아 유형별로
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또한본국상황과비교
하여 그 차이에 대한 부정이 다른 항목들 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다른항목들과마찬가지로그차이에
있어서 전문직이주자와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그 차
이에 대한 부정의 정도가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
보다훨씬강하게나타났다. 

84 최병두·이경자

표 9. 한국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지

응답 경제가발전한 좋은직장이 정치적으로 사회복지 물질문화가
이주자유형 자수 나라 많은나라 안정된나라 높은나라 앞선나라

(명) 5점척도 척도차이* 5점척도 척도차이* 5점척도 척도차이* 5점척도 척도차이* 5점척도 척도차이*

전체 1,353 3.83 0.90 3.45 0.43 3.45 0.79 3.69 0.76 3.94 1.44

결혼이주자 393 3.81 0.76 3.43 0.41 3.43 0.80 3.82 0.78 3.91 1.34

이주노동자 346 4.11 0.72 3.83 0.44 3.78 0.67 3.99 0.67 4.02 0.97

전문직이주자 256 3.66 1.24 3.33 0.64 3.31 0.99 3.26 0.88 3.90 1.83

외국인유학생 358 3.71 1.20 3.20 0.59 3.24 0.96 3.56 1.04 3.93 1.90

주: * 본국상황에관한동일항목에서의 5점척도값(표 5참조)과의차이를계산한것으로, 수치가클수록차이를부정하는정도가강
한것으로해석됨. 



6. 요약및결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지구-지방화
과정및교통통신기술의발달과더불어출신국가및
지역그리고목적국가및지역의경제적, 정치적, 사
회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양국가및지역들에점차큰 향을미치고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과정에 반 된 거시적 배경으로서 세계적 상황과 유
출이이루어진출신국가및지역의상황, 그리고유
입이 이루어진 목적국으로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
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 다. 이를 위
해, 다문화공간의개념과이에함의된장소, 역, 네
트워크, 스케일과이에더하여공간적흐름과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다문화공간의
관점에서 흔히 거시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논의되
고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시
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 이
주에 반 된 여러 거시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하 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제 이주의 거시적 배경 가운데 세계적 상

황에대한인지를살펴보면, 외국인이주자들은대체
로국가간경제발전수준의차이, 교통및정보통신
기술의발달, 상품과자본의지구적이동, 그리고국
제이주의일반화경향등을상당히높게인지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주자유형별, 속성별, 거주지
역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특히 국
가간경제발전의차이를크게인지하고있다는점에
서 이 요인이 송출국에서는 압출요인으로, 유입국에
서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여성보다는남성이주어진세계적상황들에대해
높게인지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연령별로는큰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이주자들
이 타 지역 이주자들과는 다소 상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과

경북, 전남 지역간에도다소차이를보여주었다. 그
리고 각 유형내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적에 따라
세계적상황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둘째, 국제 이주의 거시적 배경으로 본국 상황에

대한이주자들의인지를보면, 이주자의유형들가운
데 이주노동자가 본국 상황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이주자들이 그
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 상황에 대한 이주
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국제이주에 향을 미친 것으
로판단되며, 이러한사실은심층면접을통해서도확
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본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에 있어 한편으로 이주노동
자와결혼이주자, 다른한편으로전문직이주자와외
국인 유학생이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즉 이주
노동자와결혼이주자는본국의경제적·사회적여건
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
와외국인유학생은‘그렇지않다’는응답이높게나
타나고 있어 본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이주에 그다지 향
을미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전 거주 지역과 관

련하여, 전문직이주자와외국인유학생은대도시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
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
전 삶의 여건이 이주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결혼이주자의경우특히베트남여
성이 농어촌에 거주했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주과정에서 흔히 논의되는 젠더 문제는 또한 지역
(불균등) 문제와결합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주자
들의 출신 지역에서 국제 이주에 대한 주민 인식을
보면, 모든유형에서대체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
다. 그러나국적별로는다소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
결혼이주자의 경우 특히 일본 출신이 부정적인 인식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이주배경
이경제적요인보다는특정종교에기인한결과로보
여진다. 또한이주노동자의경우도국적별로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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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이해외취업을원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이주목적국으로서한국상황에관한인지와

관련하여,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수준은 대체로
모두 낮았다. 국적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이주자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인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국과일본의
경우지리적으로접근도가높을뿐만아니라동일문
화권으로타국가에비해교류가많기때문으로생각
된다. 한국을 인지하게 된 계기 또는 수단은 유형별
로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결혼이주자와외국인유
학생은 화·음악·드라마와같은문화매체를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데 반해,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언론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알게되었다는응답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
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를
보면, 외국인이주자들은대체로한국의경제적발전
수준, 좋은 직장의 정도, 정치적 안정, 복지수준, 물
질문화의수준등을긍정적으로인지하고있으며, 유
형별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특히 그 정도
가높아서전문직이주자및외국인유학생과는이주
배경에차이가있음을엿볼수있다. 

주

1) 미시구조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최병두·송주연(2009)

참조.

2) 결혼이주자의경우, 출신지역주민인지에관한설문문

항 작성 과정에서 한국과의 문화적 관계에 우선 초점을

두었기 때문 출신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문항

들이빠졌다.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하여예로최송식,

장익진,김현숙(2008)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

면, 결혼이주자의 이주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 <부표

1>과같았다. 

3) 김 란의 연구(2008, 119)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지식은 성별, 학력별, 출신국가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보

다는 남성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출신국가별

로는필리핀이가장높고, 몽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

났다. 또한체류기간이짧은경우(1~3년미만)가한국사

회에대한지식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최근본

국(송출국)과 이주국(유입국)에서 의무적인 이주관련 교

육이실시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4) 예로, 1999년몽골국 방송에서방 한‘모래시계’가큰

인기를끌면서몽골에한국드라마붐이생겼고 2001년<

장미와콩나물>, <첫사랑> 등이선풍적인기를끌면서옷

과 핸드폰 등의 액세서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행

했다(김선호, 2002, 65). 베트남의 사례로 김이선 외

(2006) 참조. 

참고문헌

김선호, 2002, “동아시아의‘한류’: 몽골‘한류’의 특성과

전망,”동아연구 42, pp.59-72.

김 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

응에관한연구”, 담론 21 11(2), pp.103-138.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연구,”국제지역연구 10(3), pp.81-106.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소통증진을위한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

원.

86 최병두·이경자

부표 1. 결혼이주자의 이주 이유

본국상황
빈도 비율

한국상황
빈도 비율

(명) (%) (명) (%)

본국에서취업이
17 7.5 돈을벌기위해서 23 10.1잘되지않아서

무조건본국을
5 2.2

본국보다경제적으로
49 21.6떠나고싶어서 잘살아서

가족과친척의
18 7.9

한국에가족이나
23 10.1권유로 친척이있어서

가족부양을위해서 34 15.0
한국(인)에대한

40 17.6호감때문에

자료: 최송식·장익진·김현숙, 2008, p.235에의해재구성(기타제외함, 중
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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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Byung-Doo Choi*·Gyung-Ja Lee**

Abstract：Rapidly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can be seen as a typical process which has
proceeded under macro-contexts of socio-spatial characters of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y and
their relationships, shaped with global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gloc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on the global level. In order to consider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space
and some key elements implied in it, that is, place, territory, network, scale (suggested by Jessop et
al.) and spatial flow and difference. As results of questionnaire analysis of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f macro-contexts, this paper suggests some findings: that is, a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all types of foreign immigrants on global changes, the most negative recognition of migrant
workers among 4 types of foreign immigrants o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heir origin
country, a positive recognition of people in all regions of their origin (except few countries such as
Japan)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a low level of their recognition in all types on S. Korea’s
characters as their destination country. 

Keywords : foreign immigrants,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 space,
characters of original country and region, recognition of S. Korea as the destinatio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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