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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문영석｜강남대학교 조교수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에로 전이되면서 선진 각국의 노동시장 수요도 단순 노동력이 아니

라 숙련기술을 가진고급인력의확보가절실히필요하게 되었다. 특히캐나다처럼광대한국토에

비해소수의인구, 출산율저하그리고경제성장에따른노동인력수요가급증하는상황에서이민유

치는국가적현안이될수밖에없다. 1967년캐나다는과거의폐쇄적, 인종차별적이민정책을획기

적으로개선한이래전세계에서가장다양한인종과문화가공존하는사회로변모되어왔다. 본고는

최근이민에대한관심이급격하게높아진가운데지난 5년간한국인들에게가장선호하는이민대

상국으로떠오른캐나다의이민정책변화의주요동인들과현황을규명함으로써캐나다이민정책의

문제점들과향후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이민, 캐나다 이민정책, 다문화주의, 세계화, 한 ․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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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민은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자본, 기술, 인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러므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민 현상은 그 규모와 속도, 또 세계에 미치
는 영향 등에서 이전 세기의 이민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세계가 모두 지
식경제 산업에 뛰어들면서 점점 더 고도로 훈련된 숙련기술자들을 필요로 하
고 있으며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의 EU도 이들을 이끌
어 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만과 중국본토의 숙련공들
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 캐나다와 호주가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며 EU는 
동부유럽이나 인도를 대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오늘날 이민은 두 가지 시각
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은 이민이야말로 세계화과정에서 파생
된 부정적인 면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부정적인 시각은 선진국들이 이민을 통해 후진국으로부터 자본․ 기술․ 인력
을 착취해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 동안 국내에 불어 닥친 소위 “이민열풍” 속에서 캐나다는 지난 5년간 
한국 이민 지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떠올랐고 실제로 전체 이민 지
망자들의 절반 이상이1 캐나다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
계에서 캐나다 이민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전무에 가까
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학문적 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에서 
나온 통계 및 문헌 자료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론적 분석만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필자가 캐나다에서 18년간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느꼈던 이민사
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전망들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다. 캐나다는 출발부터 이민자들에 의해 

1. 2000년 전체 이민자수의 60.6%를 캐나다가 차지함, 2000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
주과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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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된 나라였으며 오늘날도 국외에서 태어난 외국 이민자들의 비율이 캐나
다 전체 인구의 18.4%를 점유하고 있다. 비록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할지라
도 북미 원주민이 아닌 한 기껏 거슬러 올라가봐야 대부분은 몇 십 년에서 
불과 100여 년에 불과한 이민자들의 후손일 뿐이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998만 km2)를 가지고 있으며 그 크기가 무려 남한의 100

배나 되는 광대한 국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구는 미국과 반경 320km 이
내에 살고 있으며 그 거주 면적이라야 겨우 전 국토의 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광대한 국토에 현행 인구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이 적어도 2.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출산율은 1.5%밖에 
되지 않는다(Statistics Canada, 2003). 더구나 2011년까지 현재 노동인구의 
20%가 은퇴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지 않는
다면 10년 안에 캐나다의 경제성장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랫동안 캐나다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은 경제적 요인들이었지
만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
하로 인해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역사상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민정책에 획기적
인 변화를 보여 왔다(Marger, 1997). 본고는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천과 그 
주요동인(主要動因) 그리고 현황을 규명함으로써 캐나다 이민정책의 문제점
들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역사적 배경

1617세기 프랑스인들이 북미에 진출한 주된 이유는 원주민들과의 모피거
래 같은 상업적 이유였지만 유럽 각국의 신대륙 진출에 따라 프랑스도 세인
트로렌스 강 유역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세우고 “신 프랑스(La Nouvelle 

France)”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신대륙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팽
창주의는 전쟁으로 확대되어 1759년 9월 18일 에이브라함 평원(Plai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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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에서 프랑스군이 영국군에게 참패하였고 1763년 2월 10일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에 의해 정식으로 “신 프랑스” 식민지는 영국에 할양
되었다.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된 캐나다는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명백하게 순
수한 “백인 정착민 식민지(White Settler Colony)”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역사적으로 계승해왔다(Stasiulis et al., 1995: 

9799). 다수의 프랑스계를 제압하고 광대한 캐나다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다수의 영국계 이민이 필요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뿐만 아니라 당시 기근에 시달리던 아일랜드 농민들이 유입되었으며 미국 독
립혁명 당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반대했던 왕당파(Loyalist)2들도 아직 영
국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캐나다 쪽으로 대거 이주했다. 캐나다 정부는 1896

년 최초로 이민정책을 수립하면서 개척지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황무지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강한 농민들을 환영했으며 1896년부터 1911년 사
이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캐나다 대평원 지역에로 유입되었다. 이 정책
은 당시 미국의 서부로의 팽창이 북부지역인 캐나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자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이민수급은 주로 유럽계 
백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였으며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은 이민 선호 
대상국에 대해서도 서열이 매겨져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당연히 유색인종
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해도 외국인 취급을 당했으며 외국인이란 바로 백인
들에겐 자신들과 ‘다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열등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되
던 시절이었다.  

캐나다의 경제는  제1 ․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연합국의 병참기지로서 갖
가지 군수기지 공장들이 세워진 결과 종전 후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시에 건설된 갖가지 산업시설들이 전후 캐나다 경제의 중
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
도 기존의 캐나다인들은 신규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빼앗아갈 뿐만 아

2. 미국혁명 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고 본국의 왕정체제를 따르기를 
원했던 왕정주의자들을 영국에 계속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Loyalist들이라고 부르며,

미 남부군이 패배한 후 대거 북쪽 캐나다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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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민자들을 그다지 환
영하지 않았다. 특히 1930년대를 휩쓴 대공황은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이 당시는 철저하게 이민에 대해 폐쇄정책을 썼다. 

이민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정적 인식은 캐나다가 경제적 불황에 
봉착할 때 마다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승을 부려왔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양질의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중
단할 수 없었으며 또한 그동안 이민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어 왔다. 

III. 이민정책의 개혁과 이민유형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속한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부족에 심각한 문
제가 있음을 파악한 캐나다 정부는 그간의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완화하여 이
민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여전히 영국을 비롯한 서부 유럽계 이민을 선호하였
다. 그러나 1960년 대 이후 하락하는 출산율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경
제 성장으로 인해 캐나다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시급히 필요해졌다. 특별한 
유인책을 쓰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고급두뇌들과 이민들이 몰려오는 미국과
는 달리 캐나다는 언제나 특별히 능동적인 이민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
다. 1960년대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의 부족은 캐나다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인종차별
적인 백인선호 이민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었다. 

캐나다는 1967년부터 대내적으로는 이민점수제를 도입하여 기왕의 인종차
별적이며 폐쇄적이었던 이민정책을 개혁하고 대외적으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3을 표방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3. 당시 캐나다 수상이었던 피엘 트뤼도(Pierre Trudeau)는 “비록 두 개의 공식 언어가 
있다 해도 공식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인종도 다른 인종에 대해 우월하
지 않다(House of Commons, Debates, 12 October. 1971, 8545)”라고 천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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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받아들이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966년 자유당 정부는 노동시
장의 수요에 맞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연방정부안에 이민과 노동을 
동일한 부서에 설치함으로서 이민과 노동정책을 병합하였고4 1967년에는 기
왕의 이민법을 전폭적으로 수정하여 모든 이민자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
나 평등하게 자신들의 학력, 언어구사능력 그리고 기술 등이 캐나다의 노동
력 시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점수로 평가하는 이민심사 “점수제도”

를 입안하였다.  

1. 점수제(Point System) 도입과 이민유형의 변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가족초청(family 

class)인데 직계가족이나 결혼에 의한 배우자 초청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이
민(independent immigrant)으로 숙련기술(Skilled Worker)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는 케이스이다. 셋째, 사업이민(Business Immigrants)은 기업 및 투자, 

그리고 자영업 이민 유형들을 포괄하며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케이스이다. 넷째,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

m)5은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와의 협약 하에 자기 주에 필요한 사람을 우선
적으로 선발하는 케이스이다. 다섯째, 피난민(Refuge)인데 정치적 이유로 인
한 망명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말한다. 본장에서는 캐나다 

1971년 10월 8일 캐나다의 모든 민족들과 문화의 평등한 공존과 조화를 지지하는 복
합문화정책을 선포하였다.

4. 1966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시민권과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 

gration)를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와 병합하여 고용과 이민부(Department of

Manpower and Immigration)로 통합 발족시켰다.

5. 1867년 이래 캐나다 헌법 제 95조에 명시된 대로 이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
을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민유치에 실패한 주들은 이민 유치를 연방정부
에게 홀로 의존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책임을 분담하여 독자적인 이민유치에 대한 협
정을 맺고 있다. 연방정부와 이민유치에 관해 협약을 맺은 주들은 이민신청자들의 범
죄기록이나 의료심사는 연방정부에 맡기지만 주정부가 자신들의 주에 필요한 사람들
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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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근간이자 한인이민들이 주로 신청하는 독립이민, 사업이민, 그리
고 주정부 추천 이민 케이스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캐나다 이민정책의 핵심인 “독립이민” 케이스는 향후 자국의 경제적 발전
에 이익이 될 사람들만을 선별하는 제도이다. 1967년부터 캐나다는 자국의 
국익에 맞는 지원자를 선별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민자 적격심사
에 점수제도(point system)를 도입하여 교육, 전문직 경험, 직업, 언어능력 
등에 점수를 매기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점수제 심사평가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점수제 심사평가 기준표

 출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www.cic.gc.ca/english/skilled) 

독립이민은 신청자의 재산과는 관계없이 학력, 경력, 나이, 언어 능력 등 

6개 항목(Selection Factors)에 대한 점수로 판단하는데 역대 심사평가 기준

기준 최고점수 부여기준

교육정도 25

• 박사 및 석사학위 : 25점
• 대졸 : 20-22점
• 전문대졸 :12-20점
• 고졸 : 5점

언어능력 24
• 영어 16점, 불어 8점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를 
 상․ 중 ․ 하로 평가

경력 21

• 1년 : 15점
• 2년 : 17점
• 3년 : 19점
• 4년 이상 : 21점

연령 10
• 21-49세 :10점
• 20세 이하 45세 이상은 연령1세 초과당 2점씩 감점

캐나다내 고용여부 10
• 캐나다 인적자원부(HRDC)의 상주고용 인증 시 : 10점
• 인적자원부의 임시근로허가 인증 시 : 10점 등

개인의 적응력 10
• 배우자의 학력, 캐나다 내 근로경력, 학업능력, 
 친척존재여부 등 고려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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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캐나다의 경제사정과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합격점수가 70점에서 75점 
사이로 늘 오르락내리락 하였지만 근래 들어 점점 더 언어, 정규교육, 그리고 
경력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상향되고 또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6 특히 언어에 대한 점수가 과거 15점대이던 것이 최근 24점까지 상향
된 것은 숙련기술이민자라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노동시장에 잘 흡
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다 해도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민자들
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민지원자들은 영어를 
제1언어로 선택하였으면 영어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영어검증시험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성적도 제출해야 한다. 단 
퀘벡정부는 기술이민에 대한 별도의 선택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불어능
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어를 제1언어로 선택한 경우는 불어검증시험 
TEF(Test evaluation française)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각 항목별로 한국인들이 받은 평균점수를 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이
상의 경우 20점, 언어능력의 말하기 · 듣기 · 쓰기 · 읽기 부분에서 각각 기본
점수를 반영한 8점, 4년 이상의 경력 21점, 나이 10점(2149세), 배우자의 
학력 4점(대학졸업자)으로 이를 합하면 63점이다. 이와 같은 미달점수는 영
어점수에 약한 한국인들이 총점 24점에 달하는 언어능력점수에서 기본점수
만을 획득함에 따라 비롯되고 있다. 이민국이 합격점수를 2002년 75점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한국인들의 독립이민 합격률은 과거에 비해 거의 70% 수
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이 점수는 한국인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타 인종들에
게 영향을 미쳤으며 2002년 6월 28일부터 이민난민보호법(IPRA)을 시행한 
이후 합격점(75점)이 너무 높아 인력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 이민부는 2003년 초 이민 신청자들의 집단소송마저 제기되자 숙련근
로자에 대해서는 합격선을 67점으로 낮추고 사업이민 신청자를 구이민법에 
의거 심사하도록 과도규정의 개정을 약속했다.7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

6. 참고삼아 학력과 기술을 합쳐 계산한 점수(ETF)를 보면 농업전문가, 컴퓨터, 조경사,

응용화학, 우주항공, 광산업, 심리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지리학자, 수학자 등은 최
상급인 17-18점을 받는 데 비해 단순 사무직종이나 이발사, 작가, 세탁업자, 사진사 
등은 1-2점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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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청자부터는 이민부가 요구하는 영어점수를 얻어야만 하는데 비영어권
에 속한 한인 이민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지난 3년간 한인이
민자들의 수가 감소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사업이민 케이스는 세 종류가 있으며 투자이민(Investors), 기업이민
(Entrepreneurs), 자영업이민(Selfemployed persons) 순으로 분류된다. 첫째, 

투자이민(investors) 프로그램은 적어도 자산이 8만 달러(Canadian Dollar 

이하 CAD) 이상 있는 사람이 약 4만 달러 이상을 캐나다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투자한 후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5년 후 무이자로 원금만을 돌
려준다. 전체 투자액 중 50%는 연방정부에 의해 각 주별로 할당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50%는 각 주의 GDP별로 추가 할당되어 투자가 이루어
진다. 단 퀘벡 주는 자신의 주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5년간 투자해야 한다. 

또한 투자금액을 은행에서 융자받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1112만 달러
는 투자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829만 달러는 은행융자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부담한 몫은 은행 융자액을 5년간 대출받는 복리이자로 상
쇄되어 버린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전 가족이 이민하는 대가로 1112만 달
러가 소요되는 셈이다.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 한인들
이 투자이민을 강행하는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유학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 1명당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지불한
다고 볼 때 2명의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킬 경우 68년간 30만 달러 이상
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일찍부터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해서 부모가 자유롭
게 왕래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비를 절약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청이 증
가하고 있다.8 기타 독립이민이나 기업이민이 언어나 조건부 요구조건 때문
에 최근 정체상태에 있지만 투자이민은 지속적인 조기유학 붐에 힘입어 가장 
인기 있는 케이스에 속한다.

둘째, 기업이민(Entrepreneurs)은 3년 이상의 자기사업경력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간부급(과장급 이상)인 사람으로 약 3만 달러(CAD) 이상의 자

7. ｢캐나다 한국일보｣ 2003. 9. 26.

8. ｢캐나다 한국일보｣ 200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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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민 후 3년 이내에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하여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이
민비자를 주었는데 그러나 최근 개정법안은 ① 본국에서 운영한 자영업의 매
출액 약 4억 원 이상, ② 순수익 4천만 원 이상, ③ 종업원 2인 이상, ④ 투
자금액 1억 원 이상 등의 네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공문서로 증명해야 
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국내에 정착한 후에는 3년 안에 사업기간 1년 
이상, 연간매출 25만 달러 이상, 연소득 2만 5,000달러 이상, 상근직 종업원 
1인 이상 고용, 초기 투자금 12만 5,000달러 이상 등의 규정 가운데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만 비로소 영주권에 붙은 조건을 해지해주도록 엄
격하게 강화되었다. 주정부 지정 이민프로그램인 매니토바 주 기업이민은 사
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합격되면 7만 5,000달러(CAD)의 이민보증금을 예치
한 뒤 사업개시 후 돌려받는다.

투자나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민 케이스는 투자금액의 규모와 
예상 기업의 가능성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표 2> 사업이민 점수제 심사평가 기준표

출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www.cic.gc.ca/business)

자영업 이민자란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캐나다의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삶에 현
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예술인, 체육인, 특수 영농인 들이 대상
이다. 자영업 이민 신청자들의 캐나다 경제에 대한 현저한 기여는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낙후지역사회(underserviced 

부여기준 최고점수
교육 25

경력 35

나이 10

언어능력(영어나 불어) 24

적응능력 6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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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상당한 매출액을 올
릴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이는 소기업도 캐나다 경제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케이스는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athletes)나 저명한 예술가(artists), 무용수(dancers) 그리고 음악가
(musicians) 등에게 자영업 이민 신청 자격을 준다. 단, 그 재능과 명성이 생
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영업 이민은 기업이민처
럼 영주권에 조건을 달지는 않지만 캐나다에 도착한 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즉 약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
며 자신의 특기나 특성을 발휘하여 캐나다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점수제도의 도입은 캐나다의 이민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캐나다에 숙련된 기술자들을 유입하여 노동력 수급과 경제적 성
장을 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이민정책은 단순
한 재능검사 수준이어서 캐나다보다 매우 느리고 더 까다로운 제도를 견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은 자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본받으라고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2. 기술이민의 증가

지난 20년간의 캐나다 이민유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이민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의 경우 기술이민은 전체 이민자들 가운데
서 23%를, 숫자로는 5만 2,000명을 기록했다. 표 3은 “기술이민” 케이스의 
증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숫자는 투자나 기업이민의 전체 숫자를 상회할 정도이다. 선별된 기술
이민과 가족초청 케이스는 매우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가족초청의 경우 
1990년에는 6만 명 미만이던 것이 1993년에는 11만으로 치솟았다가 1998년
에는 5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1993년 가족초청 케이스가 급등한 것은 동
반자녀에 대한 허용조건을 전년도에 폐지시켰기 때문이었다. 첫째, 영주권이
나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재정보증을 할 수만 있다면 21세가 넘은 성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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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이민 증가표 (19802000)

*  Proportion: 전체 이민자 중에서 기술이민이 차지하는 비율
*  Number: 기술이민 숫자
출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www.cic.gc.ca/english/skilled)

도 미혼자는 이민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둘째, 1997년 홍콩이 중국본토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불안을 느낀 수많은 홍콩 주민들이 앞 다투어 북미 
특히 캐나다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중국본토, 스리랑카,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망명자와 피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또 다시 본국
에 두고 온 가족들을 초청하는 연쇄적 초청이 주 요인이었다. 넷째, 1980년
대 후반부터 1990년 전반까지 누적된 이민지원자들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자 하는 정책이 기여한 덕택이었다(Couton, 2002: 116). 이와 같이 예기치 
않았던 가족이민 케이스의 폭증은 이후 캐나다 이민부에 의해 다시 재조정되
었고 정치적 망명이나 피난민 케이스도 국제정세의 안정에 따라 많이 줄어들
었다.

3. 이민유입지역과 연령층의 변화 

과거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주로 유입되었던 것에 비해 1960년
대부터는 아시아를 비롯한 타 지역 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신규이민자들 중에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visible minorities)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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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0년대는 52%, 1980년대는 68% 그리고 1990년대는 73%로 점점 절대
적인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9 인종에 대한 선호정책이 폐기된 이후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독립이민 케이스 중 기술이민으로 입국하
는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아시아 출신들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단연 1위이
다. 중국 출신 기술이민자들은 1998년 전체 기술이민 지원자들 중에서 23%

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에는 39%로 껑충 뛰었다. 현재 유색인종들의 최다
수는 중국인들이며 캐나다 이민부는 향후 20년 간 중국은 캐나다의 기술이
민의 주요 공급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를 제외하면 동부유럽
에서 오는 기술이민자들이 있으나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표 4> 2000년 캐나다 이민부의 이민 비자 발급 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도

출처: CAIPS offices-produced by Operational Coordination (RIM), 26 January 2001.

지난 40여 년 간 지속된 유색인종에 대한 문호개방은 캐나다를 점점 더 
다인종사회로 변모시켜왔다. 현재 캐나다에서 절대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인
종은 없다. 영국계 36%, 프랑스계 32% 그리고 2%의 원주민을 제외하면 모
두 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113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된 사회로 세계에
서 가장 다양한 인종들로 형성된 사회이다. 

이민유입지역만 다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연령층도 좀더 젊어졌
다. 2001년의 경우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이민자들의 연령층이 46%를 점하
고 있는데 기존의 캐나다인들의 경우 이 연령층의 비율이 단지 31%에 불과

9.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analysis series, Canada's Ethnocultural Portrait:

The Changing Mosaic.

국 가 비자 발급 숫자 국가별 순위
중 국 37,123 1

인 도 27,458 2

파키스탄 14,641 3

필리핀 9,852 4

대한민국 8,466 5



92   문영석

하다. 이는 미래의 캐나다 노동시장의 수급에서 역시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이처럼 아시아 이민들의 급격한 
증가는 완고한 백인 보수층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밴쿠버 지역의 만만치 않은 “새로운 황색 공포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행 정책들은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의 수급지역이었던 
영국계 유럽인들의 이민을 저하시키거나 차별하고 있다. 만일 현행 정책들이 
재고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가지 않아 캐나다에서 또 하
나의 새로운 소수민족(백인)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The Vancouver Courier, 

15 January 1989).”

IV. 이민자들의 고용문제와 임금격차

직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민정착과정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캐나다는 
실로 광대한 나라여서 고용시장만 해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
을 보인다. 하지만 신규이민자들은 지역적 연고도 없거니와 인맥, 취약한 시
장정보, 현지에서의 경험부족 등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과거 이민 수
급은 주로 단순 노동자나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업이나 광산, 도로건설 같은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했다. 그러나 현행 이민의 경향은 고도로 훈련된 기술
자나 숙련공들이 유입되면서부터 과거에 이민자들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최하층을 구성했던 데 비해 신규 기술이민들은 단번에 사회의 최상층에 
진출하기도 하고 출발부터 매우 역동적인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은 캐나다 현지 노동시장에서 자신들
이 과거에 쌓았던 학력이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 평가
절하나 무시를 당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교육경력의 경우 많은 신규이민
자들은 현지인들에 비해 거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평가절하를 당하며 고용이
나 승진에 있어서도 역시 현지인들이 이민자들에 비해 훨씬 더 나은 대우와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Sorenson, 1995: 4866; Basran and Li 

Zong, 1998: 623). 물론 이런 무시는 고용주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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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캐나다 노동시장의 현황

2002년 CFIB(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10의 보고에 
따르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단순노동에서부터 고도의 숙련노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경제성장력의 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상태
를 아직 캐나다 경제계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장 노동
력이 부족한 분야는 제조업 분야이다. 캐나다 제조업은 전체 경제활동의 
21%를 점하고 있으며 생산품의 70%를 수출하고 있는데 숙련공 부족이 심각
하다. 2003년 현재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0.86달러이며 연소득이 610

만 달러까지도 가능한데 이 정도의 고소득은 캐나다 현지 대학졸업자들의 봉
급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CHE(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는 숙련공들이 시급하게 충원되지 않으면 캐나다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CHE 협회장 비티
(Perken Beatty)에 의하면 10년 안에 숙련공들의 35%가 은퇴할 것으로 추
정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토론토나 밴쿠버 등 대도시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
산 경기 활황으로 인해 건축시장이 호황인데 반해 숙련된 목수나 공사장 노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건축현장의 대부분의 인부들은 불법
이민자들로 메워져 있는 형편이다. 현행 건축업계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50

세인데 10년 안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은퇴할 것으로 예견되며 따라서 미
래 건축시장의 심각한 노동력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The Toronto 

Star, 3 November 2003).

10.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2002. (http://www.cfi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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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자들의 세부 직업군 분류

2000년 가장 많이 선발된 직업군은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직, 그리고 기타 
기술 및 과학지식을 갖춘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선발되었
다. 기술이민 직업군으로 보면 엔지니어가 단일 직업군으로서는 선두를 달리
고 있는데 2000년 한해 동안 엔지니어로서 기술이민으로 받아들여진 숫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CAPE(Canadi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s)가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1990년대 하반기의 경우 전국 캐나다 대학교에서 이
공계열 학위(engineering degree) 수여자가 학 ․ 석사를 합해 1만 명 정도인 
것을 비교해보면 엔지니어 분야에만 국내 수급보다도 이민자가 약 50%를 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2001년 캐나다 전국에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 16만 명인데 2000년 한해 신규 이민자 엔지니어 수는 캐나다 전
체 엔지니어의 약 10%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1996년 캐나다 인구 조사 보고
는 캐나다 내 엔지니어들 중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캐나다로 이민 온 숫자
가 전체 엔지니어의 거의 절반인 44.5%에 달한다고 보고 했는데 이 사실은 
캐나다의 제조업이 얼마만큼 신규 기술이민자들에 의해 의존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엔지니어 외에도 지난 몇 년간 자연과학이
나 응용과학자들의 이민건도 매우 신속한 증가를 보여 왔다.

1980년대만 해도 엔지니어,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독립이민 
케이스는 매년 1만 명 미만이었는데 2000년의 경우 2만 5,000명으로 늘어났
고 그 중에 1만 5,000명이 엔지니어들이었다. 물론 엔지니어 기술이민의 경
우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는데 2000년 엔지니어 케이스 이민 지원자들의 
86%가 남성이었다. 기술이민의 경우 1990년대 초기 남성이 60%이었던 데 
비해 2000년에는 76%가 남성이었다. 물론 남성이 기술이민으로 선발되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캐나다 전체인구 비율로 봐서는 크게 성
비(性比)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캐나다 이민부는 보고 있다. 

11. CAPE(Canadi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s), “Canadian Engineers for

Tomorrow, Trends in Engineering Enrollment & Degrees Awarded 1997-2001.”

(http://www.ccp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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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자들의 고용현황과 임금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률 비율을 보면 1980년대 경우는 캐나다 현지 노동자
들의 경우 75.5%인데 비해 오히려 이민자들의 취업률이 79.3%로 앞섰으며 
실업률도 현지인들이 6.3%인데 비해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4.5%로 더 낮았
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양상은 뒤바뀌어 현지인들의 취업률이 
이민자들보다 앞서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격차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지
인들과 특히 신규이민자들의 취업률의 차이를 보면 15%로 그 간격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표 5> 현지인들과 이민자들의 노동인구 참여 비율

출처 :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analysis series.

표 5에서 보듯 이민자들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잘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캐나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들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외국에서 쌓은 이력
과 경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인증제도”12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 경
제의 중심축인 온타리오 주 정부는 신규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잘 흡수될 수 

12. “Knowledge Matter: Skills and Learning for Canadians”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Ottawa, 2002), p. 54. http://www11.sdc.gc.ca/sl-

ca/doc/tocs.html

취업률 1981 1986 1991 1996 2001

전체노동인구 75.5 76.3 78.2 77.0 80.3

현지인 74.6 75.8 78.7 78.4 81.8

전체이민자 79.3 78.5 77.2 72.1 75.6

최근이민자 75.7 71.7 68.6 61.0 65.8

실업률 1981 1986 1991 1996 2001

전체노동인구 5.9 9.1 9.6 9.3 6.7

현지인 6.3 9.4 9.4 8.8 6.4

전체이민자 4.5 7.7 10.4 11.0 7.9

최근이민자 6.0 11.8 15.6 16.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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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신규 기술이민자들의 이력과 경력을 심사․ 평가해주는 인증기관
(Credentials Assesment Services)을 설립했으며 앨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매니토바, 퀘벡 주 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기관들을 설립했다. 또한 각종 민간
사회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신규 이민자들의 순조
로운 정착과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 문제는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노동시장에 흡수되기 위해서
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과 유관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이민자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완전하게 캐나다의 사회에 정
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민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격차의 이면에는 외국에서 훈련받은 신
규기술이민자들 특히 유색인종들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기본적인 무시와 편
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의 경우만 해도 신규이민자들이 캐
나다에 입국한 후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현지인 수준의 임금을 받았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 이민자들의 임금이 10년이 지나도 현지인 수준의 79.8%

에 지나지 않고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그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로 아직도 캐나다 사회 안에 무시할 수 없는 유색인종에 대
한 편견과 무시가 도사리고 있으며 성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3. Ontario Minister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Ontario Government

Service to Help Qualified Immigrants Find Jobs,” news release, March 21, 2000.

http://www.edu.gov.on.ca/eng/document/nr/oo.o3/zjobsnr.html. For British Columbia

see http://www.cic.gc.ca/english/press/01/bc.html. For Manitoba see http://www.gov.

mb.ca/labour/immigrate/gettingsettled/credit.html. For Quebec see http://

www.immigration-quebec.gouv.qc.ca/fracai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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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캐나다 현지인들의 소득에 대비한 최근 이민자들의 소득 비율

 출처: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analysis series, Earning of Canadian’s :      
 Making a Living in the New Economy.

표 7은 같은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민초기의 경우 신규 이민
자와 현지인 간에 임금격차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격차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른 2564세 사이의 대학을 졸업한 최근 이민자들의 평균 소득표
                                                                    (단위: 달러) 

출처: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analysis series, Earning of Canadians: Making 
a Living in the New Economy. 괄호안은 현지인 임금에 대비한 비율임.

이처럼 편차가 커지는 주 요인은 캐나다인들이 신규이민자들에 비해 일반
적으로 훨씬 더 학력이 높고 캐나다는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끊
임없이 숙련된 기술을 보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거주기간 남성 여성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1 71.6 63.4 63.1 64.7 70.0 60.5

2 86.9 73.3 71.4 79.3 79.8 68.4

3 93.4 77.0 75.5 84.4 84.4 71.7

4 88.8 77.1 77.3 87.8 82.0 74.3

5 92.7 78.5 77.1 91.7 83.8 77.4

6 93.5 81.5 76.5 94.9 83.3 77.8

7 95.1 84.5 76.6 97.9 87.3 76.8

8 89.9 97.5 75.2 96.3 94.6 80.2

9 97.3 97.2 78.3 103.1 93.7 82.2

10 100.4 90.1 79.8 103.1 93.3 87.3

남 성 여 성
1990 2000 1990 2000

이민 1년차 33.673 (55.8%) 31.460 (47.3%) 21.059 (56.6%) 19.829 (48.3%)

이민 10년차 52.060 (86.2%) 47.552 (71.4%) 32.522 (87.3%) 32.473 (79.1%)

캐나다 출생자  60.375  66.520  37.235  4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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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육 및 출신성분으로 본 남성노동자들의 임금 도표(1980-2000)

 출처: Statistics Canada, 2003. Canadian Immigrants.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점점 고학력자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새로운 점수제도는 더욱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과거 고국
에서 가졌던 직업이 캐나다에서 그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 비율이 퀘벡의 
경우 70%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이민 온 지 1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Reneaud, 2001). 물론 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
이 열악한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학력을 그래도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
다. 과거 농민이나 단순노무자들이 이민했던 시절과는 달리 오늘날은 이민자
들도 도착하는 순간부터 당장 현지에서 이전이 가능한 기술력, 적응력, 교육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물론 컴퓨터 관련 기술자나 여타 고급 엔지니어들의 경우는 현지인들과 
비교해 임금격차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직이 아
닌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신규이민자들은 캐나다 현지인들보다 임금의 격차
가 더 크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노동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임금
의 격차가 줄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가 이민을 통해 자국 노동
시장의 충족과 그들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격
차는 향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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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현상

캐나다는 인구의 79%가 대도시 주변에 모여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의 진행속도가 빠른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캐나다
에 이민 온 신규이민자들은 94%가 대도시 주변에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 중 대부분(73%)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과 같은 캐나다의 3대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표 9는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표 9> 캐나다 대도시에서의 전체 인구 증가에 대비한 최근 이민자들의 비율

                    
출처: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analysis series.

토론토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44만 5,000명의 이민자들
이 정착했으며 2001년 전체 이민자들의 43%가 토론토로 집중되었다. 현재 
토론토 전체인구의 43.7%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비율은 
도시 전체 인구의 거의 반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세계의 대도시들 가
운데서 가장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은 도시들 중의 하나이다. 그 다음은 밴쿠
버인데 1990년대 32만 4,800명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규 이민자의 
18%가 이 지역으로 집중된 것으로 밴쿠버도 전체인구의 37.5%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몬트리올은 이 기간 동안 겨우 6%의 신규 이민자들만이 
유입되었으며 도시 전체 인구의 18.4%가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몬트

1990년대 캐나다 이민인구 비율
19962001 총인구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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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올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캐나다 최대의 상공업도시였지만 1977년 불어
사용을 강요하는 언어법안 Bill 10114이 통과되면서 몬트리올의 경제권을 장
악하고 있던 대부분의 영어권 회사들이 토론토로 이주한 결과 지역경제가 침
체되었고 따라서 이민들의 유입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후 이민유치에 실
패한 퀘벡 주는 경제이민의 경우 투자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이민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이민들이 몬트리올이나 퀘벡 주
를 정주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착지로 생각하고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경제력
이 좋은 영어권 주들로 이주해버린다. 

이민자들이 이렇듯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아무래도 대도시는 일자
리가 풍부하고 출신 민족별 공동체들이 잘 발달되어 직업을 구하는 데 용이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도시는 시골과는 달리 이민자들이 워낙 
많은 탓에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대도시가 정
착지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분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에 절대 다수의 이민자들이 살
고 있다.

V. 한국계 이민의 최근 동향과 캐나다

캐나다와 한국의 유대관계는 이미 1888년부터 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내
한하여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대한 업적과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의 그늘에 가려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치․ 경제적 상호 동반자 관계를 구
축함으로서 역동적인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 긴밀
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로 향하는 이

14. 퀘벡 주의 분리주의가 발흥하면서 퀘벡 주 안에서 불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모든 관
공서와 도로의 간판 및 표지들을 불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며 신규 이민자들의 자
녀들은 불어권 학교에 보내도록 강제하는 입안이 1977년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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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유학 등 인적교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캐나다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
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가운데 2030대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3년 한 민
간정보업체 ㈜피어리15가 2030대 남녀 57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9월 17일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72.1%인 380명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민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380명은 이민을 생각
하는 이유로 ‘장래 자녀의 교육문제’(42.3%)와 ‘국내 실업문제 및 경제
난’(31.4%), ‘국내의 정치적 · 사회적 혼란’(19.7%) 등을 꼽았다. 이민 희망
국으로는 캐나다(32.7%), 미국(30.5%), 호주(23.9%), 멕시코와 중남미지역
(8.9%)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2003년 여름 한 
홈쇼핑회사가 캐나다 매니토바 주 이민 상품을 내놓자마자 단 80분 만에 
175억 원 매출을 올리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며칠 후 내놓은 2차 상품도 매
출이 약 600억 원, 신청자수 총 2,935명으로 1차 때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일 품목, 단일방송
시간으로는 국내 홈쇼핑 역사상 최고의 주문 매출액이었다고 하니 현재 국내
의 이민열기가 어떠한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한 지표라 하겠다.

한국외교통상부가 공개한  2003년 외교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캐나다
로 이주한 한국인은 전년보다 1,310명이 줄어든 4,613명이었으나 캐나다는 
이민 국가별 순위에선 1999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 그러나 늘 그렇
듯 한국외교부의 이민통계와 캐나다 이민 집계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
다. 2003년 7월 발표된 캐나다 이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한해 캐나다에 
정착한 한국인은 7,084명으로 외교부 통계와 무려 2,471명이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그 이유는 제3국을 통한 이민이나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이민을 신
청한 숫자 등에 대한 파악이 한국외교통상부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
교백서는 지난해 전체 이민자의 경우 9,509명으로 전년대비 14.9%의 감소
를 보였고 이민 국가별 순위에서 2위 미국(4,200명), 3위 뉴질랜드(435명), 

15. ｢매일경제신문｣ 200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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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오스트레일리아(256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이민의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
한 원인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9 ․ 11사태 이후 미국 등 주요국가의 이민심사
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로 한국이민이 줄어든 가장 큰 이
유는 2002년 이민정책이 영어점수를 상향조정하면서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
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외교백서에 의하면 2003년 해외이
민자들의 한국행 역이민도 전년(4,257명)보다 13.6%가 줄어든 3,676명이었
다. 이 가운데 작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이민자는 524명으로 전년
(693명)보다 24%가 줄었다. 외교백서는 그 이유를 1980년대엔 한국경제
의 발전에 따라 역이민자가 증가하다가 97년 경제위기를 분수령으로 역이민
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풀이했다. 역이민의 주된 사유로는 현지생활 부적응, 

한국 내 취업이나 취학, 이혼, 신병치료 등이 지적됐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 후반부터 북미로 이민가는 한국인 이민들의 동향
이 달라지고 있다. 1996년 이후부터 30 ․ 40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0

년에는 전체 이민자들의 38.2%에 달했다.16 이민 지원자들의 나이만 젊어진 
것이 아니라 직종에 있어서도 이공계 기술직 등 전문 인력 군이 기술이민으
로 지원하는 숫자가 최근 급증해가고 있다. 

이공계 분야의 젊은 인력들이 급증하는 현상은 현 한국사회의 소위 “35세 
정년”이라는 이공계 분야의 위기론에다 국내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들
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나서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
은 기간에 이민을 간 경제활동인구 중 단순노무직은 12%, 그리고 서비스직
의 비율은 9%대로 급락해 과거의 소위 “생계형 이민시대”가 퇴조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가 이민지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매력 중의 하나가 교육제도이
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 중등의 경우 17.5%로 OECD 

평균 8.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
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

16. ｢동아일보｣ 200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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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통계 (19992003)  
                                                                  (단위 : 명)

           연도
 종류 1999 2000 2001 2002 2003

가족초청이민 599 756 750 750 690

(8.3%) (9.9%) (7.8%) (10.2%) (9.7%)

숙련기술이민 3,901 4,346 6,854 4,580 4,573

(54.1%) (56.9%) (71.4%) (62.5%) (64.5)

기업이민 1,763 1,699 1,220 981 820%

(24.4%) (22.2%) (12.7%) (13.4%) (11.6%)

순수투자이민 764 609 580 639 507

(10.6%) (8.0%) (6.0%) (8.7%) (7.1%)

자영업이민 176 164 118 128 71

(2.4%) (2.1%) (1.2%) (1.7%) (1.0%)

주정부지명 8 40 52 237 368

(0.1%) (0.5%) (0.5%) (3.2%) (5.2%)

기타 5 21 30 13 58

(0.06%) (0.3%) (0.3%) (0.2%) (0.8%)

총계 7,216 7,635 9,604 7,328 7,087

출처: 2004년, 주캐나다 대사관 (http://www.embkorea.ottawa.on.ca)

의 각종 교육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17를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
(PPP)로 초등 3,155달러, 중등 4,069달러,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초
등 4,381달러, 중등 5,957달러, 대학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초․ 중․ 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
어서 2000년에 이미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
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부담 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
럼 과도한 교육비지출은 오늘날 우리사회에 해외 조기교육의 열풍을 자초하
였으며 이민 열풍이 부는 원인들이라고 각종 매스컴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근래 갑자기 불어 닥친 일종의 “캐나다 붐”은 캐나다에 대한 무분별한 
과장도 난무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일어나고 있

17. 교육인적자원부 2004 OECD 교육지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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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단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대중적 열풍은 이성적 판단마저도 마비하
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민 지
원자들은 이주 전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캐나다 노동시장의 현황과 규모, 

그리고 주변산업들의 경향을 잘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거대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건국초기부터 인구확
보 문제는 나라의 독립과 관계되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이민유치는 국가적 과제이다. 캐나다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이민을 받아들
임으로서 자국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민으
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는 전 세계 투자의 5%를 점유하고 있으며 통계에 의
하면 이민 1인이 캐나다 경제의 수․출입에 끼치는 영향은 자기 모국으로 매
년 314달러를 수출하고 모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44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Wagner et al., 2002: 507525). 이민자들은 현재 캐나다 노동시장의 70%

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값싼 노동력이 캐나다 경제성장에 얼마나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언제나 그 주된 동기는 경제적인 
목적이었다. 예를 들면 1973년 경제가 활황이었을 때는 23만 명을 받아들였
지만 1984년 불황이었을 때는 겨우 8만 4,000명만을 받아들였고 1993년에
는 다시 25만 4,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자국의 경제상태에 따라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민선별 과정에서도 먼저 경제이민의 쿼터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야 가족초청 케이스와 난민 케이스를 다루어왔다. 캐나다는 이민으
로 노동시장의 부족을 상쇄해 보려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나 기
타 지역으로 자국의 고급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중
반의 경우 캐나다로 유입된 이민인구가 10만 명에도 못 미치던 것에 비해 
빠져나간 숫자는 8만 명에 달해 실제로 캐나다가 획득한 이민은 겨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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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했을 뿐이었다. 특히 고급기술 인력의 경우 캐나다도 많은 고급인력
들을 미국에 빼앗김으로서 “두뇌유출(brain drain)”을 초래한다고 원성이 높
았다(DeVoretz, 2003: 9). 최근 캐나다 이민부의 보고에 의하면 19952000

년 사이에 기술이민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4만 명인데 비해 미국으로 
빠져나간 숫자는 매년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국본토에서 중국인들의 해외이민이 자유화된 이래 수많은 기술이민들이 
캐나다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전 수상 장 크레티앵(Jean Chrétien)

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몰려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유입은 미국으
로 잃어버리는 두뇌유출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
렇듯이 이민을 통한 두뇌유치(brain gain)와 동시에 두뇌유출(brain drain)도 
많기 때문에 캐나다는 세계에서 “인적자산의 주요 공급자이자 수급자”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Grant H. and R. Oertel, 1998: 76). 

이민국가로서의 캐나다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본다면 아직도 형성되어 가
는 단계에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몰려든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새로운 세계화의 질서와 이로 인해 변형도상에 
있는 세계관은 캐나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경제․ 문
화면에서 국경이 없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로 인
종․ 문화․ 종교가 결부된 민족주의(Nationalism)도 세계 도처에서 급부상하
고 있다. 캐나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국가 안에서 다 내포하고 있는 나
라이다. 퀘벡인들의 민족자결주의와 원주민들의 자치정부요구 등이 민족주의
의 부산물이라면 또 한편 전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문화 등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 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는 세계화의 한 단면이다. 그러므
로 캐나다는 그 다양한 인적자원과 문화적 유산들이 서로 어울려 21세기 세
계화 시대에 세계시민국가의 한 전형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문화는 문화의 차이와 충돌을 생산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며 바
로 그러한 “논쟁을 통해 배우는 것이야 말로 미래시민사회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건강하게 훈련시켜주기 때문이다”(Graff G. and J. Phelan, 199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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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미 캐나다는 세계에서 인종과 문화면에서 가장 다원화된 사회이면
서도 인종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가장 적은 사회이다.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사회보다 신규이민자들에게 협조적이거
나 너그러운 것도 사실 이다. 이런 사례들은 캐나다가 민족주의와 세계화주
의가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범사례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인종적, 문화적 다원화가 더욱 더 추진되
면 될수록 바로 이웃에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화(Americanization)에 대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며 캐나다 미래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의 원천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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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societies are transforming from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societies, creating a demand for highly-skilled and specialized workers in the labor

market to keep in step with the forces of change in our global community. Canada

has the second largest land area in the world, but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With

declining birth-rates, and increasing labor market demands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ttracting qualified and skilled immigrants has become an

urgent and crucial issue for the Canadian national agenda. In 1967, Canada

witnessed a significant reformed in her immigration policy, from one that promoted

a “closed-doors” and racially discriminative policy, to one that advocated an

“open-doors” and racially non-discriminative policy, which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most diversified society in the world, in terms of racial and cultural makeup.

Recently,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of Koreans interested in emigrating, and it

was found that Canada was the most popular destination for Koreans, for the last

five year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imary motives for the changes in Canadian

immigration policy, in light of current social trends and situations,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and impact of the current Canadian immigration policy for the future,

within the context of Koreans immigrating to Canada.

Key Words: Immigration, Canadian Immigration Policy,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Korea-Canad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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