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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

본 연구는 4,09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첫째로, 설문 참여자 중 대부분은 이

주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외국

인 이주민 인구를 실제보다 2배 이상, 외국인 범죄율은 실제 통계

보다 3배 정도 과대추정하였다. 둘째로, 하위 집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가

지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오류가 타국가 출신 외

국인에 비해 두드러졌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정책 시행에 있

어서 대중의 인식 조사와 그에 맞는 지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제공한다.

주요어 : 이주민, 정책선호, 인식오류

학 번 : 2019-23508

1)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윤리심사를 통과했다 (IRB No. 2006/0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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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지난 20년간 국내 외국인 주민 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무부, 2020).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말 국내 거주 내국

인 대비 1% 미만에 불과하던 외국인 비율은 2019년 기준 5%에 달할 정

도로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취업, 유학 등 국내 정주기반을 갖고 생활하

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 세계

화,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출처: 최정윤 외 (2021) <그림 1> 중 일부 발췌

<그림 1> 국내체류외국인 비율 

선행문헌에서는 이민이 국가에 여러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을 보인바

있다 (West, 2011). 저숙련 이민자의 경우, 원주민 (Natives)이 기피하는

분야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반면 고숙련 이민자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 및 훈련 없이 즉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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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에서 발생

하고 있는 다양한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민의 갈등 사례, 브렉시트

(Brexit),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 혐오 정서는 이주

민 확대가 심각한 사회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향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증가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된다면, 이민자 확대의 경제적 장점은 살리고,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

국 이민 현황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2)에 대한

분석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분석에 추가로 다루고자 한다.

기존 서구 선진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을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Herda,

2018; Alesina et. al., 2022). 이는 이주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

나의 정책 방향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줄이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19세 이상 한국인 대표 샘플을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인원 4,094명)을 실시해서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갖

고 있는 인식과 이주민 정책 관련 선호를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인

이 갖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특성별 부정적 인식의 정도와 종류를 보고

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주민 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분석한 외국인에 대

한 인식오류를 바탕으로 인식오류 개선방안을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Choi et. al. (2021, Working paper)에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

2)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

기에,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주민의 하위집단으로 설정하여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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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인식오류가 상당히 크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국인

조사 참가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수가 국내 인구 10,000명

당 868명 (약 8.68%)으로 예측하며, 실제 통계값인 400명 (4%)에 비해 2

배 이상 과대추정하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의 범죄율의 경우 평균 386

명 (3.86%)로 예측하며, 실제 통계값인 130명 (1.3%)와 한국인 범죄율

310명 (3.1%)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이주민 하위집단 간 인식오류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오류와 이주민 혹은 이민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의 상관관계를 한국 맥락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

석결과, 외국인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등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와 부정적 인식이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오류가 높을수록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밝혔다.

끝으로, 각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인구사회

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에 대

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각 인식문항별로 상이해서, 체계적

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본 논문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외

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해당 문헌의 맥

락에서 본 연구의 기여를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간단한 설문설계 방식

과 표본 구성 및 특징, 연구방법을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외국인 이주민

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인식의 결정요인을 회귀

분석을 이용해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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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고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 및 인식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

가 수행되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원주민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Duffy (2014)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현실을 비교제시하며, 사

람들이 인식하는 이주민의 이미지가 실제 이주민의 특성과 큰 차이가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 외, 여러 서구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

를 시행했을 때,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esina et. al., 2022).

문헌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linder, 2015; Herda,

2010, 2013, 2018). 가령, 이주민의 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Alba, Rumbaut, and Marotz, 2000; Sides and Citrin,

2007; Herda, 2010).

경제학 문헌에서 주로 발견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외국인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세금부담 증

가 및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대체였다. 고소득층은 자신의 세금부담이 증

가할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약자계층인 이주민의 유입을 줄이고 싶어하

며 (Facchini and Mayda, 2009; Alesina et. al., 2022), 저소득층은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력 대체를 우려하여 이주민 수의 증가를 줄이고자 한다

(Mayda, 2009; Scheve and Slaughter, 2001). 따라서, 이주민이 어떤 특

징을 갖고 있는지는 (예를 들어, 고숙련 노동자인지 저숙련 노동자인지)

내국인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Hainmueller and Hiscox, 2010;

Duffy, 2014).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그 오류 정도를 측정

하고, 또한 이러한 인식과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의 관계를 한국의 맥락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정부의 다문화 수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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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인 이주민 확대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설문설계

본 연구는 한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를 계량화할 목적

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6개 모듈 (Module)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 기본 인적 특성 모듈에서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

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삶의 만족도, 혼인상태,

자녀 수, 경제활동상태, 개인소득 가구소득 정보를 수집했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이주민 교류 경험과 관계, 교류 빈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인

인식 모듈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외국인 국가건강보험 이용 수준, 외

국인 이주민 수, 외국인 범죄율, 외국인 학력 수준, 외국인 월평균 임금,

국제결혼 비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소득격차, 통일에 대한 의견, 국내 자

살률과 같은 비 이주민 관련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대

해서도 조사하였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 관련 문항의 경우, 실제 통계량 혹은 기존 조사

자료에서 도출된 값과 비교하여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실제와 얼

마나 다른지 확인하였다. 3)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원, 명)를

사용하여 응답값이 직관적이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주민과 대

응이 되는 대상인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였기에, 기준점

대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3) 기존 조사자료는 이민자 체류 및 실태조사 (2019),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9) 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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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식 통계치가 존재하는 내용을 응답자에게 익숙한 단위를 이용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 가능하도록 수치화했다.

셋째, 정책선호 모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최저임금, 임대주택에 대한

의견 및 정치성향과 같이 일반적인 정책선호를 조사했다. 추가적으로 주

로 이용하는 언론매체 (SNS 포함)와 미디어 문해 능력(Media literacy)

를 간단한 퀴즈형식으로 측정했다.

넷째, 실험 모듈은 응답자에게 첫 번째 인식 모듈에서 응답한 질문 중

선별된 다섯 질문 (국제결혼 수, 외국인 이주민의 건강보험 혜택, 국내

자살률,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 범죄율)을 다시 응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설문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이민 정책 선호 모듈은 이주민 및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

책선호를 확인하기 위해 배치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 외국인 가사도우미 합법화 관련 의견, 외국인 유형별 선호 정

도, 외국인 입국 정책선호 정도, 이민자 증가시 부작용 관련 의견,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서 외국인 이주민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모듈에서는 응답자의 이타적 행동(Altruistic

behavior)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학 문헌의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적용했다. 응답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에게 5만원을 제공하

는 당첨 이벤트를 공지한 후, 만약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인 5만원을 세

NGO 단체(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남북하나재단)에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질문했다.4)

제 2 절 표본 구성 및 특성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에 대규모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인 성인남녀 4,09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

4) 기부금에 대한 분석 결과는 Choi et. al. (2021, Working pap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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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표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시도 단위), 학력을 전체 모집

단 (우리나라 성인 인구) 특성에 맞추어 층화추출하였다. 본 설문에서 평

균 연령은 47.3세, 남성의 비율은 약 50%이다. 서울거주자는 응답자의

20%이며,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48%이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

문조사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한국의 인구를 대표하 수 있도록 표

본추출한 한국노동패널(KLIPS)의 2019년도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높은 외적 정당

성 (External validity)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1) (2) (3)

변수

한국리서치

모집단

본 논문

설문샘플

2019

노동패널 샘플

나이 48.73 47.3 (14.9) 50.0 (17.9)

남성 0.50 0.49 (0.50) 0.49 (0.50)

서울거주자 0.19 0.20 (0.40) 0.23 (0.42)

전문대 졸업 이상 0.45 0.48 (0.50) 0.52 (0.50)

기혼자 NA 0.62 (0.48) 0.59 (0.49)

자녀 수 NA 1.27 (1.07) 1.22 (1.42)

임금노동자 NA 0.51 (0.50) 0.43 (0.49)

자영업자 NA 0.10 (0.30) 0.03 (0.18)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NA 0.52 (0.50) 0.49 (0.50)

이민자와의 접촉 경험 유무 NA 0.42 (0.49) NA
이민자와의 접촉 빈도

(이주민과 교류 경험 있는

사람 중 주 1회 이상 교류) NA 0.24 (0.43) NA

관측치 수 43,526,824 3,985 11,188

주: 괄호안의 값는 표준편차이다.

출처: 최정윤 외 (2021) <표 1> 발췌

<표 1> 인구사회학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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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제 4장에서는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

국인의 인식과 관련 정책선호를 분석한다. 제 1 절에서 설문참여자의 응

답과 실제 통계량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이

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를 측정한다. 제 2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주

민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 관련 정책선호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이용해 살펴본다.

제 1 절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1.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 오류 정도 및 방향성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

국인에 대한 사실인식 오류를 수치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

루고 있는 변수는 총 네 가지(국제결혼 수, 이주민의 건강보험 혜택, 이

주민의 수, 이주민 범죄율)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했다. 먼저 국제 결혼 비율과 이주민의

수를 통해서는 국내 외국인 인구 규모를 한국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

인하고자 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혜택 수급액 질문을 통해서는 외국인

이주민 증가의 비용 측면에서의 한국인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다. 마지

막으로 이주민의 범죄율 질문을 통해서는 이민 증가 시 한국인 원주민이

받게 될 직접적 위협이자 개인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이주민 인구 규모 혹은 다른 측면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은 잘못된 편견 혹은 공포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 혹은 교류 기회의 부재에 의해서 기인할 수도 있으며, 제 3절에

서 인식오류의 원인을 확인할 때 교류빈도를 통제함으로써 이 효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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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자 하였다.

<표 2>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실제 통계 간의 차

이를 요약한 결과이다. 국제결혼 비율 문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에

서 한국인 원주민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과대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 2 절에서는 이렇게 응답값과 실제 통계량의 차이

로 측정한 이주민 관련 인식오류와 이민 정책선호의 연관성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국내 보도가 많았던 만큼, 실제 본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는 외국인 이주민이 보험료를 10,000원 낼 때

그보다 많은 11,576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

는 설문 문항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보험 납부액 10,000원 대비 한국인

평균 국민건강보험 혜택인 10,300원보다 높고, 외국인 실제 국민건강보험

이용금액 7,700원 대비 약 50% 가량 많은 액수이다. 즉, 외국인이 건강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보험금 납부액을 더 많이 내기에, 내국인

이 사실상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음에도, 한국인 원주민의 인식은 사실과

상당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인구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때, 정치적

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원주민은 위협을 갖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평균 응답 ⋛ 실제

통계량

차이

국제 결혼 쌍 수

(10,000 건 당)

898.6

(1206.9)

< 990 -91.4

(-9.23%)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00원

보험료 대비 혜택 (단위: 원)

11,587.4

(7220.6)

> 7,700 3,887.4

(50.5%)
국내 거주 10,000명당

외국인 이주민 수

875.5

(1252.2)

> 400 475.5

(118.9%)
외국인 범죄율 (10,000명당) 384.4

(754.0)

> 130 254.4

(195.7%)
출처: 최정윤 외 (2021) <표 2> 발췌

<표 2>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의 오류 정도 및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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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이주민 규모에 대한 원주민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해왔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조사 참가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 수가 국내

인구 10,000명 당 약 876명 (8.76%)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이주민 수는 국내인구 10,000명 당 400명 (4%)으로, 실제

외국인 이주민 수를 2배 이상 과대 추정했다.5) 이러한 과대추정의 정도

는 Alesina et. al (2022)에서 서구 6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민 수

를 추정하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범죄율의 경우, 응답자들이 일반적

인 범죄율 통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점으로 한국인 범

죄율이 10,000명 당 310명 (약 3.10%)이라는 정보를 같이 제시하면ㅅ 외

국인 범죄율 추정치를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외국인 범죄율을 평균

384명 (3.84%)으로 추정하며 실제 통계량인 130명 (약 1.3%)과 한국인

범죄율 310명 (3.10%)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 오류 정도 및 방향성: 하위집단 비교

<표 2>에서는 한국인 원주민이 외국인 이주민 전체집단에 대해서 부

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외국인

이주민 집단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동포

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도 관측할 수 있었다. <표 3>에서는,

한국인 설문참여자는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

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이주민의 학력 중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이주민 비율을 28.3% (평균값)로 추정한 반

면,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은 각각 17.7%, 19.7%로 외국인 전체 이주

민에 대한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비율 인식에 비해 약 10%가량 적

게 추정하였다. 또한, 전체 이주민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고소득 비

율에 대한 평균 인식값이 11%인 반면,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은 이보

5) 외국인 이주민 비율 과다 추정은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

이주민으로 착각한 데서 기인할 수 있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단기체류 외

국인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인구 대비 작은 편이다.



- 11 -

다 낮은 9.7%, 7.9%였다. 즉, 전체 이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의 고학력 비율과 고소득 비율을 더 낮게 추정하였다. 외국

인 이주민 범죄율을 국내거주인구 10,000명 당 384명 (3.84%, 평균값)으

로 추정하였지만, 중국동포는 이보다 높은 584명 (5.84%, 평균값)으로 추

정하였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170명 (1.70%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응답값은 문항에서 기준점으로 제시한 한국인의 범죄율

인 10,000명 당 310명보다도 낮은 값을 보여 다소 긍정적임을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원주민은 중국동포의 인구를 10,000명 당 1,377명

(13.77%, 평균값)으로 추정하며 전체 외국인 이민자 수에 대한 평균 인

식값인 10,000명 당 876명 (8.76%, 평균값)보다 훨씬 크게 추정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전체 이주민 수에 대한 평균 인

식값보다 작은 10,000명 당 457.7명 (4.57%, 평균값)이었지만, 실제 인구

규모인 6.5명에 비해서 상당히 과대평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준점으로 제시한 10,000명이 매우 크기에, 이에 영향을 받은 프레이밍

효과 (framing effect)의 가능성이 있거나 (Tversky and Kahneman,

1981), 인지심리학 문헌에서 보고된 결합오류 (Conjunction fallacy)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Tversky and Kahneman, 1982).

고학력 비율
(%, 전문대
졸업 이상)

고소득 비율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이주민 범죄율
(명, 외국인
10,000명 당)

이주민 수
(명, 국내거주인구
10,000명 당)

평균값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

외국인이민자

(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

기타 이주민)

28.3 27.1 110 16.3 384.4 130 875.5 400

중국동포 17.7 24.1 9.7 . 584.1 . 1,377.0 102.9

북한이탈주민 19.7 29.2 7.9 . 169.8 . 457.7 6.5

주: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은 공식통계를 따로 찾을 수 없었다. 고학력

이주민 비율은 각각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 (2016)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9)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출처: 최정윤 외 (2021) <표 3> 발췌 후 가공

<표 3> 이주민에 대한 사실인식의 오류 정도 및 방향성: 하위집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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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선호

본 절에서는 서구권 선행논문에서 보였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오류와 이주민 정책선호의 상관관계가 한국에서도 관찰 가능한지 실증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응답자를 인식오류에 따라 총 세 집단, 과대

추정 집단, 과소 추정 집단, 그리고 정답인정 집단으로 나누어 과대 추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주민 정책에 부정적인지 비교하였다.

   Overi Underi＋Xi  i (1)

위 회귀식은 각 응답자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 종속변

수를 과대 추정, 과소 추정 변수로 추정한 것이다. 회귀식에서 사용한 종

속변수는 이주민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다음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1) 외

국인 및 이주민 확대 선호 여부, 2) 외국인 관련 정책선호 여부, 3) 이주

민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설명변수인 와는 각각 응답자가 외국인 이주민 특성을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하는지 측정한 더미변수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오류 인덱스 (Index)는 이주민과 관련된 네 인식오류를 정규분포로 표준

화한 값(Normalized value)을 단순 평균하였으며, 인식오류 인덱스 변수

가 0.25보다 크다면 과대 추정으로, -0.25보다 작으면 과소 추정으로 할

당하였다.6) 즉, 응답자가 실제 통계량 대비 1.25배 초과의 값을 응답한

응답자를 과대 추정 (2,035명, 51.1%) 응답자로 할당하였으며, 마찬가지

6) 국제결혼 비율 및 이주민 수에 대한 과대평가는 이주민 인구에 대한 잘못된

추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해당 집단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과대 추정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외국인 범죄율 및 건강보

험 혜택에 대한 과대 추정이 이주민 집단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듯이, 위의 이주민 인구에 대한 과대 추정 역시 사

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식변수 각각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당 변수들을 인덱스화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도, 논의의 간

결함과 검정력 (statistical power) 증가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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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제 통계량 대비 0.75배 미만의 값을 응답하고 있는 응답자를 과소

추정 (1,098명, 27.6%) 응답자로 할당하였다.7) 가령, 실제 이주민 인구가

국내 인구 10,000명 중 500명이었을 때, 응답자의 응답이 625명을 초과하

면, 과대 추정, 375명 미만이면 과소 추정으로 분류된다. 만약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면, 와 의 계수

값은 과대 추정 오류 혹은 과소 추정 오류로 인한 이민 관련 정책선호의

변화분을 설명하는 계수가 될 것이다. 는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통제변

수로는 나이, 남성 더미, 서울 거주자 더미, 기혼자 더미, 자녀 수를 사용

하였고, 추가로 가구소득과 고용상태, 학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령, 응답자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 이후에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외국인 이주

민에 대한 정보를 의식적으로 왜곡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와 이주민 정책선호의 상관관계를 보고하

고자 한다.

1. 외국인 및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기에 앞서, 한국인들이 외국인 및 이민

현상에 대한 선호가 인식 왜곡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 의견 비율과 외국인 유형별 선호를 분석했다.

<표 4>의 1열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민 인식 관련 과대 추정 하고 있

는 응답자는 국제결혼에 대해 정답추정집단 대비 1% 유의수준에서 유의

7) 인식오류 인덱스값은 (응답값-통계량)/통계량으로 계산되므로, 예를 들어, 통

계량대비 1.25배 이상 과대 추정한 경우 인덱스값은 (1.25 * 통계량 – 통계량)

/ 통계량 = 0.25이다. 즉, 응답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대 추정 기준으로 계산

한 과대 추정 기준은 통계량 대비 1.25배이고 인덱스값 기준으로 계산한 과대

추정 기준은 0.25배이다.



- 14 -

미하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대 추정 집단

과 과소 추정 집단의 계수를 동일성 검정한 결과, 과대 추정한 응답자는

과소 추정한 응답자에 비해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

현한 사람의 비율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적었다 (p값 = 0.043).

반면, 같은 국제결혼에 대한 사안임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추세에 대

한 긍정의견 비율은 과대추정 집단과 과소추정 집단, 정답추정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3열과 4열에서는 각각 저숙련 생산

기능직과 고숙련 전문기술직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에 대해 추정하였다.

이주민에 대해 과대 추정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정답추정집단 대비 1% 유

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

대 추정과 과소 추정 집단의 계수 비교시, 3열의 과대추정 집단 대비 과

소추정 집단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적음을 확인하였으나 (p값

= 0.021), 4열의 경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p값 =

(1) (2) (3) (4)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결혼이주여성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저숙련

생산기능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고숙련

전문기술직

증가추세에 대한

긍정의견 비율
과대 추정 -0.063*** -0.028 -0.067*** -0.062***

(0.020) (0.018) (0.017) (0.020)
과소 추정 -0.024 -0.016 -0.031 -0.033

(0.023) (0.021) (0.019) (0.023)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25 0.044 0.020 0.033
통제변수 O O O O
p값 0.043 0.502 0.021 0.126
평균값 0.400 0.282 0.203 0.519
주: 괄호 안에 이분산-강건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를 표기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1 (인구사회학적 정
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수를 통제, 통제변수2 (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다. 행 변수: 과대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0.75배 미
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여기서 p값은 과대추정 더미의 계수와 과소추
정 더미의 계수가 같은지를 t검증하여 나온 값이며, 평균값은 각 열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다

<표 4> 외국인 및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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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분석결과 국제결혼이라는 같은 주제 하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과대추정하는 집단은 타 집단 대비 국제결혼 증가추세 찬성 비율이 낮지

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찬성비율은 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

의 경우, 저숙련 생산기능직과 고숙련 전문기술직 등 외국인 노동자 유

형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긍정의견을 갖는 비율이 타 집단 대비 6% 가

량 떨어지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2.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

이 조에서는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왜

곡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였다.

1열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과대추정하는 집단의 경우, 타 집단 대

비,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 비율이 10%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하게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과대 추정 집단과 과소 추정

집단 간의 계수를 동일성 검정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

하였다 (p값 = 0.341). 2열에서 역시 과대추정 집단이 타 집단 대비 외국

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

음을 확인하였다. 과대추정 집단과 과소추정 집단 간의 계수를 동일성

검정하였을 때, 과대추정 집단과 과소추정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값 = 0.041). 3열과 4열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

한 우려 중 하나인 범죄율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국 시 외

국인 정보 수집 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비율과 인식왜곡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3열과 4열 모두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과대 추

정 집단이 타 집단 대비 동의 비율이 3-7% 이상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수를 동일성 검정하였을 때, 과대추정

집단과 과소추정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열 p

값 = 0.002, 4열 p값 =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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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5>는 외국인 정책 선호에 대한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과대 추정 집단은 타 집단 대비,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과 외

국인)에 대한 정책에는 찬성 비율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외국인 입

국시 정보수집의 경우 기본정보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에서부터

강한 정책인 외국인 소셜 네트워크 수집정책까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

다. 하여, 이러한 관계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과대추정이 외국인 정책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 조에서는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 관련 주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1) (2) (3) (4)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대한 동의비율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성비율

입국시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

수집정책

동의비율

입국시 외국인

소셜 네트워크

계정 수집정책

동의비율
과대 추정 -0.033* -0.050*** 0.031** 0.078***

(0.020) (0.020) (0.014) (0.020)
과소 추정 -0.016 -0.013 -0.009 0.033

(0.022) (0.022) (0.015)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80 0.039 0.016 0.037
통제변수 O O O O
p값 0.341 0.041 0.002 0.011
평균값 0.369 0.351 0.877 0.647
주: 괄호 안에 이분산-강건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를 표기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1 (인구사회학적 정
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수를 통제, 통제변수2 (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다. 행 변수: 과대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0.75배 미
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여기서 p값은 과대추정 더미의 계수와 과소추
정 더미의 계수가 같은지를 t검증하여 나온 값이며, 평균값은 각 열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다

<표 5>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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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인식 왜곡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1열과 2열에서는 이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의 동의비율을, 3-5열에서는 이민의 부정적 효

과에 대한 의견의 동의비율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1열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과대추정 집단이 타 집단 대비 이민

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는 의견에 동의 비율이 유의수준

5%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 과대추정과 과소추정의

계수를 동일성 검증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p값 =

0.017). 반면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는 각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3열에서 과대추정

집단은 이민자 수 증가시 사회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1%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4열과 5열을

(1) (2) (3) (4) (5)
이민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운다

인구감소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자 수

증가 시

사회갈등

심화할

것이다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민자

증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과대추정 -0.039** -0.026 0.070*** 0.109*** 0.085***

(0.018) (0.020) (0.019) (0.020) (0.020)
과소추정 0.003 -0.037 0.003 0.038* -0.015

(0.020) (0.023) (0.021) (0.023) (0.022)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3,985
R-squared 0.021 0.038 0.018 0.025 0.024
통제변수 O O O O O
p값 0.017 0.573 <0.001 <0.001 <0.001
평균 0.712 0.448 0.719 0.489 0.660
주: 괄호 안에 이분산-강건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를 표기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1 (인구사회학적 정
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수를 통제, 통제변수2 (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다. 행 변수: 과대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0.75배 미
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여기서 p값은 과대추정 더미의 계수와 과소추
정 더미의 계수가 같은지를 t검증하여 나온 값이며, 평균값은 각 열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다

<표 6>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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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민자 증

가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

게 높은 동의비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세 열에서 과대추정 집단과 과

소추정 집단의 계수값을 비교하였을 때, 양자 간의 차이는 1% 유의 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이주민에 대한 인식 과대추정 집단

은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거의 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민의 긍정적 사회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타 집단 대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사회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인식오류가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4.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및 통일에 대한 선호

지금까지는 외국인 이주민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각각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기에, 외국인 이주민 대상이 정책 대상과 정확

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인식을 이용하여, 이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선호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7>의 Panel A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학력 비율에 대한 인식을

이용하여 과대/과소추정 더미를 나누었고, Panel B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의 수에 대한 인식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다른 모든 회귀분석 결과가 유

의미하게 나오지 않고, 한 경우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학력 비율을 과대추정하는 집단에서 북한이탈주

민 지원 증가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동의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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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북한이탈주민의 고학력 비율 (전문대졸 이상 비율)에 대한 인식과 정책선호
(1) (2)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동의여부

통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지 여부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지 여부

과대 추정 0.0687** 0.0080 0.0180
(0.0276) (0.0277) (0.0287)

과소 추정 -0.0135 -0.0136 0.0131
(0.0237) (0.0240) (0.0248)

관측값 3,985 3,985 3,985
R-squared 0.083 0.058 0.045
통제변수 O O O
p값 <0.001 0.253 0.802
평균값 0.369 0.356 0.581
Panel B: 북한이탈주민의 수에 대한 인식과 정책선호

(1) (2)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가에 동의여부

통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지 여부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지 여부
과대 추정 0.0258 -0.0428 -0.0310

(0.0326) (0.0336) (0.0334)
과소 추정 -0.0009 -0.0135 -0.0061

(0.0436) (0.0440) (0.0438)
관측값 3,985 3,985 3,985
R-squared 0.079 0.058 0.045
통제변수 O O O
p값 0.394 0.344 0.421
평균값 0.369 0.356 0.581
주: 괄호 안에 이분산-강건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를 표기하였다.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1 (인구사회학적 정
보): 나이, 성별, 서울거주자, 기혼자, 자녀수를 통제, 통제변수2 (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 가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주민과의 교류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다. 행 변수: 과대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1.25배를 초과한
값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 과소 추정 더미변수는 실제 통계량보다 0.75배 미
만을 응답한 응답자 더미이다. 여기서 p값은 과대추정 더미의 계수와 과소추
정 더미의 계수가 같은지를 t검증하여 나온 값이며, 평균값은 각 열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다

출처: 최정윤 외 (2022) <표 2>와 <표 3> 발췌 후가공

<표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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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식오류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인 원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서 기인하

는지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른 개인 특성을 통제한 가운

데, 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교류 경험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간의 편

상관관계 (partial correlation)를 추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회귀식을 추정

하였다.

   Xi  i (2)

종속변수 는 개별 이주민 집단에 대한 경제사회적 인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원주민 응답자가 추정하는 이주민 집단의 인구,

범죄율, 전문대졸 이상 비율, 3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비율을 측정하였

다. 독립변수 는 1) 인구사회학적 변수 (나이, 성별, 서울 거주 여부,

기혼 여부, 자녀수)와, 2) 이와 더불어 경제, 교육, 이민자 교류여부 (가

구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이민자 교류 경험)를 사용하였다.

<표 8>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교류경험을 회귀분석한 결과값이다. 1열에서 고학력 비율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한 결과, 다자녀가구 여부 (유의수준 10%), 고용노동자 재직여

부 (유의수준 1%), 자영업자 여부 (유의수준 1%)는 유의미하게 고학력

비율을 높게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

학력 비율을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

다. 2열에서 고임금 비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였

으며, 나이(유의수준 5%), 자영업자 여부(유의수준 10%)가 이주민의 고

임금 비율을 낮게 추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선형

적인 형태는 아니나 고소득 (유의수준 1%)과 고학력 (유의수준 10%)은

이주민의 고임금 비율을 높게 추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열에서는 이주민의 범죄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보았다. 이때, 나이 (유의수준 1%), 고용노동자

재직여부 (유의수준 10%), 자영업자 여부 (유의수준 5%), 대학재학 이상

의 고학력 (유의수준 1%)은 이주민의 범죄율을 낮게 추정하는 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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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 마지막 열에서는 이주민 인구 비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

였으며, 나이 (유의수준 1%), 남성 (유의수준 1%), 고소득 (유의수준

5%),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 (유의수준 1%)은 이주민 인구를 낮게 추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이

주민 인구를 더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의수준 10%).

(1) (2) (3) (4)
고학력 비율 고임금 비율 범죄율 인구

나이 0.010 -0.093** -8.391*** -21.21***
(0.0326) (0.0437) (1.119) (1.809)

남성 -1.063 -0.643 38.32 -323.3***
(0.768) (1.009) (25.23) (39.84)

서울거주자 -0.646 1.822 29.60 -24.06
(0.892) (1.289) (31.65) (47.35)

기혼 -0.379 -0.946 -49.58 -51.21
(1.025) (1.463) (33.84) (55.91)

자녀수 0.944* 1.008 14.61 78.66***
(0.494) (0.658) (14.16) (28.02)

가구소득
[300만원, 500만원] -0.761 4.551*** -35.76 -124.3**

(0.979) (1.201) (33.21) (53.81)
[500만원, 700만원] -1.632 9.073*** -52.12 -279.3***

(1.148) (1.655) (38.11) (60.55)
700만원 이상 -0.642 8.986*** -16.51 -190.4***

(1.156) (1.543) (40.02) (61.96)
고용상태

고용노동자 2.739*** -2.002* -54.52* 22.13
(0.815) (1.099) (29.28) (45.13)

자영업자 3.765*** -0.437 -77.84** -87.97
(1.355) (1.838) (37.46) (59.68)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재학/졸업 -1.391* 2.221* -74.42*** -217.4***

(0.835) (1.139) (25.59) (41.49)
대학원 재학/졸업 -3.337** 5.110** 25.18 -97.91

(1.328) (2.118) (42.75) (62.31)
교류경험 (중국동포) -0.177 0.959 2.734 -25.25

(0.891) (1.200) (27.84) (43.68)
관측값 3,985 3,985 3,985 3,985

<표 8>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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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에서 확인한 특징은, 전체 이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관적이지 않고 각 인식 문항별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고연령층은 이주민의 고임금 비율을 높게 추정하여 이

주민을 상대적으로 약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저

연령층에 비해 이주민의 범죄율과 인구를 적게 추정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이주민 통합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이주민 특

성 별로, 항목 별로 이질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

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이주민 정책 관련 선호를 조사하였다. 외국

인 이주민 확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가장 현실

적인 해결책이자, 노동력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이지만,

이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및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해당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이주민 확대 정책에 대한 선호를 파악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실증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가 상당

히 크고 부정적임을 발견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국동포와의 교류경

험이 많은 편이지만,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오류의 정도가 다른

R-squared 0.008 0.021 0.032 0.081
평균값 28.32 11.04 384.4 875.5
주: 괄호 안에 이분산-강건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표기하였다. *** p<0.01, ** p<0.05, * p<0.1. 평균값은 각 열변수
에 대한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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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집단에 비해 컸다. 둘째로, 회귀분석에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 이

주민 정책선호 및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오류

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미루어, 이주민에 대

한 왜곡된 인식은 외국인 이주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인식오

류가 나이, 성별, 가구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기인함을 확

인하였고, 추가로 정부의 이주민 관련 홍보 정책 시행을 통한 정확한 정

보 제공은 인식오류에서 기인하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

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다양한 상관관계는 엄밀한 의미의 인과관

계를 추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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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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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an online survey of 4,094 Korean natives,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South Koreans' perceptions regarding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y preferences. The majority of Korean native

participants have a biased view of immigrants. In some cases, they

overestimate immigrants' population by more than twice, and

immigrants' population size by more than three times. Secondly,

comparing subgroups of immigrants, we find that natives have a

greater negative perception of Korean Chinese immigrants, who are

the largest group of immigrants in Korea. Third,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is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a new approach to analyzing public perception

and support is needed when considering immigration policy.

keywords : Immigrants, Policy preference, Misperception

Student Number : 2019-23508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제 2절 연구의 내용

	제 2장 문헌고찰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설문설계
	제 2절 표본 구성 및 특징

	제 4장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제 1절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1.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 오류 정도 및 방향성
	2.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 오류 정도 및 방향성: 하위집단 비교

	제 2절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선호
	1. 외국인 및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
	2.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
	3.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
	4.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및 통일에 대한 선호

	제 3절 인식오류 결정요인 분석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내용 2
제 2장 문헌고찰 2
제 3장 연구방법 5
    제 1절 설문설계 5
    제 2절 표본 구성 및 특징 6
제 4장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8
    제 1절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8
        1.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 오류 정도 및 방향성 8
        2. 이주민에 대한 사실 인식 오류 정도 및 방향성: 하위집단 비교 10
    제 2절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선호 12
        1. 외국인 및 이민현상에 대한 선호 13
        2.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 15
        3.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 16
        4.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및 통일에 대한 선호 18
    제 3절 인식오류 결정요인 분석 20
제 5장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