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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와 國際勞動市場: 大量移民時代의 美國移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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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國際勞動移動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 일어났던 세계경제통합 

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1820년 이후 100년 동안 약 55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미국을 목적지로 선택하였다. 이 논문은 식민지시 

대부터 20세기 초까지의 美國移民을 개관하고， 移民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영향을 분 

석하였다-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형태의 변동은 이민 배출국과 흡수국의 경제적 격 

차， 이주비용의 조달능력， 인구변화， 이전 시기의 이민의 영향，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인 재난， 이민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大量移民은 

배출국의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 반면 흡수국에 

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대량이민의 시대 동안 신 · 구대륙 간의 실질임금격차는 이민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른 한편 이민은 배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낮춘 반면 흡수국의 소득불 

평등도를 높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의 이민 흡수국들에서는 이 

민이 가져온 노동시장충격과 기타 타민족과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 反移民의 정 

서가 갚어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이민의 문호를 

닫아버라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끝으로 대량이민시대의 경험이 오늘날의 국제인 

구이동과 세계화의 과정에 대해 던져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1. 머 리 말 

20세기 말을 통해 진행되어 온 世界化(globa1ization)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은 상품 및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져온 결과들이다. 미국의 경우도 무역의 확 

대와 국제자본이동의 증가가 국내경제， 특히 기업조직， 고용， 임금격차 등에 미친 효과 

에 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 

인 노동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문헌의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상품 및 자본시장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로 말미암아 국제적 노동이동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컨대 이민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1) 이 연구는 한국무역협회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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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평가하기는 힘들다 특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 일어났던 세계화의 과정 

에서 국제적인 노동이동의 엄청난 확대는 세계경제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1820년 이 

후 20세기 초까지 약 55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했으며， 그 가운데 대다수가 미 

국을 목적지로 택하였다 특히 20세기의 첫 20년 동안에는 연평균 100만의 유럽인이 신 

대륙으로 이주하여 전무후무한 大量移民時代의 정점을 이루었다‘ 

1920년대를 통한 미국 이민규제의 강화 이후 대량이민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전체 노 

동력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구성 

은 유럽인에서 중남미와 아시아인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고， 그 성격에 있어서 가족의 재 

결합을 위한 초청이민， 정치적인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난민의 이민， 미국의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의 취업이민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 

고 이민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불법이민 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이고， 이민법 개정문제는 각 선거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특 

히 오랜 역사를 가진 반이민정서는 지난 테러사태 이후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한편 이민 

노동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노동공급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민의 부작용으로 중남미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고급 

인력 유출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민이 제도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이민의 유인은 여전히 감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의 엄금격차는 여전히 커서 이주의 경제적 유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은 이민의 비용을 낮추고 있다 특히 여행. 유 

학， 파견근무 등을 통한 임시적인 인적이동은 영구적인 이민의 주요 매개경로가 되고 있 

다. 이민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 국가가 이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 

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이제는 소득이 높아져서 이민의 유인 

이 없어진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의 저소득 국가들은 이민배출의 유인과 능력 

을 함께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후발산엽국들이 소득성 

장과 함께 이민흡수의 여건을 갖추게 되어 저개발국에서 신흥산업국으로의 이민의 기초 

가 형성되었다. 구소련의 경제적 붕괴， 국지적인 전쟁과 재난도 새로운 국제적 인구이동 

증가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도적인 장벽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향후 국제적인 이민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제적인 노동이동이 이민 배출국과 유입국 

의 경제에 미친 효과를 미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대륙 정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민자의 수， 이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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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이민자의 성격 등을 개관하고， 이와 같은 이민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 

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인구 및 경제적 변화， 교통통신을 비롯한 기술의 변 

화， 그리고 반이민운동과 이민법 제정과 같은 정치적 · 제도적 변화 등의 요인들이 고려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민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인구， 경제성장，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가 고려될 것이다. 아울러 이민이 배출국의 경제 

에 미친 영향을 역시 인구， 경제성장， 노동시장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미국의 역사적 사례가 우리 나라의 이민 노동자 문제 대해 제공해 주는 시사점을 모 

색할 계획이다-

世界化와 國際勞動市場. 大量移民時代의 美國移民

19世紀 以前의 國際勞動市場2. 

2.1. 白人價務如慧(Indentured Servants) 의 流入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의 지리적 탐험의 결과로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북미대륙에 

는 1607년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Jamesto뼈)에 백인들의 첫 영구정착지가 세워진 것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업적인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남미에서와 같이 귀금속을 발견하 

고자 했던 초기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을 중섬으로 한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담배의 재배에 적당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담배재식농업을 중심 

으로 한 상업적 식민지가 발전하게 되었다. 

17세기 미국 식민지가 당변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수급이었다

비율로 인해 신대륙의 노동생산성 및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따라서 구대륙의 노동자 

낮은 인구 토지 

들은 이민의 유인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는 데만 미숙련 노동자의 수년 

치 임금이 소요될 만큼 이주와 정착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신 · 구대륙 간 노 

동의 이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적자본에 기초하여 이주자금을 대여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형태의 금융기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 정착 초기에는 特權持妹會社Uoint-stock company)들이 

고용하여 운송비용과 첫해의 정착비용을 지급한 후 그 대신 회사를 위해 몇 년 동안 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Virginia Company)는 자사 

가 고용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년의 계약기간 동안 반노예적인 상태에서 집단적인 농업 

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력수급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섬각한 유인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이주자들은 고전적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지니게 되었고 수많은 피고용자 

들을 감독하는 데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강압적인 통제와 가혹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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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제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회사는 

그 정책을 전환하여 1620년경까지는 개별 이주자에게 토지와 주택을 분양하고 이주자들 

經濟論集쟁
 

통해 

건설하였다[Morgan 정치제도를 민주적인 보다 데려왔으며 여성들을 배우자가 펼 의 

(1975). Diamond(1967)J.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현한 자영농장주들은 담배 재배의 확대와 함께 심각한 일손부족 

공급받기 위해 f責務如慧밟Ij度 。1 죠"，.2.. 
"2 '- 근 유럽으로부터 결국 되었다 직면하게 에 

(Indεntured Servitude)를 도입하게 되었다. 1618년에는 100명의 빈곤한 아동들이 도제로서 

버지니아에 도착하여 채무노예의 효시가 되었고 1620년에는 100명의 채무노예가 도착하 

백인이민의 매우 중요한 

백인이민의 절반 내지 

초까지 이후 채무노예는 18세기 

된다. Srnith (l947)에 따르면 식민지시대 

분양되었다. 농장주들에게 

부분을 차지하게 

여 

까、L논1.. 01 
D t.!...---, 

Craven (1 971)은 17세기 버지니아 주의 거주자 가운데 75% 이는 채무로 미국에 들어왔다 

가 채무노예출신이었다고 추산하였다. 

채무노예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주비용을 선불로 지급 받고 이를 몇 년 동안의 의무노동 

을 통해 갚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운송비용과 자본시장의 부재를 극복하고 

신 · 구대륙 간 노동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채무노예시장은 영국 것이었다 고안된 

먼저 신대륙에서는 선박을 보유 등 구대륙과 신대륙의 노동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상인이 선대륙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채무노예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주 

이 계약을 통해 상인은 이주자의 이민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상인은 채무노예 희망자들을 신대 

판매하였다. 상인들은 대부분 

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주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륙으로 수송하고 이들의 

노동이용권을 양도하였다-

채무노동계약서를 농장주들에게 

판매대금 대신 받은 담배를 구대륙으로 수입하여 수입을 올렸고 농장주들은 계약서에 병 

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채무노예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장을 운영하였다 

채무노예제도의 기원은 17세기 당시 영국 농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노동의 형태였던 

農業屬f庸下^ (Servants in Husbandry )으로 볼 수 있다- 농업고용하인은 10세에서 15세 사이 

의 아동들이 다른 농업가구에 고용되어 그 가구주의 감독 하에 일을 하고 임금을 받던 

제도로서 당시 농촌 임노동자의 삼분의 일 내지 

형태였다[Laslett(1971). Kussmaul(1981) J. (2) 채무노예제도는 국제적인 노동이동을 수반했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고용노동의 

(2) }(ussrnaul(1971) 에 따르면 농업고용하인제도는 전근대시대 영국농업 및 농촌가구의 성격과 
잘 부합되어 크게 융성할 수 있었다 먼저 영국농업은 계절성이 비교적 작아서 연중계약이 
유리했고 농장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이 미흡하여 상주노동자가 필요했다- 그 
리고 다양한 규모의 농장들의 혼재와 핵가족， 높은 사망률， 높은 결혼연령 등에서 비롯되는 
노동수급의 불균형은 가구 간 노동이동을 필요로 하였다. 이 고용제도는 영국 전근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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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영국내의 하인제도와는 다른 몇 가지 특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운송비용 

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영국 농업고용하인의 계약기간이 1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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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었던데 반해 채무노예제도는 수년의 장기계약을 특정으로 하였다

의 경우 한꺼번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도망 등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 

둘째， 채무노예 

마지막으로 계약액수 에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었다 

가 컸던 만큼 채무노예계약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채무노예제도는 동시대 

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구의 고용형태가 새로운 필요에 맞게 변형된 것이었기 때문 

에 강제노동의 조건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농장주가 

대체로 소수의 채무노예를 보유했으며 따라서 이 제도는 노동의 감독비용 측면에서 과거 

의 집단농업에 비해 효율적인 것이었다. 

백인채무노예시장의 분석 한 Galenson 체계적으로 표본을 채무노예계약서의 성격은 

(198 1)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난다- 채무노예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 

의 남성이었으며， 직엽구성으로 보아 당시 영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집단이었 

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17세기에는 23%였던 여성의 비율이 18세기에 들어오면서 10% 

로 감소했으며 숙련공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관찰된다- 채무노예시장의 성격은 完全鏡

이미 배를 소유한 상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낮았고 법적인 진엽의 제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식민지 상품의 수입상에게 있어서는 채무노예의 수송의 기회비용이 매우 

작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많은 수의 상인들이 백인채무노예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며 식민지에서의 채무노예가격은 채무노예운송에 소요되는 한계바용 수준에서 

爭에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거의 

결 

정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구대륙의 이주희망자는 많은 상인블을 상대로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얻기 위한 

탐색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채무노예계약조건은 시장의 수요 · 공급 사정과 이주희망자 

의 잠재적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었다 

면 채무노예계약조건은 계약기간 동안 한 채무노예가 올릴 수 있는 순수익의 현재가치와 

그 채무노예가 진 채무액(이는 운송비용과 거의 같을 것이다)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 

운송의 한계비용을 MC , 계약기간을 n j해에 채무노예가 생 

산한 가치를 NPj , j해에 채무노예에게 들어간 비용의 가치를 찌， 채무노예의 가격을 P라 

고 한다면 완전경쟁적인 채무노예시장에서는 식 (2. 1)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것으로 평가된다[Laslett (1971 ,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리적인 이동성을 높이는 데 
Chapter 1)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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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 NP, -W‘ 

MC=L‘ P 
j=l (1 +r)i 

이론적인 예상에 따르면 상인은 식 (2. 1)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계약조건， 특히 계약기 

간 n을 결정할 것이다 식 (2. 1)에서 운송의 限界費用(MC)을 결정하는 운송비용， 모집 

비용， 위험부담금과 慣務如慧費用(w)을 결정하는 임금， 解放手當(freedom dues) . 생계비 

등에 있어서는 개인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채무노예의 純生塵物價↑直(NP)는 생산성 

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큰 개인차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인들은 이 

주 희망자의 여러 가지 인적특성을 관찰하여 생산성의 크기를 판단한 후， 이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결정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실증적인 분석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Galenson (198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성별， 직업， 문자해독능력 등을 

통해 보았을 때 더 생산성이 높았던 이주 희망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짧은 계약기간을 얻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높았던 이주자들은 더 빨리 채무를 상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짧은 계약기간 동안만 일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 (4) 

채무노예시장의 운영은 당시의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 

가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현재에 가용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고 따라서 현재 

의 정보에 기초한 差益去來(arbiσage)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장 

효율성의 정의를 채무노예시장에 적용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이었을 경우 계약 당시에 알 

려졌던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격은 운송비용 수준을 

평균으로 한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계약서 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적인 특성과 

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채무노예의 가격이 운송비용과 향상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항해 도중 계약당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충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약을 체결하고 배가 떠난 뒤 갑자기 식민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3)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짧은 계약기간을 보여 준다. 이는 어린 나이에는 여성이 남 

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여 높은 생산성을 지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양성 간의 계약기간 차이는 주로 15-17세에 나타나고 18-20세에는 사라진다 또 다른 이 

유로는 식민지의 불균형한 성비 때문에 여성의 가치가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4) 계약기간은 목적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국령 서인도제도로 향했던 채무노예틀은 미 

국본토로 이주한 채무노예들에 비해 다른 조건이 통일한 경우 계약기간이 짧았다 서인도제 
도의 주산물인 사탕이 미국남부의 담배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과 미국 본토에 비해 열 
악한 서인도제도의 노동여건， 생활환경， 해방 후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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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이 있는 숙련공블의 가격을 높였을 것이다. 

채무노예시장에 대한 이상의 경제학적 분석은 과거의 국제노동시장이 오늘날과는 다르 

게 관습이나 믿음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의 제기한다. 즉 과거 

의 경제주체들도 현대인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적 동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시장은 

주어진 기술적인 여건 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무노 

예시장이 전근대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은 강제노동을 통해 착취되었다는 전통적인 해석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경쟁적이었던 만큼 채무노예들이 근대경제학적인 의 

미의 착취를 당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채무노예제도는 당면한 경제적인 필요와 기 

술적인 제약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높은 이민비용과 적절 

한 자본시장의 부재 하에서 효율적인 국제노동배분을 달성하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채무노예제도를 통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서양을 건너오} 낯선 환경에서 여러 해 동안 다른 주언을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이민의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 두 달 동안의 항해는 좁고 불결하 

며 통풍이 잘 되지 않은 선실에서의 생활과 악천후로 인한 해난사고， 식량부족， 질병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도착 후의 첫 한 해는 면역력을 지니지 못한 선대륙의 

질병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채무노예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계약만료에 따른 해방과 함께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왜 이들이 이민에 수반된 위 

험을 감내했는지를 말해준다. Menard(1973)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중반까지 대다수의 

해방된 채무노예들은 매우 빠트게 토지를 획득하여 자영농장주가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노예를 보유한 대농장주로 성장하기도 했다. 해방채무노예들의 식민지 사회에서의 사회 

정치적인 참여도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식민 

백인채무노예의 사회경제적 기회는 줄어들게 

사회계층의 분해와 함께 대농장이 성장하면서 과거에는 함께 

살고 일하던 농장주와 채무노예의 긴밀한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채무노예와 해방노예들 

은 사회의 하층민을 형성하게 되었다[C짧 and Menard ( 1979) J 

2.2. 黑人如慧의 流入과 新大陸 勞動力構成의 變化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신대륙으로의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5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며 이 무역은 18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1 ， 0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신 

대륙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은 신대륙 최대의 노예수입국으로 전체 수입노 

예의 41%를 차지했으며， 카리브해 연안의 영국 빛 프랑스 식민지와 남미의 스페인 식민 

지가 47%의 노예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1808년 노예수입이 금지되기까지 약 66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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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수입되어 전체 신대륙 노예수입의 약 7%를 차지하였다. 신대륙으로의 노예제 확 

대는 열대 빛 아열대성 商業作物(staple crop)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사탕， 쌀， 면화 등의 작물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열악한 조건에서의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노동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5) 

미국의 경우 다른 노예수입국들과는 달리 낮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 인구의 

자연증가가 노예인구증가의 주요 원천이었다. 1850년 노예의 기대수명은 36세로 백인에 

비해 불과 3년 짧았으며 도시 거주 백인이나 유럽대륙 거주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기대 

수명을 누리고 있었다 1830년 현재 49세까지 생존한 여성노예는 평균적으로 924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결과 신대륙 노예수입의 7%를 차지했던 미국은 

1825년까지는 신대륙 전체 노예의 36%를 보유하게 된 반면 노예수입의 41%를 차지했던 

브라질은 전체 노예의 31%가 거주하는 제2위의 노예보유국이 되었다. 1860년 미국 남부 

의 노예인구는 380만 명으로 이 지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흑인노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빈노동력에 있어서 백인채무 

노예는 흑인노예에 의해 대체되었다- 흑인노예에 의한 백인채무노예의 대체 시기는 애초 

에 이민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일수록 빨랐다. 백인채무노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서인도제도의 경우， 전체노동력에서 흑인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세기 중 

반에 이미 25%에 달했고， 이것이 1700년경에는 삼분의 이. 18세기 중엽에는 90%로 증 

가하였다 미국 남부의 체사피크만 식민지도 18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흑인노예가 전 

체노동력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이민노동의 중요성이 낮았던 중부 식민지와 뉴 

잉글랜드는 흑인노예의 비중이 줄곧 낮게 머물러 있었다 흑인노예에 의한 백인채무노예 

의 대체는 먼저 미숙련 직종에서 이루어졌고， 본국출생 흑인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기능훈련이 가능해지면서 숙련직종에서의 대체가 시작되었다. 대규모의 농장들은 가장 

먼저 흑인노예를 도입한 선구자들이었다 (6) 

17세기 후반 이후 흑인노예에 의한 백인채무노예의 대체는 두 형태의 이민노동을 사용 

(5) 미국 노예제의 특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탕생산에 투입된 노예의 비중이 미 

미했다는 것이다. 사탕생산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노예 노동력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적 
이 없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담배， 쌀， 인디고 등의 생산이 노예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 
였다 면화는 이때까지 단지 11%의 노예노동력을 차지하였으나 1850년까지 64%의 노예노동 

력이 면화생산에 종사하게 되었다(Fogel(1989) 1 
(6) 대농장주는 흑인노예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주지가 농장과 
분리되어 있었고 작업감독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 사용의 섬리적인 부담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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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따르면 하는 데 드는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Galenson(1981)의 

더 많은 백인채무노예를 신대륙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집비용이 소요되고 이 

주희망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형 

태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흑인노예의 경우 미국이 세계 노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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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작았으므로 수요곡선이 세계시장가격 수준에서 수평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농장경영의 확산에 따른 이민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전체 노동력 가 

운데 흑인노예의 비중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더욱이 영국에서의 소득증가와 미국에서의 

해방채무노예들의 경제적 기회 감소로 인해 백인채무노예의 공급이 감소한 것도 흑인노 

예비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Menard(1977) J. 특히 1660-1680년 사이에는 사 

탕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흑인노예가격이 크게 떨어져 흑인노예에 의한 채무노예의 대체 

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Galenson (1991 ) J . 

아프리카 노예수송은 17세기와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무역활동의 하나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나 영 국의 Royal African Company와 같이 왕실로부터 독점적 인 지 위 를 부여 받 

은 特權持妹會社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밀수의 성행으로 이틀 회사들이 실제로 

선대륙에서의 독점적인 판매자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노예무역회사들 

은 일반적으로 신대륙까지 살아서 운송되는 노예 일인당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 

으로 선장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임대했다. 이는 수송 도중의 노예사망률을 최소화할 인 

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동성문제를 줄이기 위해 많은 경우 수송된 노예 

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노예무역회사들은 아프리카 현지에 직원을 상주시켜 이 

틀로 하여급 노예를 조달하게 하거나， 노예선 선장이 원주민들과의 직첩교섭을 통해 노 

예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하여 노예를 공급하였다‘ (7) 

대서양 노예무역에 대한 끈래의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매우 합리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수송된 노예의 수와 인적특성은 수 

요와 공급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선장들은 항해에 충분한 식량을 준 

비하고， 전쟁 중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형선박이나 무장된 대형선박을 이용하였으 

며， 전염병이나 허리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절을 택해 항해하는 등 수송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신대륙에서의 노예수요변화에 따라 수송해오는 노 

성별구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 [Eltis and Engerman (1 993) . 

(7) 대서양 노예무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에는 전쟁포로나 채무관계를 통해 공급되는 

노예들이 존재하였다. 유럽의 노예무역상이 오기 이전부터 아프리카내의 노예상인은 국내 노 
예들을 중근동지역을 위시한 외부의 노예상인들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p..l 

'" 연령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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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nson (1986) J. 노예수송선의 항해 중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서로의 질병에 대해 면역 

을 지니지 못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조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8) 

3. 大量移民으l 性格

3. 1. 自由移民 搬觀

18세기 후반을 통해 채무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지고 백인들의 이민은 自由移民이 주종 

을 이루게 되었다 자유이민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소득이 증가하고 대서양 

운송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다수의 이주희망자들이 채무계약 없이도 이민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9) 19세기 중엽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과 캘리포 

니아의 광산과 철도건설현장에 투입되었던 중국인의 경우처럼 이후에도 채무노예와 유사 

한 彈制勞動移民이 출현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소수의 아시아 이민에게 국한되었을 뿐 

이다 (10) 이민의 성격도 독신의 청년층 중심에서 家族移民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表

1)은 1820년 이후 매 10년 동안 출신지역별 미국행 이민자 수를 보여 준다. 이는 20세기 

초까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전체 미국이민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음을 보여 준다. 

1820년 이후 약 6000만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가운데 60%가 미국을 

목적지로 선택하였다 (1 1) 이민의 수는 20세기 초까지 계속 늘어나 1846-1875년 사이에는 

연평균 30만， 1875-1900년 사이에는 연평균 60만 이상， 1900-1920년 사이에는 연평균 100 

만 이상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유입된 것으로 집계된다CHatton and Williamson (1998) J. (12) 

(8) 이 증거로는 백인 선원들의 향해 중 사망률이 아프리카인들 못지않게 높았다는 것과，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적 접촉에 의한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사망률이 높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Galenson (1986 ， Chapter 2)) 
(9)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해상운임은 1730년에서 1830년 사이 사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졌다 

(G띠enson(1 984)) . 
(10) 이 제도는 인력브로커가 이민자의 이주비용을 지불하고 채무가 청산될 때까지 이민자의 임 

금을 압류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Cloud and Galenson(1987)을 참고하라 
(1 1) 18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당수의 이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로 이주하였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캐나다로의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 영연방 국가들로는 적지만 꾸준한 영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이어졌다 

(0’Rourke and Williamson(2000 , chapter 7)). 
(1 2) 총이민수에서 역이민을 제외한 순이민은 이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이민은 운송비 

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크게 늘어나 1890년 1914년 미국 총이민의 30%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계된다 역이민의 중요성은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이민 

의 경우 역이민이 50%에 달했던 데 비해 러시아，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에 

는 5% 이내였다(0’Rourke and Williamson (2000 , chapt하 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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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表 1> 出身地域에 따른 美國行 移民者 數. 1820-1996 

λ171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양주 출신지 불명 계 

1820 7.690 6 387 1 l 300 8,385 

1821-1830 98,797 30 11,564 16 2 33,030 143,439 

1831-1840 495,681 55 33,424 54 9 69,902 599,125 

1841-1850 1,597,442 141 62,469 55 29 53,115 1,713,251 

1851-1860 2,452,577 41,538 74,720 210 158 29,011 

1861-1870 2,065,141 64,759 166,607 312 214 17,791 2,314,824 

1871-1880 2,271 ,925 124,160 404，0.μ 358 10,914 790 2,812,191 

1881-1890 4,735,484 69,942 426,967 857 12,574 789 5,246,613 1 

1891-1900 3,555,352 74,862 38,972 350 3,965 14,063 3,687,564 

1901-1910 8,056,040 323,543 361,888 7,368 13,024 33,523 8,795,386 

1911-1920 4,321 ,887 247.236 1,143,671 8,443 13,427 1,147 5,735,811 

1921-1930 2,463,194 112,059 1,516,716 6,286 8,726 228 4,107,209 

1931-1940 347,566 16,595 160,037 1,750 2,483 0 528,431 

1941-1950 621,147 37,028 354,804 7,367 14,551 142 1,035,039 

1951-1960 1,325,727 153,249 996,944 14,092 12,976 12,491 2,515,479 

1961-1970 1,123,492 427,642 1,716,374 28,954 25,122 93 3,321 ,677 

1971-1980 800,368 1,588,178 1,982,735 80,779 41,242 12 4,493,314 

1981-1990 761 ,550 2,738,157 3,615,225 176,893 45,205 1,032 7,338,062 

1990-1996 916,733 1,875,391 3,119,506 198,068 36,326 189 6,146,213 

계 1820-1996 38,017,793 7,894,571 16,187,054 532,213 240,948 267,648 63,140,227 

총 이민자수에 
60.2 12.5 25.6 0.84 0.38 0.42 

대한백분율 
一」←

資料 Brownstone and Franck(2001, Table 1-3) 

이 기간 동안 이민 배출국과 이민의 성격은 계속 변화하였다. 1840년경까지 미국이민 

은 주로 영국출신이었고 이민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841년에서 남북전쟁 전까지 

는 유럽의 재난을 피해 온 아일랜드와 독일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일랜드인들은 

1845-46년의 감자기근 이후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54년까지 연평균 10만이 미국 

에 입국하였다 1848년의 독일혁명 이후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이 

민이 급증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이민 

대역에 가세했다 19세기 말까지 주로 서부 및 북부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을 이 이후 

의 시 기 와 구분하여 舊移民(Old Migration)으로 지 칭 한다 

19세기 말 이후부터는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이 이탈리아， 러시아， 폴란드， 그리스 등 

남부 및 동부유럽으로 바뀌게 된다 1880년대부터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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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1890년대 이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 

아， 폴란드 등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이 대량이민에 참여하였다- 이민이 정점에 달했 

던 1900-1914년 사이에는 연간 15만의 러시아인 20만의 이탈리아인， 20만의 중부유럽국 

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 시기의 이민은 출신국가， 이민의 규 

모， 이민의 성격 등에 있어서 그 이전 시기와 구분되므로 흔히 新移民(New Migration) 이 

라고 부른다. 1920년대를 통해서는 유럽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 보호주의의 부활， 노 

동조합의 압력 등이 작용하여 일련의 移民밟Ij限法이 제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 이로써 

자유이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민의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1960년대 이후 다시 증가 

하기 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3.2. 移民의 패턴과 그 決定要因

한 개인이나 가족이 이민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 

되며， 이들은 대량이민시대의 이주 패턴을 잘 설병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 

한 이주의 결정요인은 출발 및 도착 국가 간의 經濟的 格差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임금격차에 의해 표출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저렴한 토지， 사회적 평등성， 종교적 · 

시민적 자유 등 광의의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광활한 미개척지의 

존재는 토지가 단지 경제적인 자원이 아닌 사회적인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던 시대에 있 

어서 매우 강한 유인요인이었다 또한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경험하지 않았던 선대륙이 

갖는 높은 사회적 계층상승의 가능성 역시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이민 배출국의 盧業化와 都市化는 이민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먼저 도시인구는 농촌인구에 비해 지리적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 

화의 진전은 이동성이 높은 인구 비중의 증가를 통해 이민을 촉진할 가능성이 았다 반 

면 산업화를 통반한 도시의 발달은 인구압력에 직면한 농촌인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함으 

로써 해외이민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 배출국의 ̂ D變化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 

반적으로 이전 시기의 인구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이민의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의 상대 

적인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인구증가는 임금의 저 

하와 토지의 부족을 가져와 간접적으로 이민을 증가시키기도 한다[Eas않r파1 (1 961) J 이전 

시기 이민자의 수도 이민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이민 희망지의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고 이민비용의 조달이 쉽지 않은 시기였던 만큼 먼저 이민을 간 가족이나 친지의 정 

보제공이나 송금은 이민을 크게 용이하게 해 주는 요소였다(13) 따라서 어떤 시기의 이민 

(13) 0 ’Grada and 0 ’ Rourke(1997)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경우 빈곤의 몇이 극빈자틀의 이 

민을 가로막은 중요한 장애였다 배출국의 임금상승 자체보다 앞서간 이민자가 보내준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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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 증가는 다음 시기의 이민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 종교 혹은 민족과 관련 

된 박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은 갑작스러운 이민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Ha깐on and Williamson ( 1998 )의 실증적 분석은 여러 국가가 경험한 장 · 단기적인 이민율 

의 변화가 위에 지적한 이민의 결정요인에 의해 비교적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 준 

다(14) 장기적으로 볼 때 각 이민 배출국은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역U자 모양의 생애주 

기적인 이민율 변화형태를 보여 준다- 전근대시기에는 이민가능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재 

와 이민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은 이민율을 보여 준다. 근대에 오면 

서 빠른 인구성장，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해외이민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해외거주 이 

민자 수의 증가는 連銷移民(ch때1 migration)을 통한 추가적인 이민의 증가를 가져와 이민 

율은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1 5) 뒤에서 자셰히 보게 되겠지만 이민의 확대는 이민 배출국 

과 유입국 사이의 임금격차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해외거주자 증가에 의한 연쇄 

이민과 같은 다른 요인의 효과들을 압도하게 되어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이민율은 다 

시 감소하게 된다. 

이민은 그 배출과 유입 모두에 있어서 상당한 短期的 變動性이 발견된다 〈그림 1)은 

미국이민유입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잘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1840년에서 1940년 사이 

대체로 15년 내지 20년 주기의 쿠즈네츠 사이클(Kuzne엄 Cycle)이 발견된다 이러한 단기 

적인 이민의 변동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전쟁， 기아， 정치 · 민족 · 종교적 박해 등 

배출국에서의 排出壓力要因 (push factor)과 경기변동과 같은 유입국가의 등쫓因要因 (pull 

factor)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시된 바 있다〔πlOmas (1973) , Williamson (1974) J 그런데 

유럽의 여러 이민 배출국에서도 미국의 쿠즈네츠 사이클과 유사한 단기적인 사이클이 발 

견된다 이민 배출국들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의 사이클이 

과 승선권 (prepaid ticket) 이 이주비용의 해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1914년 사이 핀란드 이민의 30% , 1880년대 스웨덴 이민의 50% , 1870년대 노르웨이 

이민의 40%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 승선권을 이용하여 이민을 떠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Kero (1991) , Hvidt(1975) l. 
(14) 이민율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이민배출국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이민을 갔는지를 

보여 준다. 임금격차의 지표인 모국 임금과 도착지 임금의 비율은 이민율에 강한 음의 효과 
를 보여주며 20년 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상당 기간 동안 이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이민자의 수는 이민율에 매우 강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 

면 농업인구비중에 의해 대표되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15) 산업화과 도시화는 이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노동의 이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Massey (1988) l. 해외이민은 점차 도시로의 이주의 중요한 대안이 되었다 도시생 
활이 초래한 토지에 대한 애착이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의 단절은 이민의 결정을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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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u. S. Census Bureau(1975, S뼈esC89) 

〈그림 1> 美國의 年度別 總移民者 數， 1820-1970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에 의해 대표되는 이민 흡수국의 경기변동에 의한 노 

동수요의 변화가 단기적인 이민변동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Hatton and 

W피i없nson (1 998)J. (16) 

이민의 단기적인 변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이민의 결정이 生灌所得의 비교에 

기초한 장기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의 시기를 늦추는 데 따르는 機會費用의 변화로 설명펼 수 있을 것이 

다. 즉 이민의 결정 자체는 장기적인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민의 시기 결정 

은 대상국의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 흡수국들의 경제 

적인 여건은 이민의 시기와 더불어 이민국의 선택， 예컨대 미국으로 가는가 아니면 캐나 

다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민의 결정요인은 이민 배출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 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이민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 준다. 1845-52년 사이 감자 흉작에 의한 기근은 800만 인구 가운 

데 100만을 사망하게 하였고 100만 이상의 인구로 하여금 기아를 피해 해외이민에 나서 

(16) 1850년대 말 1870년대. 1890년대의 불황. 1930년대의 대공황， 제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이 

민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840년대와 1850년대 초의 이민증가는 

아일랜드의 감자기근， 독일의 정치적인 혁병과 같은 배출국의 재난에 힘입은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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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들었다‘ 재난에 의한 이민이었다 하더라고 이민의 결정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발견된다. 이민자들의 특성을 보면 연령으로 보아 15-34세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 

수가 미흔이었으며 농촌출신이 많았다 기근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가해진 것 

이 아니라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하층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이민자의 

직엽적 구성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단순육체노동자， 여성의 경우 가정부가 다수를 차지 

하였다. 19세기 중반을 통해 매우 높았던 아일랜드의 이민율은 아일랜드의 상대적 임금 

의 증가와 인구압력의 감소에 의해 19세기 후반을 통해 감소하였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 이민은 만성적인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이민 

의 사례를 제공해 준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이민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북서유럽 국 

가블의 이민이 감소하기 시작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통해서 이민의 유출이 계속 증 

가하였다， 이와 같은 특정은 A口횡觀쫓 (demograpl피c transition) 및 경제발전의 지체와 같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는 19세기 말 

에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경제의 심각한 실패로 인해 이민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 7) 과거의 문헌들은 남유럽의 경우 남미의 노동수요에 대해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여 이민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탄력적인 노동공급이 남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으나[Lewis(1978) J 근래의 연구는 남유럽의 이민행 

태가 북서유럽과 달랐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Hatton and W피iamson (1998) J. 

노르웨이와 스혜멘 등 북유럽국가들에 있어서 이민의 이유는 재난이나 경제적인 궁핍 

이 아니었고， 토지가 부족에 따라 후손의 사회적 · 경제적 기회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 

기 위한 이민이었다 초기의 이주자들은 농촌에서 상당한 토지와 재산을 보유한 부유층 

들이었다 토지의 제약으로 자녀에 대한 농지의 상속이 어려워질 경우 이민을 제외한 대 

안은 도시 지주였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시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정착 

하는 것이 대대로 유지해온 토지소유의 가치와 농촌사회의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초기의 이민자들은 이주 직후 미국의 중서부에 정착하여 모국의 같 

은 마을 사람들과 새로운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자영농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였다- 선구적 

그리고 이민자 네트워크의 확대는 추가적인 連銷移民을 가 

유리한 선택이었다 

인 이민자들의 서신과 송금， 

져와 이민을 급증하게 된다- 이민의 증가는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와 본국에서의 임금의 

상승과 지가의 하락을 낳았으며 이는 하층민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에 따라 186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미국이민의 대열에 합류 

(17) 1890년대 이후 영국이민이 증가한 것도 이 시기 이후 영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죄퇴 때문이 
었다는 지적이 있다[0’RourkeandW퍼iamson(2:아)0， 야mpt앉 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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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대erde (1985) J. 

4. 大量移民의 效果와 移民規制

4.1. 移民의 經濟的 效果

이민의 경제적 효과는 이민 배출국과 흡수국에 대해 상이하며， 계층에 따라 이해와 손 

실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이민은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재배분을 의미하는 만큼， 노동 

이동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해지게 된 요소의 소유자에게는 손실을， 보다 희소 

하게 된 요소의 소유자에게는 이득을 가져다 준다. 예컨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이민 

배출국에 남아 있는 노동은 임금상승의 혜택을 입는 반면 이민흡수국의 노동은 임금하락 

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이민의 증가는 국제적인 임금의 수렴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 풍부한 노동공급의 혜택을 입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과는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 

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의 이탈은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를 통해 지가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가와 지주는 한 사회의 상류층을 점유하므로 이들이 이민의 결 

과 상대적 손해를 입게 되는 이민 배출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이 

민흡수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민이 이민 배출국에 미치는 經濟的인 效果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론적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비관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민은 한 사회의 가장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유출시 

키고 인구감소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및 잠재적 수요의 상실을 가져와 경제발전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18) 반면 新古典派 經情學의 예측에 따르면 노동력의 유출은 수확체 

감의 법칙을 통해 실질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는것이다. 

대량이민 시대 아일랜드의 경험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예상과 잘 부합된다. 이민은 아 

일랜드의 요소구성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1851년 -1913년 사이 농촌인구는 거의 절반에 달 

하는 26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 1855년-1913년 동안 아일랜드의 1인당 소득의 증가 

율(1 .6%)은 국민소득증가율(0.7%)보다 훨씬 높았다- 실질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여 미국 

이나 영국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모두 이민에 의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순수한 이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 특히 기술의 변화나 자본 

(18) 동시대인들은 대체로 이민이 산업화의 부진， 실업 등 경제적인 실패의 결과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0’Grada (1994 ) J . 이민에 의한 노동력의 유출은 아일랜드가 낮은 임금에 
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이루지 옷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Mokyr (199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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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세기의 대부분 

즉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였다 

이민으로 인한 실질임금 증가효과를 부분적으로 

이는 구 

의 이동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변화한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을 통해 자본은 노동과 같은 방향으로 

대륙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을 낮추어 

상쇄 했을 가능성 이 있다- ‘計算 可能한 -般均衝(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模

型’을 도입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아일랜드의 이민 

은 19세기 후반 실질임금 상승의 40-50% . 영국이나 미국과의 임금격차 감소의 20-60%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oyer， Haπ.on， and W퍼iamson ( 1994) J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 

활수준개선의 이변에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손실이 발견된다-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19세 

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지대는 33-55% . 자본수익률은 28-45%가 감소하였다 (1 9) 

이민이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았다 먼저 이민이 

데 하나인 “移住勞動者 效果假說(Guestworker Hypothesis)" 에 따르면 이민노동자의 존재는 

호황기에 탄력적으로 추가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불황기에는 역이민을 통해 노동공급을 

노동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래 유럽 

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민은 호황기의 노동공급 증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민의 효파에 관한 가설 가운 유연성에 미친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노동시장의 

국가들에 대한 실증연 감소시켜 

불황기에는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아 노동공급 

준다 1870년 1913년 사이 미국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이주노동자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이민 

노동자의 수는 미국 내 고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민노동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실업률은 실제의 실업률보 

다는 낮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이민노동자의 직엽과 이들 

못한다는 것을 보여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노동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느리게 성장하 

이 정착한 지역을 보건대 이민노동자의 지역 · 부문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민노동자는 주로 북동부 지역에서 

던 직종의 미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20) 

이민노동자가 기존의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내모는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는 오늘날까 

(1 9) 스웨댄은 아일랜드와는 사뭇 다른 경험을 보여 준다 0 ’Rourke and WilIiamson (1995)의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민이 실질임금의 증가나 영국과의 임금격차 축소에 미친 영향은 작았 

다-
(20) 이민의 효과와 관련된 논점 가운데 하나는 이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가 대체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노동이 대체요소라면 이민은 내국인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높여 오 
히려 임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려나 Foreman-Peck(1992) 이 1890년 미국제조업을 대상 

으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이민노동과 내국인노동은 대체요소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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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민의 규제를 둘러싼 정책적인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민자의 유입과 고용 간의 단순상관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려나 진 

정한 이민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북동부의 대도시들은 이민의 유입이 많았지만 1880-1910년 사 

이 산업화의 섬화와 함께 노동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기존 노동자의 유출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고용의 성장률에 의해 나타나는 노동수요의 변화와 그 밖의 지역적 

특성들을 통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했을 경우 100명의 이민자 유입은 

40명의 기존 노동자 유출을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은 특정한 노동자집단의 고용기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초래하였다-

19세기 초반을 통해서는 면직공장의 직공자리가 주로 농촌출신 백인 미혼여성들의 결혼 

전까지의 

고용패턴의 증가는 미국 북동부 지역 면직산업의 우선 이민노동의 

높 았다 [Goldin and Sokoloff 위신도 사회적인 여겨졌고 일시적인 직업으로 

그러나 아일랜드 이민이 들어오면서 면직공의 임금은 낮아지고 노동강도는 강 

해졌으며 사회적인 위신 낮아지게 되었고， 농촌미혼여성들은 더 이상 이 부문으로 진출 

하지 않게 되었다. 이민노동자의 유입은 또한 남부 흑인들의 북부노동시장 이주를 저지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와 북부의 매우 큰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까지 매 

북부로 이 주하였다 (21) Collins (1997)의 

(1982) J , 

연구에 따르면 백인의 

이민율이 높았던 주 혹은 도시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흑인의 이주가 저조하였 

다. 이 분석은 백인이민이 없었다면 1910년 이전의 흑인이주가 50%나 더 컸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남부 흑인들이 。 까、/‘ 。1, =,-"1 

이민이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제할 필 

요가 있다. 노동수요의 변화를 적절히 통제한 연구결과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이민자 

의 유입이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당 정도 감소시켰음을 보여 준다 도시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민자의 비율이 1% 증가하면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1,5%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0이빼(1994) J, 한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이민에 의한 

노동력 1% 증가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0,4% 내지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이민자 유입이 누적적으로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는 상 다(Hatton 뻐dW퍼iamson (1998) J, 

(21) 1870년에서 1910년까지 불과 54만 명의 남부 흑인이 북부로 이주한 데 비해 1910년 이후의 

40년 동안에는 350만 명이 이주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과 이후 이민법에 의한 이민자의 감 

소가 가져온 효과 이외에 남부 흑인들의 교육의 개선이 소위 대이주(The Great Migration)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Margo (19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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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890년 이후 입국한 이민자는 1910년 노동력의 11 ,8% 차지했 

27 ， 3%를 차지했다 따라서 

19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890년 이후 이민이 없었다변 임금은 4,7-5 ,9% 더 높았을 것이 
며
 
껴
 

1870년 이 후 입 국한 이 민자는 1910년 노동력의 으며， 

고， 1870년 이후 이민이 없었다변 엄금은 10,9-13 ,7%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의 국제이동은 배출국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흡수국의 임금 

을 하락시켜 전반적으로 국제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설증적인 분석에 따르 

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신구대륙의 12개국 간 임금격차가 감 

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대부분 신대륙과 구대륙의 임금격차의 감소에 의해 

특히 

자본의 이동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러나 완전한 자본의 이동성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민의 임금격차 축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CGE모형에 기초한 한 분석에 따르면 1870-1890년 사이 

二L

초래된 것만은 아니다-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임금격차의 감소는 이민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에 의해 이민이 없었을 경우 영국과 미국의 임금격 

차가 66 ， 7%에서 72 ， 5%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의 임금격차는 44 ， 7%로 감소하였다 1890-1910년 사이에는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자 

본축적의 영향이 이민의 효과를 압도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의 임금격차가 61 ， 9%로 증가 

그런데 이민의 영향으로 인해 실 

그러나 만약 이민이 없었다면 임금격차가 114 ， 9%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ylor and Williamson(1997) J, (22) 

마지막으로 이민의 증가는 흡수국의 경우 미숙련노동 임금을 낮추는 한편 노동력 증가 

하였다 

반면 배출국의 증가를 가져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및 이윤의 를 통해 지대 

경우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지대와 미숙련임금의 비율 및 노동자당 GDP와 미숙련임금의 

비율에 의해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보면， 1870년 -1913년 사이 이민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하여 실질임금이 높았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반면， 자원이 빈약하고 노동이 풍부하여 실질임금이 낮았던 국가들에서는 반대의 

이와는 반대로 1921년-1938년 사이 세계화가 중단되고 

이민이 크게 축소되었던 시기를 보면 실질임금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더 크게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관찰된다 

(22) 이민은 노동력참가자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배출국과 흡수국의 노동력 변화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배출국의 경우 이민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틀게 되고 이는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마친다. 반면 이민흡수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민이 국민소득의 수렴에 미친 영향은 임금의 
수럼에 미친 영향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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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것이 발견된다[Williamson(1997)] . 

4.2. 移民 以後

미국에 온 이후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미 

국은 ‘機會의 나라(land of opportunity )’ 로 불릴 만큼 구대륙에 비해 사회적인 이동성이 높 

았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수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인 매력으로 작 

용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믿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본국출신자에 비해 

서는 여러모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비영어권 국가출신 이 

민의 경우에는 언어장벽이 사회적 동화의 걸림돌이 되었고， 본국출생자에 비해 평균적인 

건강상태도 나쁜 편이었다 게다가 출신 국가에서 습득한 인적자본의 성격이 미국의 노 

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인적자 

본의 가치 저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리함 때문에 이민자들은 본국 출신에 

비해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고 직업상의 상승도 제약을 받았다- 여기에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결여와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민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었다. 

Stephanπlemsσom의 연구는 여러 해의 인구센서스의 원사료를 연결하여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선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북동부의 Newburyport와 Boston에 거 주하던 이 민자틀의 사회 경 제적 이 동성 을 분석 

하였다. Newburyport에 대한 연구[Themstrom (1964) ]는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던 이민자들 

의 절반이 10년 후에도 최하위 직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다소 비관적인 결과를 제시함 

으로써 19세기 말 미국이 기회의 나라였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Boston에 대한 연구[Themstrom (1973) ]는 이보다는 복합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결 

과에 따르면 19세기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하층에서 출발하였고 신분상승에 있 

어서도 본국출신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사회경제적인 상향이동성 

이 발견되었으며 이민자들의 불리함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개선되었다는 보다 긍 

정적인 결과를 보여 준다. 이민 2세들은 부모들에 비해 휠씬 더 성공적이었지만 토박이 

들에 비한 불리함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경제적인 성과는 출 

신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이민은 사회의 최하층을 점유했고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보여준 반면， 영국인과 러시아 출신 유대인은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보다 진보된 資料連結技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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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과거의 연구들이 지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 Ferrie(1999)의 연구는 1840년( 

1850년 사이 미국항구에 입항한 배들의 승선기록으로부터 이민자들의 명단과 인적특성을 

조사하여 이들을 1850년과 1860년 인구센서스에 연결하였다. 이는 이민자들이 이주 전 

직업， 이주 직후의 직엽， 이주 후 10여년이 지난 다음의 직엽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았다- 분석의 결과，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이동성은 기존 문헌이 제시한 것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도착 직후에 직엽이 바뀔 가 

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850년 센서스에서 발견된 미숙련 이민자 가운데 45% 

가 상위 직업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모국에서 얻은 인적자본이 이민 이 

후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Herscovici ( 1998 )는 Boston에 거주하다가 다른 도시로 이주했던 이민자들은 Boston에 계속 

남아있떤 이민자들에 비해 더 높은 직엽상의 상승을 경험했음을 밝혔다 이는 

Themstrom ( 1973 )의 연구와 같이 한 도시에 계속 남아있었던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이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근래의 연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 

지의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땅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수많은 이민자틀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4.3. 移民規制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점차 자유로운 이민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19세기 중엽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대량이민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된다 1917 

년 미국의회는 이민자들에 대한 文字解讀試驗(Literacy Test) 법안에 대한 대통령 윌슨의 

거부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일련의 이민규제의 시작을 알려는 첫 법안을 통과시켰다 (23) 

이 어 1921년의 緊急劃當法(πle Emergency Quota Act). 1924년의 移民法(πle Immigration 

Act). 1929년의 出身國家法(πle National Origins Act) 이 제정되어 출신국가별로 연간 이민 

자 수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이민규제는 1965년 이민법 개정시까지 지속되 

었다 

이민에 대한 제한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또 미국에만 출현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1880년대부터 많은 이민유입국에서 이민에 대한 제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3) 문해시험은 1897년에 처음 고안되었으며， 미국 헌법의 짧은 문단을 읽고 쓰게 하여 비문해 
남성과 그의 동반가족의 이민을 불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이후의 명시적인 이민 
할당제도보다는 그 영향이 작았지만 남부 및 동부유럽으로부터의 신이민 유입을 상당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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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er and Williamson ( 1998) 이 고안한 이민에 대한 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추이 

를 보면 1860-1880년을 기점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이민유입국에서 이민정책의 제약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이 

미 19세기 말에 이미 장기계약노동의 이주와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1917년에 통과되었던 문자해독시험에 대한 발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1890년대였다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이민에 대한 반감의 고조는 노동시장의 사정과 밀 

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1850년대의 불황 시 대규모의 반이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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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경험한 바 있으며 [Fogel (1989) J, 1890년대에 

깊은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힘입은 바 크다[Gol，띠n (1994) J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890년 

증폭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고조된 반이민 입법운동은 이 시기의 

[Pope and Withers ( 1994 ) J . 

이민규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타민족에 대한 혐오나 외국인에 공포심과 같은 감정적 · 

요인이나 이민자의 질 저하， 내국인 노동자의 피해， 불평등도의 증가와 같은 경 

제적인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설병이 있다 근래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요인들의 

대의 불황으로 인해 이민자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반감이 

시 ;>1 처 
r그 넉、「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G이din (1994)의 연 

구에 따르면 미국의 문자해독시험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은 인구구성의 

화， 이민이 가져온 노동시장 사정의 악화， 이민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었다 (24) 1890년대 

의 심각한 불황에 따른 설엽의 증가는 문자해독시험과 같은 이민규제의 요구를 높이게 

그러나 이민급증에 의한 인구구성의 변화，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변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이민제한입법의 시도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즉 1890년-1910년 사이 이민자 

변 

된다 

의 급증은 이들이 주로 거주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에 우호적인 하원의원들을 배출했 

으며 1890년대의 불황기에 이민에 반대하던 고용주들이 경기회복과 함께 임금이 상승하 

자 親移民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남부의 주들도 19세기 말까지 이민자들을 농엽노동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민규제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이민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이민자의 상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 

납부는 이민이 남부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부에 비한 상대적인 고， 

인구비율 및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反移民 政策으로 선회하였 

(24) 각 선거구 주민의 사회경제학적인 특성과 그 선거구 출신 의원의 투표결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을수록 이민제한에 반대 

하는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도시단위로 임금과 이민자의 비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이민이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크게 낮추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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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17년의 문자해독시험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의 무효화는 이러한 인구 ·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TimmerandW버iamson(1998)의 연구는 국가별 · 시기별로 이민제한의 지표가 어떤 요인 

에 의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이민자의 수는 이민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이민자의 질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25) 둘째， 임급의 성장률이나 일인당 소득에 비한 미숙련임금의 비율과 

같이 노동시장의 사정과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수들이 이민정책의 변화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6) 세 번째로，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도 중요한 효과를 미쳤다

특히 군소국가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도국가들의 이민정책변화는 자국의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상의 요인들이 실제의 이민정책 

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정책의 시행 

이 많은 경우 상당히 오랜 정치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야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상 

의 연구결과는 20세기 초를 통한 이민규제의 출현이 막연한 타민족에 대한 거부감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이민자의 질， 노동시장사정，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 등을 고 

려한 정치적 대응이었음을 시사한다 

5. 맺 음 말 

삶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유인은 시대를 초월하 

여 존재해 왔으나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인구이동은 그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변 

동성을 보인다 그것은 이민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이민 배출국과 흡수국의 

경제적 격차， 이주비용의 조달능력， 인구변화， 이전 시기의 이민의 영향，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재난， 이민에 대한 규제 등의 변화 때문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 

지의 기간은 소위 大量移民(Mass Migration)의 시대로 국제적인 인구이동이 역사상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이민 확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유럽과 신대륙의 엄금격 

차가 컸던 한편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국가들(처읍에는 북서유럽， 이후에는 남부 및 

(25) Foreman-Peck(1992)의 연구결과도 이민자들의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아시아이 
민 제한이나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이민 제한의 주요요인이었음을 지적한다-

(26) Shughart, Tollison, and Kimenyi (1986)의 연구는 1900년← 1982년 사이 미국에 있어서 공식적 인 

이민정책， 이민정책의 집행예산과 집행의 강도， 집권정당의 성향 등이 GNP의 변화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엄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민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동부유럽의 국가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 

그 이전에도 이민의 경제적인 유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慣務如

慧(indentured servan염)나 아프리카 노예와 같은 비자유노동이 이민의 주류를 이루었고 대 

규모 자유이민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유럽의 하층민들이 이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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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중엽，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이나 독일의 혁명과 같은 경제적 · 정치적 재난을 피 

하기 위한 이민의 증가가 초기 이민 확대의 중요한 계기였다 이전 시기 이민자의 증가 

는 서선을 통한 정보의 전달， 송금을 통한 이주비용의 조달， 이민 이후의 사회적 네트워 

크의 제공 등을 통해 이민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서유럽은 19세기 후반을 

통해 신대륙과의 임금격차가 축소되어 이민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경제발전이 뒤 

졌던 남부 및 동부유럽이 19세기 말부터 대량이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대랑이민 

은 배출국의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 반면 흡수국에 

그 결과 대량 

이민의 시대 동안 신 · 구대륙 간의 실질임금격차는 이민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훨씬 감 

소하였다‘ 다른 한편 이민은 배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낮춘 반변 흡수국의 소득불평등도 

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를 높였다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의 이민 흡수국들에서는 이민이 가져온 노동시장충격과 

기타 타민족과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 반이민의 정서가 갚어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 

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이민의 문호를 닫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유럽이민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였던 미국은 1917년 이후 일련의 移民規옮Jj法案을 통해 이민을 국가별 

로 할당하여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대량이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민규제.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제인구 

이동은 1945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에는 

Migration) ’ 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시 활발해졌다.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의 추계 에 따르면 1994년 한 해 동안 전 세 계 적 으로 120만의 인 

구기- 자국을 떠나 이주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1990년대를 통해 연평균 90만 이상의 이민 

자가 유입되어 절대적인 수로는 대량이민의 절정기였던 1901-1910년(연평균 89만)의 기 

록을 넘어섰다[U. S. Census Bureau (2001. No. 5) J . (27) 규모의 증가와 함께 근래의 이민은 

‘新大量移民(NewMass

國際移民機構 (International 

(27) 1990년대의 이민자 수는 신규도착이민과 기존 거주자 가운데 신분이 변경된 이민자를 포함 
한다. 전체 인구 1 ， 000명에 비교한 신규이민자의 수는 1901-1910년에 10.4였던데 비해 
1990-1998년에는 3.6으로 이민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대량이민 시대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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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국과 흡수국이 크게 다양해졌으며， 영구이민， 일시적 노동이민， 난민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공존한다는 특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문제는 다시 여러 국가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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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28)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대량이민 시대의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근래의 이민의 규모 

와 성격， 그리고 향후의 추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이민의 변화는 위에서 살펴본 이민의 결정요인에 의해 비교적 찰 설명된다- 인구의 국제 

근래에 나타난 첫째， 

적인 이동은 세계의 정세가 평화롭고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크게 증가 

이는 20세기 말에 나타난 세계화의 시기에도 잘 적용된다 이민의 배출국과 유 했으며， 

입국이 다양해진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이 이민을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발흥과 함께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에서 

소득격차의 국제적인 발전했다는 것과 산유국과 신흥공업국들의 수준까지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예컨대 

이민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중요한 이민의 요인으로 이민의 패턴을 복잡하게 

소련의 붕괴와 발칸반도의 내전으로 인한 통유럽 출신 이민 

한국 등으로의 

아울러 정치적 · 경제적 재난은 여전히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 싱가포르， 중동의 산유국， 

의 증가， 베트남 전 이후 베트남 출신의 미국이주 증가가 그 예이다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앞으로도 특별한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국제이민은 

유인이 가까운 

장래에 사라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은 아직까지 국제이민의 대열에 합류하지조차 않은 상황이다- 또 과거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 시기 이민의 증가는 連銷移民(ch때1 migration)을 낳는다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국제임금격차를 보건대 이민의 크게 

여러 선진국들이 이민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주의적인 압력으로 인 

해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가족이민은 전체이민의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노동이민을 수용하는 경우 가족의 통행을 강력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았다 게 규제해 온 독일도 소기의 

세계화에 따른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은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 

구적인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9) 또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의 저 

더욱이 

(28) 1945년 이후의 세계인구이동의 전반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Castels and Miller(l998). 미국이민 
의 변화와 이에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BOIjas (1999)를 참고하라-

(29) 이는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의 투자는 많은 경우 경영자나 엔지니 
어의 해외파견을 통반한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 83，000명의 전문인력이 해외지사에서 근 
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의 투자는 투자지역 노동의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인 타이완， 일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이민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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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정보획득의 용이성 증가， 이민자사회의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의 형성， 소위 “移民

事業”이라고 불리는 이민알선조직의 발전은 불법이민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더욱 어렵 

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이민증가가 이민흡수국의 저숙련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득불평등도를 높임으로써 반이민정서를 고양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제공해 준다 

사실 이미 198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反移民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민정책 

은 주요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민의 

증가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소득 

불평등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연간이민자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고숙련이민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책 

적 제안이 영향력을 얻고 있다(Bo켄as (1999) J. 이와 같은 반이민운동은 쉴易담由化에 반 

대하는 반세계화운동과 맞물려 20세기 초의 경우와 같이 세계화의 경향에 중요한 장애물 

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민의 역사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自

由쉴易協定(이하 FfA)의 체결은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두 가지의 장반된 방향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FfA의 체결은 이민배출국의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 

시킴으로써 이민의 유업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었다‘ 미국이 NAFfA를 체결하 

면서 얻고자 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1970년대까지 

감소하던 미국{멕시코 소득격차가 1980년대를 통해 다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NAFfA의 체결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멕시코의 불법이민을 감소시켰다는 증거 

는 없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인 격차가 아직까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멕시코의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미숙련노동의 공급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건대 그다지 놀 

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NAFfA가 향후 양국 간 미숙련노동 임금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 

다면 장기적으로는 기대했던 불법이민 감소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았다 

다른 한편 FfA의 체결로 인한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자본의 이동 증가는 인력의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인구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로 보건대 인구의 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연 

관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이민이 주로 과 

흡수국이 되었다[Castels and Miller (1998, chapter 6)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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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따라 모국이나 주요 교역대상국에 집중되었던 데서 식민지 거의 

서 FTA의 체결은 새로운 경제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인적인 이동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특히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선진국의 경영자와 엔지니어가 었다-

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 83 ， 000명의 전문인력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인 타이완， 

수국이 되었다 [Castels and 1\피ler(1998 ， chapter 6)) 

FfA의 체결이 인구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크 미숙련노동이 선진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한편 저개발국의 저개발국으로 파견되는 

흡
 

요
 

주
 
’ 일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이민의 

확대가 가져오는 노동시장효과는 무역의 

즉 선진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유업이 가져오 인구이동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 

는 자국 미숙련노동자의 피해는 외국인 미숙련노동자의 유입에 의해 더 커질 수 있는 것 

임금불평등 증가의 원인으로 주로 숙련에 대 그동안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이다. 

그런데 끈래의 연구 

주요 원인 증가가 임 금불평 등 증가의 

왔다-확대가 지적되어 

결과들은 이민의 증가가 가져온 미숙련노동공급의 

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수요를 높이는 기술의 변화와 국제무역의 

유업은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계층 간의 볼 때 이민의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세계화의 정서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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