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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
◆

배경)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주요국 이민유입이 빠르게
증가 하면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
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
(검토
*

*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00년 2.8%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3%(2.4억명)로 상승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여건은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

ㅇ 취업자중 외국인 비중은 호주, 캐나다 등이 25~30%로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10~20%이며 한국, 일본은 2~4%에 불과
주요국 외국인 유입규모1)

주: 1) 2000=100
자료: OECD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중1)2)(%)

주: 1) 2016년, 해외출생(한국, 일본은 국적) 기준
2) 미국은 16세, 여타국은 15세 이상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조사국 추정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실업률이 높고 임금도 낮은 수준
▪ 특히 한국(내국인의 64%),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에서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

내·외국인 실업률 및 격차1)(%, %p)

주: 1) 외국인 – 내국인, 2016년 기준
자료: OECD, KOSIS

내국인대비 외국인 임금1)

주: 1) 내국인 임금 = 100, 2012년 기준
자료: 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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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글로벌 이민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2000년 1,267억달러

→ 2016년 5,736억달러)

▪ 국가별 송금규모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독일, 프랑스 등에서

큰 편이나, 순송금(송금유출-송금유입)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및 중동국가를 제외
하고 대부분 크지 않은 상황
송금 유출입 규모1)(십억달러)

송금 유출규모 변동1)(배)

주: 1) 2016년 이민자송금 기준
자료: 세계은행

◆

주: 1) 2000년 대비 2016년
자료: 세계은행

(외국인

고용의 경제적 영향) 외국인 노동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
시장,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ㅇ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완화하고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이나 특수 전문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 2013~16년중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기여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및 기여도1)2)(% , %p)

미국 세부직업별 외국인 비중 변화1)(%p)

주: 1) 2013~16년 연평균
2) 미국, 캐나다, 호주는 출생, 여타국은 국적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주: 1) 직업별 취업자수중 해외출생 비중,
2006년대비 2016년
자료: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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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순효과는
분석대상, 연구방법 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혼재

▪ OECD(2013)는

이민자의 GDP대비 순재정기여도(27개국 평균)를 연평균
0.35%로 분석한 반면 Ekberg(2011)는 내 외국인간 고용률 격차를 반영하는
경우 마이너스(2015: -0.2%
2050: -1.6%)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

이민자 가구당 재정지출 규모1)
실업급여
재정투입규모(유로)
585
내국인 대비 배율(배)
1.1

사회보험
3,098
0.5

공공부조
336
1.7

주: 1) 2007~09년 평균

ㅇ

가족수당 주택보조금
836
186
1.1
1.5

OECD
5,041
0.7

자료: OECD(2013)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력은 학력, 기술수준 등에
따라 거주국 1인당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소지
(1인당

▪ Boubtane 등(2016)은 OECD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1인당 GDP 증가율이 0.3%p(단기) ~ 2.0%p(장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반면

EU집행위(2016)는 저숙련 난민의 유입으로 EU의 1인당 GDP가
2020년까지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ㅇ 또한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국내 재정
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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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노동 및 자본의 국가간 장벽이 낮
아지면서 주요국의 이민노동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
*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00년 2.8%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 기준 3.3%로 상승

ㅇ 이론적으로 국가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을 촉진함에 따라 각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

▪ 외국인 노동력은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또는 고부가가치 전문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

▪ 또한 노동력 수출국에 대해서는 자국 인력의 취업 및 송금을 통한 자본축적
기회를 제공

□ 그러나 그간 주요국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의 이용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면서 순효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상존

ㅇ 특히 유럽국가의 경우 최근 난민유입 증가 등으로 반이민정서가 확산
➡ 주요국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현황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ㅇ 외국인 노동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노동시장,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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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외국인의 정의 및 통계 편제현황

□ 외국인 또는 외국인 고용 통계 작성시 외국인의 정의에 대한 국제 기준은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와 외국인인구(foreign population)로 구분

ㅇ 해외출생인구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허가를 받은,
거주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귀화한 내국인을 포함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 주로 사용

ㅇ 외국인인구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허가를 받은 외
국국적(citizenship) 소지자를 의미

▪ 유럽 등 역사적으로 이민 유출이 많았던 지역이나 한국, 일본 등 외국인
거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

ㅇ 해외출생인구는 주로 인구총조사(census), 경제활동인구조사(labor force survey)
통계를,

외국인인구는 주로
(residence permit) 통계를 이용

주민등록인구(population register),

거주허가

□ UN, OECD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통계의 추계 및 국제비교를 위해 필요
에 따라 각국의 해외출생인구와 외국인인구를 선택·가공하여 사용
ㅇ UN은 5년 단위로 전세계 이민자(migrants) 통계를 발표하며, 이민자를
해외출생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나 원통계 수집이 어려운 44개국(전세계
232국중 19%)에 대해서는 외국인인구를 사용

ㅇ OECD는 매년 회원국의 외국인 유입인구 통계 작성을 위해 외국인인구

*

를, 외국인 고용통계 작성시 해외출생인구를 사용

* 외국인의 최소 체류기간은 1주일(독일 등), 3개월(한국 등), 12개월(스페인 등) 등 국가별로 상이

▪ 해외출생인구가 대부분 외국인인구보다 많으나 국적취득이 까다로운 유
럽 국가들은 두 통계 간 차이가 작은 편

* 외국인인구(해외출생인구=100, 2015년): 캐나다 29(2011년), 미국 52, 영국 66, 독일 80, 이탈리아
85, 룩셈부르크 103

ㅇ ILO(2015)는 UN 이민자통계, OECD 및 각국의 외국인 고용통계를 이용
하여 2013년 기준 전세계 이민노동자수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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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Ⅱ
(이민

현황)

□ 전세계 이민자 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약 2.4억명
*

으로 전세계 인구의 3.3%를 차지

* UN은 각국의 인구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5년 단위로 전세계 이민자 통계를 작성
하고 있으며 이민자는 거주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인구를 의미

ㅇ 2013년 기준 이민노동자(경제활동인구)는 1.5억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75%)은 선진국에 집중(ILO)

2013년 이민노동자1) 규모

이민자수 및 인구대비 비중

1990

이민자수 연평균 인구대비
(백만명) 증가율(%) 비중(%)
152.6
2.9

1995
2000

160.8
172.7

1.1
1.4

2.8
2.8

2005

191.3

2.0

2.9

2010

221.7

3.0

3.2

2015

243.7

1.9

3.3

자료: UN

주: 1) 경제활동인구
자료: ILO(2015)

□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
으로 확대*

* UN의 이민자 통계는 출생지 기준으로 5년마다, OECD 외국인 통계는 국적기준으
로 매년 작성

ㅇ 2000년대 들어 이민규제 완화

*

등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스페인, 영국

등으로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

* 2004년 동유럽 10개국의 EU 가입 이후 기존 회원국이 단계적으로 자국 노동시장
을 개방

▪ 또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남유럽에서 서유럽으로, 2015년부터는 시리아
난민의 독일 유입*이 급증

* 독일 내 인도적 목적의 이민 : 2014년 42.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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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43.2천명

ㅇ 목적별로는 역내 자유이동 (free movement)과 난민 등 인도주의 목적의
*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 역내 자유이동이 허용되는 EU, 호주 뉴질랜드지역 등에서의 국가간 이동을 의미
하는데 이동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절반 정도는 취업을 위한 것으
로 추정(OECD, 2014)

주요국 외국인 유입규모1)

목적별 외국인의 유입 규모1)(만명)

주: 1) 2000=100
자료: OECD

주: 1) 2015년 거주목적의 영구적 유입 기준
자료: OECD Immigration Outlook(2017)

□ 국가별 취업자중 외국인

*

비중을 보면 호주, 캐나다 등이 25~30%로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10~20%이며 한국, 일본 등은 2~4%에 불과
* 해외출생(귀화자 포함) 기준, 다만 관련통계가 없는 한국, 일본은 외국국적 기준

ㅇ 2015년중

OECD국가로 유입된 외국인의 주요 출신국가는 중국(54만명),
루마니아(42만명), 폴란드(31만명), 인도(27만명), 멕시코(18만명) 순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중1)2)(%)

OECD유입 외국인의 출신국가1)(천명)

주: 1) 2016년, 해외출생(한국, 일본은 국적) 기준
2) 미국은 16세, 여타국은 15세 이상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조사국 추정

주: 1) 2015년, 국적기준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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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여건)

□ 외국인

고용 여건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실업률은 내국인 실업률을 상회

▪ 한국, 미국 등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내·외국인간 실업률 격차가 크지 않

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외국인 실업률이 상대적
으로 높은 편

외국인 및 내국인 고용률1)(2016년, %)

내·외국인 실업률 및 격차1)2)(%, %p)

주: 1) 15~64세, 출생기준(한국은 국적기준)
자료: OECD, KOSIS

주: 1) 외국인 – 내국인, 2016년 기준
2) 15~64세, 출생기준(한국은 국적기준)
자료: OECD, KOSIS

ㅇ 또한 외국인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내국인 임금 수준을 하회

▪ 한국(내국인의 64%),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에서 임금 격차가 큰 것
으로 평가

내국인대비 외국인 임금1)

주: 1) 내국인 임금 = 100, 2012년 기준
자료: OECD(2015)

내국인대비 외국인 소득1)2)

주: 1) 내국인 소득 = 100
2) 2012년 가구당 중위 가처분소득
자료: 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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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독일 등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나라에서는 내·외국인
의 소득이 비슷하게 증가한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취약국에서는
내·외국인 소득격차가 확대
외국인 및 내국인 가처분소득 증가율(%)1)

주: 1) 2011~16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Eurostat

내·외국인간 소득격차1) 추세(2009=100)

주: 1) 숫자가 클수록 격차 확대를 의미
자료: Eurostat, BLS

□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에 비해 경제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ㅇ 외국인 고용률 및 실업률을 이용하여 경기민감도를 추정 한 결과
*

내국인보다 경기에 한층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

·

* 2000~16년중 31개국의 GDP갭률, 내 외국인 고용률 및 실업률을 기초로 패널
회귀분석(Pooled OLS)을 실시

▪ GDP갭률

*

1%p 상승시 고용률은 외국인 0.8%p, 내국인 0.5%p 각각 상승
하고 실업률은 외국인 0.9%p, 내국인 0.6%p 각각 하락
* { ( GDP

–잠재GDP ) / 잠재GDP } × 100

성장률 및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율1)(%)

경기민감도 추정결과1)(%)
고용률

2003~07 2008~10 2011~16
미국
독일
영국

성장률

2.9

-0.2

2.0

취업자수

3.9

-1.4

2.7

성장률

1.6

-0.3

1.6

취업자수
성장률

0.9
2.8

-1.7
-1.0

6.7
2.0

취업자수

10.7

3.2

6.6

주: 1) 연평균 증가율
자료: OECD

GDP갭

내국인
0.509***

외국인
0.775***

(0.051)

(0.101)

***

시간추세
2

R
표본수

실업률

***

(0.091)

(0.141)

0.222

0.366

-0.482

-0.448

(0.053)

(0.067)

(0.046)

(0.063)

0.955
485

0.821
489

0.847
485

0.795
489

주: 1) ( )내는 표준오차
자료: 조사국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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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외국인
-0.645*** -0.911***

(송금

규모)

□ 글로벌

이민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remittance) 규모도 빠르게 증가(2000년 1,267억달러
2016년 5,736억달러)

→

ㅇ 통상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송금 규모가 늘어나지만 금융위기 이후
에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확대에 힘입어 송금 규모가 증가
글로벌 이민자 및 송금1) 규모

주: 1) 이민자 송금, 유입기준
자료: 세계은행

세계경제 성장률과 송금 규모1)

주: 1) 1980~2016년
자료: 세계은행, IMF

□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와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에서도 상당한 규모
의 송금이 실행

ㅇ 2000년대 이후 영국, 호주, 쿠웨이트 등으로부터의 송금이 빠르게 증대
ㅇ 다만 순송금(송금유출-송금유입)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및 중동국가를 제외
하고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
송금 유출입 규모1)(십억달러)

주: 1) 2016년 이민자송금 기준
자료: 세계은행

송금 유출규모 변동1)(배)

주: 1) 2000년 대비 2016년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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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멕시코 및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로 송금 유출이 많고,
독일 등 서유럽국가는 동·남유럽 국가로 유출이 많은 모습
ㅇ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의 경우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인도
등 아시아국가의 건설·가사 노동자가 주로 송금
주요 송금유출국의 송금유입국별 금액(십억달러)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세계은행

□ 해외송금 은
*

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신흥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자금원천이 되는 것으로 평가
* 공적원조와 대외송금은 모두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적원조는

국가간 거래를 통해, 대외송금은 개인간 거래를 통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차이

ㅇ Fayissa and Nsiah(2011)는 1985~2007년중 아시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송금 유입이 1인당 GDP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
* 송금 유입 10% 증가시 1인당 GDP 변화(%)

아프리카
+0.13

아시아
+1.56

중남미
+0.30

ㅇ 최근 Meyer and Shera(2016)도 1999~2013년중 남유럽 자료를 기초로
GDP 대비 송금유입 1%p 증가가 1인당 GDP를 0.29% 증가시킨 것으

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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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 고용의 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해당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고령화를 완화
ㅇ 2013~16년중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기여
*

▪ 캐나다는 외국인 유입이 없는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외국인 기여율: 캐나다 104%, 이탈리아 75%, 독일 69%,
영국 68%, 미국 46%, 한국 10%

ㅇ 또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집중
됨에 따라 경제활력을 제고

▪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이민유입 규모가 큰
국가에서 대체로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및 기여도1)2)(% , %p)

주: 1) 2013~16년 연평균
2) 미국, 캐나다, 호주는 출생, 여타국은 국적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OECD국가의 이민유입과 고령화 속도1)

주: 1) 2000년대비 2015년
자료: UN

▪ 미국

및 유럽의 외국인 취업자는 35~44세 연령구간에, 우리나라의 경우
25~34세 연령구간에 각각 집중
취업자 연령층 분포1)(%)
(미국)

주: 1) 2016년 기준

(EU)

자료: 각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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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이나 특수·전문
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ㅇ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외국인 취업자가 저임금(건물청소·관리 등) 및
·

고임금(경영 금융, 전문직 등) 직업군에서 각각 큰 폭 확대

▪ 산업별로는 건설업, 농림어업·광업 등 부가가치 비중 하락 산업 및 교육·
의료, 전문·과학 등 부가가치 상승 산업에서 증가
미국 세부직업별 외국인 비중 변화1)(%p)

미국 산업별 외국인 비중 변화1)(%p)

주: 1) 직업별 취업자수중 해외출생 비중,
2006년대비 2016년
자료: BLS

주: 1) 산업별 취업자수중 해외출생 비중,
2006년대비 2016년
자료: Census, BEA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등으로 임금 하락,
내국인 일자리 구축 등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소지

ㅇ 난민 등 인도주의적 유입이 단기간에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증대

ㅇ 다만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 실업률 등
해당국 고용여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 특히

·

Ottaviano Perri(2012)는 이민노동력이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등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선행연구

Ortega·Verdugo(2015)
Beerli·Peri(2015)
Ottaviano·Peri(2012)
Ortega·Verdugo(2015)
Angrist·Kugler(2003)
Addison·Worswick(2002)
Dustmann et al.(2005)

대상국가
프랑스
스위스
미 국
프랑스
E U
호 주
영 국

대상기간
1976~2007
1999~2007
1990~2006
1976~2007
1983~99
1982~1996
1983~2000

종속변수
임 금

고용률
실업률

추정결과(이민자비중 +1%p)
-0.13%~-0.36%1)2)
유의적인 영향 없음
+0.6%
유의적인 영향 없음
-0.07%~-0.02%2)
유의적인 영향 없음
유의적인 영향 없음

주: 1) 저학력 이민유입이 현지 생산직 근로자(Blue Collar) 임금에 미친 영향
2) 모형별로 일정 범위내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추정
자료: OECD(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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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근로자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가를 초래
ㅇ 수입측면에서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로 재정수입을 늘리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수에도 기여

ㅇ 지출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과
교육, 의료, 공공재 사용 등 간접적 지출을 수반

□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순효과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분석
대상, 방법 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혼재

ㅇ OECD(2013)는

·

각국 이민자의 2007~09년중 직 간접적인 재정기여 및
수혜 금액을 추정하고 순재정기여도(27개국 평균)가 연평균 GDP대비
0.35% 정도인 것으로 분석

▪ 이민자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수혜가 많으나 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이 크게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국인 재정지출 규모를 하회
이민자 가구당 재정지출 규모1)
실업급여
재정투입규모(유로)
585
내국인 대비 배율(배)
1.1

사회보험
3,098
0.5

공공부조
336
1.7

주: 1) 2007~09년 평균

가족수당 주택보조금
836
186
1.1
1.5

OECD
5,041
0.7

자료: OECD(2013)

▪ 또한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젊거나(이탈리아, 스페인) 고용률이 높은(스위스)
국가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국가(독일, 프랑스)보다 이민자가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54세 이하 이민자는 재정수입에 큰 폭의 플러스(+)를 나타
내지만 55세 이후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되면서 기여가 급격히 축소

이민자의 순재정기여도1)(%)

주: 1) GDP대비 비율, 2007~09년 평균
자료: OECD

가구주 연령대별 순재정기여 규모1)(천유로)

주: 1) 2007~09년, OECD 평균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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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Ekberg(2011)는 내·외국인간 고용률 격차를 반영하는 경우 이민자

의 GDP대비 순재정기여도가 2015년 -0.2%에서 2050년 -1.6%로 악화
되는 것으로 평가

▪ EU집행위(2016)도 난민 유입으로 EU 및 독일의 GDP대비 재정수지비율이

2020년까지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0.0%p, -0.2~-0.8%p씩 하락할 것으
로 예상*

* 난민의 경우 저숙련 노동력 비중이 높고 취업이 지연되면서 재정부담이 큰 편

▸난민의 재정수지 에 대한 영향 (%p)
1)

2)

- EU
- 독일

주: 1) GDP대비 비율
자료: EU집행위(2016)

2015
0.0
-0.2

2016
-0.1
-0.5

2017
-0.1
-0.7

2018
0.0
-0.8

2019
0.0
-0.8

2020
0.0
-0.7

2) 기존 전망대비 격차

주요 선행연구
대상기간

Wadensjö (2000)

덴마크

1997

Accounting

-0.7%

Oficina Economica (2006)

스페인

2005

Accounting

+0.5%

Rowthorn(2008)

영 국

2003~04

Accounting

-0.7%~+0.7%1)

Chojnicki et al.(2011)

미 국

1945~2000

General Equilibrium

+0.3%

Ekberg(2011)

스웨덴

2006~50

Dynamic modeling

-1.6%~-0.2%2)

OECD(2013)

OECD

2007~09

Accounting

+0.35%

EU 집행위원회(2016)

E U

2015~20

Dynamic modeling

-0.1~0.0%

주: 1) 재정지출 포괄범위별 추정치
2) 내·외국인간 고용률 격차를 반영
자료: OECD(20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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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재정수지
영향(GDP대비)

대상국가

3.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노동력은 학력, 기술 수준 등에 따라 거주국 1인당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외국인의 고등교육 수료율이 높거나(호주, 캐나다 등)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국가(스위스, 포르투갈 등)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가구간 소득격차
가 크지 않은 편
외국인1) 고등교육 수료율과 소득2)(%)

주: 1) 해외출생기준
2) 2012년 기준, OECD는 32개국 평균
자료: OECD

외국인1)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2)(%)

주: 1) 해외출생기준
2) 2012년 기준, OECD는 27개국 평균
자료: OECD

▪ 미국의 고학력 이민자를 대상으로 임금 수준, 창업비율 등을 측정한 결과,
내국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Hunt, 2010)
미국의 고학력1) 내국인 및 이민자 비교
시간당임금
고학력 내국인
고학력 이민자

29.6달러
30.7달러

10인이상 기업
창업비율
0.6%
0.8%

특허취득률

저작물 출판률

0.9%
2.0%

14.4%
17.6%

주: 1) 대졸이상
자료: Hunt(2010)

ㅇ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1인당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다만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전체 성장
에는 기여

□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전체 GDP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1인당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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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oubtane 등(2016)*은 OECD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근로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0.3%p(단기)~2.0%p(장기) 상승
하는 것으로 추정
* 1986~2006년중 OECD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자본희석(Capital
Dilution) 영향 보다 크며,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도 증대
*

* 인구증가로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는 데 따른 1인당 GDP 감소 효과를 의미

Boubtane 등(2016) 추정 결과(%, %p)
스위스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1)

미국

OECD

외국인노동력 순유입률

0.97

0.37

0.76

0.56

0.32

0.29

0.58

0.51

0.52

이민자 고등교육 비율

34.2

39.6

49.5

36.6

27.8

10.9

20.3

26.7

29.3

근로자 1인당

단기

0.57

0.32

0.29

0.26

0.24

0.20

0.03

-0.04

0.28

GDP 증가율2)

장기

3.99

2.23

2.07

1.83

1.65

1.40

0.20

-0.25

1.98

주: 1) (외국인 노동력유입 – 외국인 노동력유출)/총 노동력
2) 1인당 GDP/근로자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경우의 효과

ㅇ 반면 EU집행위(2016)는 저숙련 난민의 유입으로 EU의 GDP가 2020년
까지 매년 0.1%~0.2% 확대되겠으나 1인당 GDP는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

▸난민유입의 영향 (%)
1)

- GDP
- 1인당 GDP

2015
0.1
-0.1

2016
0.1
-0.2

2017
0.2
-0.1

2018
0.1
-0.1

2019
0.1
-0.1

2020
0.1
-0.1

주: 1) 기존 전망대비 격차
자료: EU집행위(2016)

주요 선행연구

Dolado et al. (1994)
Morley(2006)

대상국가 대상기간
결과
OECD
이민유입 0.1% 증가시 1인당 GDP 1.6% 감소
1960~1985
23개국
(장기효과 기준)
미국, 호주,
1930~2002 이민유입은 1인당 GDP에 유의적인 영향 없음
캐나다

Felbermayr et al.(2010) 162개국

2000

이민자수 10% 증가시 1인당 GDP 2.2% 증가

Boubtane et al.(2016)

OECD
22개국

1986~2006

EU 집행위원회(2016)

E U

2015~20

인구대비 순이민유입률 50% 상승시 1인당
GDP증가율 단기 0.28%p, 장기 1.98%p 상승
난민 유입으로 1인당 GDP가 기존 전망대비
0.1~0.2% 감소

자료: OE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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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글로벌 외국인 고용은 2000년대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2013~16년중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외국인 기여율은 캐나다 104%, 이탈리아 75%,

독일 69%, 영국 68%, 미국 46%, 한국 10% 등을 기록

ㅇ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의 공급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또는 고부가
가치 전문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완화 및 경제성장
에 기여

▪ 다만 부분적으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등으로 임금 하방압력, 내국인
일자리 구축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

ㅇ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 방법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민정책에 의해 플러스(+)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

□ 우리경제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하여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ㅇ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어느 산업

부문에서 어떠한 기술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순효과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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