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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

이 병 하**

논문요약

본 논문은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여타 사회과학에 비해 저발전된 정치학적 
접근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학적, 사회학적 접근법을 살펴
보고, 정치학적 접근은 이익, 권리, 제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음을 주장한다. 각 키워드에 기초하여 정치학적 접근은 정치경제학적 이론, 
국제규범 혹은 사법권에 기초한 모델,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이론으로 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방법론적 쟁점에 있어 국민국가를 분석단위로 삼는 방법
론적 민족주의를 넘어 도시와 같은 대안적인 분석단위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
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정책 평가에 있어 한 국가의 이민정책을 이념형을 통해 
진단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민정책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표 
중심 접근법을 새로운 분석틀로 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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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흔히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세계화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공간과 삶의 영역들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에서 강조되는 현상으로는 상품, 자본, 정보의 활발한 

교환과 이로 인한 시공간의 압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요소 중 간과

되었던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 간의 이동이다. 국제이주기구(IOM)의 통계

에 따르면 전 세계 이주민은 약 2억 1,4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1%를 

차지한다(한건수 2012). 전 세계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북미와 유럽에 한정되어 있었

던 반면, 현재는 전 세계 지역이 국제이주의 영향권에 있을 정도로 국제이주는 

점점 중요한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정치질서를 흔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더라도 국제이주는 더 이

상 국내외 정치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변부 이슈가 아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전 세계 여론에 미친 영향,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정치적 질서에 대

한 근본적인 도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취임 한 달 내에 벌어진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한 논란 등은 포퓰리즘(populism)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포퓰리즘의 근저에는 ‘순수한 시민들 대 타락한 엘리트’라는 이

분법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이주 문제도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을 강

화시키고 있다. 높은 반이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이 계속 확대되는데 대

한 대중들의 불만이 포퓰리즘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에게 국제이주, 난민, 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대규모의 인구가 유럽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이주민들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가와 있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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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포 등이 미디어의 단골 소재가 된지 오래이며, 이들은 각종 TV 프로그램의 

주요 출연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국제이주의 초기 단계를 넘어 본

격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이주는 일반적으로 국민국가에 어떻게 국경을 통제, 관리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미 유입된 외국인, 이민자들을 주류 사회에 

통합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멤버십과 경계에 대

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국경통제에 실패하면,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하여 국

가의 행정적 부담과 안보 문제를 야기한다. 이질적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외국

인, 이주민 집단이 이민 수용국에 잘 통합되지 못하면, 교육 시스템 상에서 낙후

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낙오되어 사회의 부담으로 남고, 이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

자본의 이동, 상품의 이동과 더불어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인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이동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민국가는 물론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

여하는 정책적 대응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유

럽연합의 근간이 도전받고 있으며, 난민의 급증으로 인해 경제적 이주민과의 경

계가 모호해지면서 국민국가들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으로부터 후퇴하

고 있다. 또한 국제이주와 테러리즘이 결합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민정책이 

안보화(securitization)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의한 송금(remittance)이 증가하면

서 국제이주와 국제개발협력 의제가 서로 결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기타 다른 국제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

한 효율적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재중

동포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그 이후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결혼이민 등 

다양한 이주패턴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 전에 겪어 보지 못한 다문화적 현실이

라는 새로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사회가 글로벌한 현상

인 국제이주의 압력으로부터 무관한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이주가 

동반하는 다문화적 현실에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국내외적으로 국제이주에 대한 효율적 정책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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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결과물에 기반해

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복합적인 국제이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과

학의 제반 영역에서 독자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엄밀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각 학문 영역의 발전은 더 나아가 국제이주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종합적

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신지원 2011).

그러나 통합적인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까지 사회과학 제반 분

과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국제이주의 동기와 원

인,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집단 정체성 등의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을 발전시

켜온 반면, 정치학은 이에 비해 아직 국제이주 연구가 저발전된 상태이다. 따라

서 본 논문은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을 모색해보고 연구방법 상에 

있어서 국민국가 모델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즉 방법론적 민족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와 이민자 통합정책 모델을 토론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지표 기반 접

근법(index-based approach)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사회과학 분과의 접근법 

국제이주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국제이주의 

결정요인, 과정과 유형, 그리고 국제이주 후의 통합 과정에는 각 사회과학 분과

가 연구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경

제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법학, 지리학, 인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들

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의 과정들을 개별 분과학문 내의 독창적인 접근법

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이주 연구가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

고, 국제이주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이주 전체를 종합적

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하기에 앞서 각 사회과학 분과들

이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상이한 연구 질문을 던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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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출처: Brettell and Hollifield, 2000, 3. 부분 수정. 

경제학은 ‘무엇이 국제이주의 원인이며, 무엇이 국제이주의 경향과 패턴을 설

명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경제학이 주로 사회행동을 선택의 문제로 

치환한다고 보면, 국제이주 역시 개인 혹은 가족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국제이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서 주류 이론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다. 신고

전파 경제학은 이민 송출국에 머물 때 그리고 이민 수용국으로 이주할 때의 비

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국제이주를 설명한다. 개

인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 하에 자신들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

사회과학 

분과
연구 질문

분석수준/

단위
주요 이론 가설의 예

인류학

이주는 어떻게 
문화적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종족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미시적 
수준

개인, 가정, 
그룹

관계론적 
이론 혹은 
구조주의, 

초국가주의

사회적 
연결망은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경제학
무엇이 이주의 
원인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보다 미시적 
수준

개인, 가정, 
노동시장

비용-편익 
흡입-배출 

이론

통합은 
이민자의 인적 
자본에 따라 
달려 있다

사회학
무엇이 이민자 

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가?

보다 거시적 
수준

종족적 그룹, 
사회적 계급

구조주의
기능주의

이민자 통합은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

정치학
왜 국가는 이민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보다 거시적 
수준

정치적, 국제적 
시스템

합리주의적 
이론

제도주의

국가는 
이민확대를 

원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다

<표 1>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사회과학 분과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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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주 국가를 탐색하고, 이러한 선택을 위한 정보는 ‘이민 시장’에 모이게 된

다. 잠재적 이민자는 이민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즉 임금 수준, 고용 기회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

제이주에서 인구이동은 일반론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혹은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대표적인 이론이 ‘배출-흡

입(push-pull)’이론으로 가난, 낮은 삶의 기준, 높은 실업률 등 개인이 출생지를 

떠나게 만드는 배출 요인과 높은 임금, 높은 삶의 기준,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 

등 개인이 수용국으로 향하는 흡입 요인이 만나 국제이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다(Masse et al. 1993). 

또 다른 경제학적 접근으로 ‘이민의 신 경제학(new economics of migration)’

이 있다. 이민의 신 경제학은 국제이주를 결정하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라고 본다. 이민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개인의 결정이라고만 보기에는 부족

하며,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의 원천을 다각화하기 위한 가족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 있다고 할 때,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성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농업 분야에 일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따라서 소득 다

각화와 분산투자의 한 형태로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이민을 가서 모국으로 송금

을 보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위의 두 이론은 분석단위로 개인과 가족을 설정한다. 반면 ‘이중노동시장 이

론’은 국제이주의 원인을 더 거시적인 차원 즉 이민 수용국의 노동시장에서 찾

는다.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이민 수용국의 흡입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의 

분절화된 이중노동시장 중 노동집중적인 산업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이 국제이주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선진국의 노동시장은 

크게 자본집중적인 산업과 노동집중적인 산업으로 나뉜다. 자본집중적인 산업의 

노동자는  고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주도 이러한 고급 인력의 안정성

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노동집중적인 산업의 

노동자는 직업이 불안정하며 저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노동

자를 이러한 산업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노동집중적인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눈을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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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집중적인 산업 분야는 점차 구조적으로 국제이주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사회학과 인류학은 각각 ‘무엇이 이민자 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민은 어떻게 문화적 변화와 집단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 같은 연구 질문을 

던진다. 연구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두 학문 분과는 인간의 사

회적 관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자, 과거 이민자, 그리고 잠재적 이민자

들이 친척, 가족관계, 공통적 공동체적 요소를 통해 연결된 대입관계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이주를 접근한다. 이민자, 과거 이민자, 

그리고 잠재적 이민자들은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연

결된다. 국제이주의 과정에서 이민자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사이에 친구, 친척 등의 관계망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과 의무의 관계망이 발생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제이주가 낳을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국제이주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이민자 네트워크는 이민 수용국에 정착,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여 개인과 집단이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고, 생계를 위

한 자원과 안전망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민자 네트워크는 사회학이 주목하는 

이민자들만의 거주 지역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이민자들은 특정 거주 지역

에 밀집하여 자신들만의 종교시설, 상점, 결사체 등을 발전시키고, 가족재결합을 

통해 공동체의 규모를 늘려간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 네트워크는 이민자들 고유

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이민자들 고유의 정체

성과 이민 수용국의 정체성이 서로 융합하는 이민자 2세대 형성에도 영향을 미

친다(Brettell and Hollifield 2000).  

III.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과학의 각 분과는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각자 나름



｜ 30 ｜ 연구방법논총 ｜ 2017년 봄호 제2권 제1호

의 연구질문, 주요 이론, 분석단위 등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국제이주 연구를 

발전시켜온 역사를 보면 정치학은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

다.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정치학 내에서 국제이주를 주된 연구 주제로 삼

았던 경우는 극히 드물며, 미국정치학회 내에서 국제이주만을 다루는 분과도 

2012년에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이주도 정치학의 주

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분

석틀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학에서 국제이주를 연구하는 주요 분석틀은 크게 이익(interests), 권리

(rights), 제도(institutions)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다. 국제이

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은 “서구국가에서 반(反)이민정서의 확산에도 불구

하고 왜 이민정책은 확대의 방향으로 가는가”하는 연구 질문을 던진다. 이를 ‘간

격 가설(gap hypothesis)’라고 하는데 주요 이민 수용국에서 관찰되는 높은 수

준의 반 이민 여론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 과정을 통해 이민 확대

를 저지하는 정책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정책의 결과물은 이민 확대의 경향을 

가지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이익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국가가 친 

이민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익단체의 논리에 포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권리에 기반한 이론은 국제인권규범 혹은 국내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등에 

의해 이민을 확대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신제도주의 이론은 단일한 국가라는 가정을 넘어 다양한 이익과 정책 목표

를 가진 정부 부처 간의 경쟁에 주목함으로써 부처 간 경쟁을 통해 이민정책이 

확대의 경향을 갖는 것을 설명한다. 즉,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인 접근

은 국제 이주를 둘러싼 이익(interests), 권리(rights), 제도(institutions)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으며(Freeman 2005), 각 이론적 모델은 ‘왜 

국가가 이민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가’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함으로써 정치

학적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익이라는 키워드에 기초 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고객정치(client politics)라

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의하면 이민의 확대로 인한 이익이 집중되는 집단들(사

용자 집단 또는 이민자 그룹)의 로비를 통해 이민정책이 주로 형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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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적 이론은 프리만(Gary Freeman)에 의해서 선도되었다. 그는 윌슨

(James Q. Wilson)의 4가지 정책유형을 차용하여 그 중 하나인 고객정치(client 

politics)라는 개념을 통해 이민정책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윌슨의 정책유형에 따

르면 어떤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된다면,  해

당 정책을 둘러싼 정치모드는 고객정치가 된다. 프리만은 이민정책이야말로 전형

적인 고객정치 유형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민의 확대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용

자 집단이나 이민자 그룹에 이익이 집중되는 반면, 이민의 확대로 인해 늘어나

는 비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민이 확대된다면 사용자 집단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늘어나 이익이 집중되는 반면, 이민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은 일

반 대중에게 잘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고용주와 

이민자 집단이 훨씬 더 잘 동원되고 조직되어 정책결정자에게 로비를 시도할 유

인동기가 더 많은 반면, 이민 확대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대중들은 조직

화되기 어렵다. 프리만에 의하면 이민정책은 잘 조직되지 못한 여론과는 유리된 

채 정책결정자들과 조직된 집단들 사이의 고객 관계를 통해 확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Freeman 1995).

정치경제학적 이론이 간격 가설에 대해 고객정치 유형을 통해 친 이민적인 이

익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면, 권리에 기반 한 이론들은 국민국가 외부 혹은 

내부에서 오는 권리의 영향력에 집중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민정책을 형성하는 국민국가의 능력을 무엇이 제한하는

가에 따라 구분된다. 국민국가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주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근거를 국내에서 찾지 않고, 국제규범과 같은 국민국가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있다. 특히 사센(Saskia Sassen), 제이콥슨(David Jacobson), 

소이살(Yasemin Soysal) 과 같은 소위 ‘글로벌리스트(globalist)’들은 국제이주와 

이민정책을 보는데 있어서 국제규범과 같은 초국가적 힘이 이민정책을 규정하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욥케(Christian Joppke)와 같은 학자들은 국

제규범의 영향력은 과장된 것이며 한 국가의 이민정책에서 국민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켜 온 것은 국내 정치과정에 내재된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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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 특히 자유주의 규범을 발전시켜 온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학

계에서는 이들을 ‘제한적 주권론자’라고 부른다. 

글로벌리스트들 중에서 야세민 소이살(Soysal 1994)은 유럽에서 이주민의 시민

권이 발전되고 향상되게 된 원인을 국제규범, 국제기구의 영향력 그리고 초국가

적 시민권에서 찾음으로써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소이살은 국민국가 외부에서 오는 국제인권규범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소이살은 초국가적 시민권과 같은 개념을 통해 정치공동체 내에서 권

리를 부여하는 기준이 국적에서 보편적인 사람됨으로 변했다고 본다. 시민권을 

보편적인 사람됨에 따라 부여함으로써 이주민과 외국인들의 권리를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국제법 등에 의해 향상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야세민 소이살이 국제인권규범이 국민국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데 주목한다면, 에이미 구로위츠(Gurowitz 1999)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전

용 과정에 주목한다. 국제규범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단체 등에 의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가를 주목함으로써 국제규범이 국

내 정책 특히 이주민 관련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서구의 사례를 통

해 연구하였다. 소이살과 구로위츠와 같은 글로벌리스트들(globalists)은 국제인권

규범의 직접적인 힘 그리고 간접적 전용과정에 각각 주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는 국내적인 요인 보다는 국제규범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크리스찬 욥케(Joppke 1998)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원하지 않는 

이민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제인권규범과 같은 국민국가 외부

의 힘 보다는 국내 정치과정에 의해 이민정책이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욥케는 

국제인권규범보다는 자기제한적 주권(self-limited sovereignty)이라고 개념화된 

국민국가 내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사법부의 영향력과 같은 국내적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이민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에서 이민정책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민통제를 강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2차 대전 이후 인권과 

같은 권리의 중요성을 내재화한 사법부의 판결을 들고 있다. 이민수용국 정부가 

이민정책을 통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주민의 인권에 손을 들어주는 사법

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기제한적 주권론자들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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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리스트들처럼 ‘권리’라는 키워드에 기반 한 주장을 펼치지만 국제인권규범과 

같은 국민국가 외부의 힘보다는 국민국가 내부의 힘에 주목하면서 국민국가 스

스로 주권을 제한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권리에 기반 한 접근법은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국민국가 외부에서 

오는지 아니면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글로벌리스트와 자기제한적 주권

론자로 나뉜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 외부로부터 개입하는 국제인권규범이 국내 

이민정책 및 이주민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국제인

권규범 그 자체냐 아니면 국내적인 요인 즉 NGOs, 정부부처, 사법부 등의 역할

이 더 중요한가 하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국가 내부의 힘이 더 중요한가 하는 논쟁과 병행하여 국제인권규범

이 국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정책의 편익비용분석에 기초한 단순명료한 모델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나 다원주의 국가모델을 가정함으로써 단일한 행위자

로서의 국가, 이익집단 간의 갈등, 경쟁을 중재하는 심판으로서의 국가를 상정하

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 내에는 특정 공공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와 상이한 목적을 지닌 부처들이 있고 더 나아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간

의 갈등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하나

의 수동적인 단일 행위자로 보는 것은 이민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서 국가의 주체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대체로 신

제도주의적 모델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신제도주의적 모델은 

위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이론의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시

작한다. 

신제도주의적 모델은 홀리필드(James Hollifield), 티치너(Daniel Tichenor), 

로젠헥(Zeev Rosenhek)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기본적

으로 고객정치 모델이 상정하는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 이익집단 간의 이익

추구를 중재하는 심판으로서의 국가 개념을 비판한다. 국가는 하나의 통일체

(monolithic entity)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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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의 각축, 시민사회 내 정치적 연합의 형성, 전문가집단의 담론, 국제적 위기

상황(일례로 전쟁으로 인한 난민 급증)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민정책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한다(Tichenor 2002). 

신제도주의 모델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아닌, 국

가를 서로 다른 의견, 규범, 정책 목표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로 나누어 파악함으

로써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제도주의 모델은 행정부 

내 다양한 부처가 특정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확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때론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부처 간 경쟁이 발생하는 이

유는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관료를 상정하고, 이러한 관료들의 

집합체로서 부처를 가정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파악하더라도 

부처 간 관할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할영역을 재조정

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어떠한 형식으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 때문에 부처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부처 간 

경쟁과정에서 각 부처는 전문성 재고를 통해 관할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

려고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종종 시민사회의 행위자 또는 전문가들과 연합하기

도 한다. 이 점에서 부처 간 경쟁과정은 시민사회 행위자에게 일종의 ‘정치적 기

회구조’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행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확대시키려 하기

도 한다. 

또한 보스웰(Christina Boswell)은 이민정책에 반영되는 국가기능에 초점을 맞

추어 신제도주의적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Boswell 2007). 그녀는 우선 국

가는 이민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정당성과 통치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당성은 대중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고 조응하는 정치적 행위

와 실천이다. 보스웰은 이민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국가 정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기능 즉 안보(security), 축적(accumulation), 공정(fairness), 제도적 정

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에 주목한다. 국가가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이민정

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네 가지 기능을 한꺼

번에 추진할 수 없고 각 기능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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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이유로 이민의 문턱을 높일 수도 있고, 축적 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인

권을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위와 같은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기능 중 특정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보스웰은 국가가 이민정책을 수

립할 때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집단이나 제도의 이해를 선별

적으로 수용하며 위 집단이나 제도의 영향력은 정부의 주관적 관점과 공명할 때

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 정치경제학적 모델, 국제규범모델, 신제도

주의적 모델은 각자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모델은 공공정책

의 편익비용 분석에 기초한 단순명료한 이론틀을 제시하여 검증 가능한 가설들

을 만들어내지만, 각 국민국가가 처한 역사적 맥락, 독자적인 역사적 발전 경로

를 간과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모델은 정책결정을 둘러싼 국가, 시민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제도들 간의 각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이론과는 달리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리 기반 접근

법 특히 국제규범모델은 이민정책 형성과정을 단순히 국내적인 요인의 역학만으

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변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규범의 전파경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국내적 수준에서 형

성된 이민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국제규범의 영향력만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IV. 비교연구의 분석단위: 국민국가 모델을 넘어서 

이익, 제도, 권리에 기반 한 정치학적인 이론틀은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서 국

제이주가 어떻게 정치적 변동의 원인으로 혹은 결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분석적 도구를 제공한다. 국제이주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법에서 추론되는 가설, 

변수 등은 적합한 연구방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국제이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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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저발전된 

상황이다. 국제이주에서 정치적 접근법을 취하는 많은 연구들은 단일사례 연구방

법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아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단일사례를 통해 이민정책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비교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연구들도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간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도 정치학 내에서 국제이주가 주요 연구주제로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대부분 북미 혹은 유럽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비교연구 역시 드문 편이

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하거나 유럽국가들 간의 비교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Schain 2012). 그러나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법과 거기로부터 도

출된 가설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현상이 왜 다른 국가에서는 벌어지지 않는가’하는 연구질문에 답을 제공해야 하

며, 이 점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비교연구가 보다 더 진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 장에서는 국제이주 비교연구가 주로 국가 간 비교연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논쟁을 소개하고, 국

가 간 비교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모델을 넘어서는 도시 간 비교연구를 제

시하고자 한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정치학적 접근이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할 때 분석단위는 주

로 국민국가이다. 나라마다 상이한 이민정책의 레짐 유형을 크게 전통적 이민국

가, 유럽의 이민국가, 그리고 이민후발국가로 나누고 각 유형 내에서 비교대상을 

선택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해왔다. 전통적 이민국가는 이민이 해당 국가의 국가형

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국가들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이민이 민족 정체성 형성과 국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럽의 이민국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유

형에 속한다기 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에 의해서 이민을 받아들였지만, 

이민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한시적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로 인해 이민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의제가 된 국가들을 지칭한다. 이민후발국가는 앞선 두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이민 수용국의 대열에 합류한 국가들로 아직까지 이민의 

문호를 전면적으로 개방한 이민국가라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 분야에 한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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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Hollifield et al. 2004). 이러한 이민정

책의 레짐 유형을 기반으로 국제이주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각 유형 내에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 특정 가설을 검증하는 비교연구를 진행해왔다.  

분석단위를 국민국가로 설정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주된 연구방법의 

흐름이 된 데는 브루베이커의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는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라는 책에

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민정책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브루베이커에 따르면 독일

과 프랑스 이민정책의 차이는 각 국에서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발전된 시민권 모

델로 설명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혈통중심의 시민권 모델과 공화주

의적 모델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같은 시민권 모델이 두 나라 간의 이민정책 차

이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Brubaker 1992). 

국제이주 연구에서 국민국가를 비교연구의 분석단위로 삼는 연구경향에 대해 

일군의 학자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으로 그 속성 상 초국가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국민국가를 분

석단위로 삼는 것은 이러한 국제이주의 속성을 정확히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

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를 비교연구의 분석단위로 채택하는 것을 ‘방법론적 민

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

다(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 

위머와 글릭 쉴러(Andereas Wimmer and Nina Glick Schiller)는 연구의 분

석단위를 국민국가로 설정하는 것이 국제이주 연구를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 

만연해있다고 주장한다. 방법론적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사회가 근대 세계의 자

연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형식”이라는 가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 302).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과학이 국민국

가 형성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발전과정 속에서 자연스럽

게 정치적, 사회적 현상을 국민국가 단위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위머와 글릭 쉴

러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세 가지 형태를 서술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회과학

적 상상의 영토화와 분석의 초점을 국민국가의 경계로 환원하는 것”을 들고 있

다(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 307). 사회과학은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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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어지는 일을 국민국가의 경계 밖과 구분 짓고, 경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을 동질화시켜 파악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것은 일종의 ‘컨테이너 이론’으로 

국민국가를 분석단위로 삼으면서 문화, 정체(polity), 경제, 사회집단 등을 국민국

가라는 컨테이너 안에 넣고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초국가적 흐

름과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 증대를 속성으로 하는 국제이주 현상과 배치되

며, 국제이주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적합한 분석단위가 아니라는 것이 

위머와 글릭 쉴러의 주장이다. 

국제이주의 정치학적 접근법에 있어 비교연구를 진행할 때 국민국가를 분석단

위로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이민정책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

았을 때 국민국가에 의해서 수립되며 이민의 통제, 이민자의 통합 역시 여전히 

국민국가의 핵심적인 주권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론적 민족주의’

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다면, 초국가적인 인구 이동의 속성을 보다 엄밀

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민족주의 외에 대안적인 분석단위들이 모색되

어야 한다. 이 점에서 도시를 분석단위로 채택하여 비교연구에서 ‘국가적 모델’

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민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수립된다. 물론 경제적인 요건, 인구학

적인 상황에 따라 도시 간,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어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민자들의 체류조건, 시민권 요건 등을 결정함에 있

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 특히 주거, 보건, 교육 등의 문제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거주하

는 공간인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국가 수준의 이민정책 목표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정책 사이에 간격이 생겨나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 수

준의 이민정책과 지역 수준의 이민정책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통일성과 지역 수준의 다양성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민자들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적 맥락의 이민정책을 이론적 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도시적 맥락의 이민정책을 탐색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앞서 서술했지만 이민연구 특히 비교이민연구에 있어 주된 분석단위는 주로 

국가였으며,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의 연구가 대표적으로(Brubaker 1992)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 ｜ 39 ｜

독일과 프랑스의 이민정책 차이를 각 국에서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발전된 시민

권 모델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론적 민족주의 경향에서 탈피하

여 분석대상을 분권화하자는 일련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르티넬로 등은 

여러 유럽 도시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민자들의 배제와 통합의 동학을 연구

하고자 하였으며, 니콜스(Walter Nicholls)와 위터마크(Justus Uitermark)는 암스

테르담과 로스엔젤리스의 인종적 소수자 정치를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주의 정책

의 도시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Nicholls and Uitermark, 2013). 이민 연

구에 있어 도시 간 비교는 특히 이민정책에 있어 주거, 정치 참여, 통합, 이민자 

단체 등 보다 구체적인 이슈들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

를 들어 2014년에 전 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약 39

억 명의 도시거주인구는 2050년에 6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UN DESA, 

2014). 국제이주는 이러한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초국가

적 인구의 흐름인 국제이주의 속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공간적 단위는 국민국

가가 아니라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을 보여준다. 두바이, 브뤼셀 등

은 예외로 하더라도 런던, 로스앤젤리스, 싱가포르, 시드니 등의 도시는 30% 후

반에 해당하는 이민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은 이들 도

시가 위치한 국가의 평균 이민자 비율을 훨씬 상회하며, 많은 이민자들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이민자의 46%가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이민자의 40%가 뉴욕, 로스엔젤리스, 마이애미, 시카고, 샌

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으며, 호주 이민자의 28%가 시드니와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다(IO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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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

출처: IOM, 2015

전통적 이민국가의 도시들에서 후발 이민국가의 도시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로 시선을 돌리면 각 도시들 간 이민자 비율은 큰 격차를 보인다. <표 2>

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을 보여준다. 

<표 2> 아시아 국가와 주요 도시의 이민자 비율

  출처: IOM, 2015

싱가포르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서울, 도쿄, 쿠알라 룸프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04년 약 11만 

명의 이민자수가 2014년 27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베이징의 경우도 약 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이민국가의 도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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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이민자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에서 이민자 통합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하게 대두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형적인 후발 이민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통합이라

는 부담이 실제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

가 수준의 제한적 이민정책과 도시 수준의 다문화적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이주에 대응하는 도시적 맥락의 이민정책을 탐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를 분석단위로 하는 비교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를 분석단위로 설정한다면 국제이주의 비교연구 대상을 늘릴 수 있

다. 앞서 서술했듯이 국제이주 연구에서 정치학적 접근법은 전통적 이민국가, 유

럽의 이민국가, 이민후발국가라는 세 가지 이민정책 레짐 유형 속에서 비교대상

을 주로 선택해왔다. 하지만 도시를 분석단위로 채택한다면 레짐 유형을 넘나드

는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 이민국가에 속하는 캐나다와 유럽의 

이민국가에 속하는 독일을 비교할 때 국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영주이민을 주로 받아 이민자의 정착을 유

도하는 국가인 반면, 독일은 최근의 국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민국

가임을 부정해온 이민을 꺼리는 국가였기 때문이다(Schmidtke 2014). 그러나 도

시를 분석단위로 이민정책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

한다면, 레짐 유형을 넘어서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민정

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화하는 추세 속에서 도시가 중앙정부와는 다

른 정책방향을 가진 이민정책을 실험하는 주체임을 고려한다면, 도시를 분석단위

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이주의 비교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비교연구에서 분석단위로서 도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국가 중심의 비교연구

와 반드시 배치되지 않는다.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연구와 병행하여 진행한다

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린 블룸라드(Irene 

Bloemraad)는 Becoming a Citizen이라는 책에서 국가 간 비교와 도시 간 비교

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블룸라드는 ‘왜 미국과 캐나다는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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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로 다른 귀화율을 보이는가’하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국가 수준

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한 후, 거기서 도출된 해답을 보스턴과 토론토를 분

석단위로 다시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처럼 도시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비교대상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연구방법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다. 

V. 이민자 통합정책 모델에서 지표 중심 접근법으로 

국제이주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에서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를 비교하여 이민

자 통합정책을 평가할 때 많은 연구자들은 이민자 통합정책 모델을 상정하고 이

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모델은 일종의 이념형으로 보

다 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이민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

어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동화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모든 정책 분야에

서 동화주의 모형에서 도출된 특성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분야만 보

더라도 전반적으로 인종, 종교 등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공적 장소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동화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

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여러 모델이 혼재하고 있다(한승준 

2008). 이처럼 이념형으로서 이민자 통합정책 모델에 기반 한 단일사례연구, 비

교연구는 이민자 통합정책 평가와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계는 이민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지

표 중심 접근법을 새로운 분석틀로 삼아 이민자 통합정책 모델에 의한 평가로부

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정책을 유형화하자면, 흔히 ‘구분배제모형(differentiated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배제모형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

동력 부족현상이 있는 특정 산업분야에 한해서만 수용하며, 이들에게 사회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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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력 유입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나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

지 혜택, 국적(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또는 국방의 의무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동화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문화적

인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대표적인 것으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인다

면 주류 성원들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

자들이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집단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여 다양한 이

민자 그룹들 간의 공존을 꾀하는 것이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하위문화들

이 평등하게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진정으로 다원적인 사회의 발전

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 통합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정책을 시행할 때 이민자를 한 개인으로 접근하지 않고 특정 그룹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대표적이다(설동훈 외 2013). 

국제이주 연구를 하는 정치학자들은 이민자 통합을 연구할 때 개인 혹은 집단 

수준의 통합 정도를 이민 수용국의 제도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Triadafilopoulos 2012). 이러한 제도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 중 많

이 활용된 것이 위에서 설명한 이민자 통합정책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념형에 기반 한 설명은 고용, 교육, 반차별, 국적 취득 등 이민정책의 세부 분야

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이민정책을 

지수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있다(Triadafilopoulos 

2012). 대표적인 것이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인 MIPEX이다.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는 여러 나

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자 통합

에 관한 일곱 가지 정책 영역에 걸쳐 총 148개 항목의 세부 지표들을 통해 각 국

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MIPEX의 일곱 가지 정책 영역은 ①이민자

의 노동시장 이동(labour market mobility), ②이민자의 가족 재결합(family 

reunion), ③교육(education), ④이민자의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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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 장기거주(long-term residence), ⑥이민자의 국적 취득 가능성(access to 

nationality), ⑦이민자에 대한 반차별 조치(anti-discrimination) 등으로 현재 유

럽, 북미 국가 그리고 호주, 일본 등 총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MIPEX는 각국의 이민정책을 다문화주의모형, 동화모형, 구분배제모형 등 이념

형에 기반 한 유형화에 의해 평가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세부 정책 별로 비

교 가능한 지표체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정 국가 이민자 통합정책의 수준을 비교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도입, 평가, 그

리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세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이민자 통합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미디어 등에 이민

자 통합정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간 비교에 의한 정책 학습기회를 제

공한다. 

학술적으로도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와 같은 지표 기반 접근법은 추상적인 논

쟁의 반복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를 경험적 연구 결과물을 통해 넘어설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국제이주 연구에서 큰 논쟁 중 하나는 과연 주요 이민 수

용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쇠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크리스찬 욥케(Christian 

Joppke)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주요 이민 수용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다문화

주의에서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Joppke 

2007). 시민 통합에 기반 한 이민자 통합정책은 다문화주의 모델이 이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집단”의 수준에 기초한 것에 반해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 적응

할 책임을 “개인”에 지우고, 이민자 개개인이 수용국 사회의 언어, 역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수용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수용국 언어에 대한 테스트가 이

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일정 시간 언어교육, 사회교육, 직업교

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과정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영주권

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수용국의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통합 정책은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

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Joppke, 2007). 이에 대해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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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킴리카(Will Kymlika)는 다문화주의가 쇠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러한 다문화주의 쇠퇴 논쟁이 이전의 논쟁과 달랐던 점은 그 근거를 지표 기반 

접근법에서 도출했다는 것이다. 반팅과 킴리카는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에 기반하여 다문화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욥

케가 주장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 그러한 국가들에서 다문화주의는 쇠퇴하고 

있지 않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더 나은 통합의 결과를 만들

고 있다고 주장했다(Banting and Kymlika 2012).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와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외에도 ‘시민 통합 지수

(Civic Integration Index),’ ‘시민권 정책 지수(Citizenship Policy Index)’ 등이 

개발되어 연구의 영역을 이민자 통합 정책 평가에서 시민권, 복지정책과의 연관

성 등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지표 기반 접근법은 개념의 명확성, 측정 방법 등에

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Chun and Yoon 2013),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이민자 태도나 여론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양적 연구 방법을 정책 분야로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표 기반 접근법은 측정의 객관성을 위해 

법,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들의 의견이나 입장

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Triadafilopoulos 2012). 따라서 지표 기반 

접근법은 이민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분석하기 위한 심층 면접, 인터뷰 기법 등

과 함께 혼용되어 쓰일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

은 향후 국제이주 연구의 방법론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시리아 난민 사태와 포퓰리즘의 확산, 그리고 국내적으

로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국제이주가 더 이상 정치학의 주변부 이슈가 아니라

는 판단 하에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정치학적 접근

법에서 도출된 가설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에 있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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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문제와 이념형 모델에 의한 정책의 평가 등을 토론하고자 하였다.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다(Triadafilopoulos 

2012). 경제학이 국제이주의 원인과 동기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학과 

인류학이 이민자 통합을 설명하고 이민이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는데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정치학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

치학적 접근은 이익, 권리, 제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 정치경제

학적 모델, 권리 기반 모델, 신제도주의 모델로 발전해왔으며, 각 모델은 ‘왜 주

요 이민 수용국에서 반 이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은 확대의 방향으로 나

아가는가’를 설명하고 노력한다고 보았다.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법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방법론적 쟁점

이 있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교연구에 있어 국가를 핵심 분석단위로 설

정하는 경향과 이러한 경향을 ‘방법론적 민족주의’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국민국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국가를 일종의 ‘컨테이너’로 보고 

그 속에서 민족/사회/이민자 집단 등을 동질화시키는 접근법은 초국가적 흐름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이주 현상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국민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분석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적인 분석단위를 모색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국가 모델을 넘어서 도시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다면 국민국가 하부단위(subnational unit)의 이민정책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의 

다층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비교연구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 

국가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구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등 일종의 이념형을 분석틀로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표 기반 접근법을 

통해 이민정책의 세부 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함과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법과 방법론 상 쟁점을 몇 가

지에 국한하여 모색한 시론적 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치학적 접근법에 있어 

기타 연구영역 즉 시민권, 이민자의 투표행태, 이민정책에 있어 정당의 역할 등

을 토론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방법론 상 쟁점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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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민정책 관련 지표들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논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

서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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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ience Approach to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nd Methodological Issues

Byoungha L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political science approach to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Unlike economics and sociology, political science lags 
behind developing its ow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migration. 
However, political science has developed its own theory based on three 
keywords such as interests, rights, and institutions. Built on three 
keywords, political science has specified political economy theory, 
rights-based theory which puts emphasis on international norms and 
judical powers, and neo-institutinalism theory. I also argue that political 
science needs to go beyond ‘methodological nationalism,’ which mainly 
takes nation-state as a main unit of analysis. I suggest that we should 
consider other sub-national units as an alternative unit of analysis in 
examining the complexity and transnationality embedded in international 
migration itself. Finally, this paper claims that we need to utilize various 
indices when we evaluate each state’s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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