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안부)

비교
나행정

오전 10:35

체류외국인은 252만일걸?

국내 외국인 몇 명인 줄 알아?
검색해보니 수치가 여러개네

(법무부)

오전 10:37

나행정

오전 10:37

체류외국인은 법무부 통계고
외국인주민은 행안부 통계일걸?

오전 10:38

얼마 전 기사엔 외국인주민 222만이던데?

헷갈려

나행정

오전 10:38

두 통계 비교자료 찾아서 보내줄께~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

똑같은 외국인 수인데 왜 차이가 있지?

오전 10:39

나행정

구분

지방자체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since 2006

*since 1975

목적

각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거주현황 파악, 관련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현황 파악, 관련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기준일/공표

매년 11. 1. / 다음연도 11월

매년 12. 31. / 다음연도 7월

작성방법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행안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한
 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출입국자(국민·외국인 포함)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 포함)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이탈·상실자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외국인 등

분류기준
대상기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주요개념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체류외국인

E-1~E-7, E-9~E-10, H-2

등록외국인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D-2(D-2-1~D-2-8 포함), D-4(D-4-1, D-4-7)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결혼이민자

그 외 체류자격

유학생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화한 자(국적회복자 제외)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관련부서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4)

불법체류외국인

*장·단기 체류자격(A-1~T-1)별 외국인

D-1~D-10,
E-1~E-7, E-9~E-10, F-1~F3, F-5, F-6, G-1,
H-1, H-2 등 장기체류자격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
C-4, E-1~E-7, E-9~E-10, H2
F-2-1, F-5-2, F-6-1, F-6-2, F-6-3
D-2(D-2-1~D-2-8 포함), D-4(D-4-1, D-4-7)
F-4, H-2,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
장기(등록외국인및 거소신고자) 및 단기체류자 중 체류기간 경과자

•국적취득자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법무부 이민정보과(02-2110-4094)

(법무부) 총 체류외국인 – 실제 단기체류외국인

* 외국인주민이란? 지역 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를 포함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조례 등에 사용)

오전 10:40

땡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