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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개 | About IOM MRTC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독립적인 국제사회와 아시아, 정부와 지역사회, 

이민자와 국민간의 사회통합 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연구, 교육기관입니다.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is an independ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committed to creating mutual values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nationals,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nd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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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유형 | Types of Publications

연구보고서는 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 인구구조 변화, 노동과 경제발전, 거버넌스, 

보건 등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보고서는 80~150페이지 분량

으로 구성되며, 국영문 요약을 함께 제공하여 국외 독자들도 연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search Reports provide a peer-reviewed complete report of a research 
project or special initiative on various migration policy areas, including 
cultural adjustment of migrants and migrant-receiving communities, 
demographics, labor and economic development, governance, 
environment and health. Research Reports are generally in the range of 80 
to 150 pages and provide executive summaries in both English and Korean.

워킹페이퍼는 이주 관련 주제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더불어 

최신 이슈를 다룬다. 관련 분야 내외부 연구진의 원고를 새롭게 수집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를 논문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워킹페이퍼는 25~35

페이지로 구성되며 국영문 요약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Working Papers provide a substantive discussion of a particular migration 
issue, and may be a final product, a work in progress, or a re-presentation of 
a section of a larger publication. Working Papers are generally in the range of 
15 to 30 pages and provide executive summaries in both English and Korean.

정책브리프는 특정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를 위해 

현재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게재하고 있다. 정책브리프는 10~30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며 국영문 요약문을 함께 제공하여 국외 독자들도 연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licy Briefs provide a brief, encapsulated summary of a particular 
policy issue, including policies on marriage migrants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Briefs are generally in the range of 10 to 30 
pages and provide executive summaries in both English and Korean.

연구보고서 | Research Reports

워킹페이퍼 | Working Papers

정책브리프 | Policy Br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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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유형 | Types of Publications

이주교육시리즈 | Educational Materials Series

이주교육시리즈는 주요 이민분야에 대한 배경과 교육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어, 보건, 사회참여, 시민교육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민정책 및 시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Education Materials Series provides materials to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in key migration areas such as language, health, 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ety, civic education, etc. and may include specific background documentation, 
session guides, and related materials.

특별기획시리즈 | Special Publications

특별기획 시리즈는 전 세계 이민동향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체류 국가의 이민정책 및 연구 동향에 대한 원고를 

수집하고 주제 또는 대상별로 구분하여 담고 있다.

Special Publications include the MRTC’s annual Special Issues in Migration Series 
and other special publications. Special Publications are re-presentation of fresh input 
provided by graduate students studying in relevant countries and experts on recent 
migration flows and research trends and are organized by themes and policy targets. 

이민정책 연구총서 |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이민정책 연구총서는 이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단행본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연구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The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is a series of books published to give 
the public an easier access to information about a wide range of migration policy 
issues as examined and analyzed through the MRTC research projects. 

통계시리즈 | Statistics Series

통계시리즈는 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과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한 응답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사업 중 사회조사 결과를 별도의 통계집으로 출간하여 통계 데이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

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Statistics Series is an extraction of social surveys conducted as part of research 
projects and aims to provide an objective account of statistical data of the survey. 
Survey questionnaires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parts. Part I attempts to ask 
specific questions under individual survey themes and Part II focus on general 
questions about key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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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cross-country analysis of integration 
policies in German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s conceived in the 
respective national agendas, and how integration 
policy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each country.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0–01.
(February 2011))

Author  Julia Jiwon Shin · Jun-young Hur · 
Sunyoung Hwang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65011-4 93300

This study aims to examine various health barriers 
for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to 
recommend effective migrant health policies. The 
study includes a theoretical review on migrant 
health promotion as well as qualitative field research 
focusing on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environ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0–02.
(February 2011)

Author Sang-lim Lee · Mary S.Lee · Hye Jin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65011-2-1 93300

이 연구는 영국·독일·한국의 이민자 통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각 국가 정책에서 이민자통합의 의미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통합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이민자통합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

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번 호  연구보고서시리즈 No. 2010-01.(2011.02)

저 자  신지원·허준영·황선영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65011-4 93300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들의 다양한 건

강장애 요인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이주자 건강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주자 건강증진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에 초

점을 맞추어 실태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0-02.(2011. 02)

저 자  이상림·Mary S. Lee·김혜진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65011-2-1 93300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영국·독일·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Migrant Integration Policy and Multi-level Integration Governance: Cases Studies of Germany, Korea and the UK

혼인이주여성의 건강 장애요인과 건강 정책 제안
Health Barriers for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Health Policy Recommendations

MRTC 연구보고서 | MRTC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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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o Goyang 
city(Goyang-si), Republic of Korea, policies for 
creating a positive multicultural city environment. 
To achieve this goal, this report examines the 
multicultural assets of Goyang-si, including the 
number and kind of foreign-born residents, 
supporting programs for foreigners and infrastructure 
providing places for multicultural activitie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0–03.
(February 2011)

Author  Jung-Eun Oh · Tae-Kyung Kim ·  
Jay W Shim · Euna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65011-3-8 93300

This report examines the potential for northwest 
Gyeonggi province (Gyeonggi-do), in Republic of 
Korea, and particular cities in that area, to fully 
develop into intercultural areas. The study looks at 
the human, industrial and spatial/cultural resources 
of the key cities of northwest Gyeonggi-do to find 
out comparative advantages that could compete 
with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0–04.
(February 2011)

Author  Jung-Eun Oh · Bo-Seong KIm ·  
Tae-Kyung Kim · Jeonghaw Pan ·  
Euna Lee∙Choong-bin Cho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65011-4-5 93300

이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 정책입안에서 다문화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

는 우선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다문화 활

동을 위해 제공되는 인프라 등 고양시의 다문화 자산에 

대해 소개했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0-03.(2011. 02)

저 자  오정은·김태경·심재웅·이은아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65011-3-8 93300

이 연구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포함하는 경기 서북

부 지역에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교차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검토한다. 지역잠재력평가를 

위해 검토한 대상은 인적자원, 산업자원, 공간적·문화

적 자원이었고, 검토 결과 경기 서북부 지역은 편리한 교

통, 문화·역사자원, 방송·영상시설, 예술 인프라에서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번 호  연구보고서시리즈 No. 2010-04.(2011. 02)

저 자    오정은·김보성·김태경·반정화·이은아· 

이희정·조중빈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65011-4-5 93300

다문화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방안 연구: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Creation of a Positive Multicultural City Enviro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Goyang City

문화교차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연구: 경기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Study on Local Development Based on Promotion of an Intercultural Environment: Focusing on Northwest Gyeonggi Province

MRTC 연구보고서 | MRTC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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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s immigration policies by examining how 
to utilize foreign student as part of the skilled labor 
force. In order to do so, the repor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policies directed towards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analyzes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in attracting foreign student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0–05.
(February 2011)

Author  Dong Kwan Kang · Kyu-Yong Lee · 
Dong Hoon Seol · Gyung-tak Lim · 
Jung-eun Oh · Hye Jin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65011-4 9330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perceptions of 
Koreans on national identity, migrants’ rights, overall 
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2010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10), which surveyed 
1,576 Korean adults of age 18 or older nationwide.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0–06.
(February 2011)

Author  Kiseon Chung · Seon Mi Lee · Seokho 
Kim · Sang-lim Lee · Seong Il Park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65011-6-9 93300

이 연구의 목적은 유학생을 어떻게 숙련이민자(인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

현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유학생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외국 국가들의 유학정책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0-05.(2011-02)

저 자  강동관·이규용·설동훈·임경택·오정은· 

김혜진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65011-4 93300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 이

주민의 권리,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조사는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일부분으로 시행되었으며, 전국 18세 이상 한국인 1,576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0-06.(2011-02)

저 자  정기선·이선미·김석호·이상림·박성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65011-6-9 93300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활용방안 연구
Utilization of Students from Abroads Part of National Strategy of ‘War of Talent’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과 이민 관련 태도 연구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Migration related Attitudes

MRTC 연구보고서 | MRTC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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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report presents the Migration Profile for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The report 
adapts and builds on the model of other migration 
profiles, and breaks new ground in approaching 
the profile exercise from the perspective of a highly 
developed country, and one now predominantly 
characterized by inward migration. This Profile 
examines the demographic, socio-economic, cultural 
and historic context of migration in Korea. It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urrent migration situation in 
Korea from both its inward and outwards aspect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1.
(January 2012)

Author  Jung-Eun Oh · Dong Kwan Kang ·  
Julia Jiwon Shin · Sang-lim Lee ·  
Seung Bok Lee · Kiseon Chung

Languages English (Abstract)
  Korean (Abstract, Main text)
ISBN 978-89-97118-08-3 93300

The present immigration policy has limits both in 
national level and in local level to cover various 
matters related with immigrants such as managing 
foreign-born residents, keeping the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foreign labours, integrating 
immigrants into Korean societies etc. Then it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immigration policy at 
local level and offers concrete ideas about foreigner-
related businesses suitable for Gyeonggi province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2.
(January 2012)

Author  Kiseon Chung · Dong Kwan Kang · 
Younghee Cho · Jung-Eun Oh ·  
Seori Choi · Julia Jiwon Shin ·  
Hye-Soon Kim · Hwan-Hak Kim ·  
Jeong Min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09-0 93300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이민정책 프로파

일이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이민정책 프로파일 형식을 

참고하였지만, 선진국이자 이민수용국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형식이다. 이 프로파일은 한국의 이민현상에 영

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이민 현황을 국내로의 이민

과 국외로의 이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1.(2012. 01)

저 자   오정은·강동관·신지원·이상림·이승복· 

정기선

언 어 영어 (초록)

 국문 (초록, 본문)

ISBN 978-89-97118-08-3 93300

이 연구에서는 기존 외국인정책 개념으로는 이민자의 체

류관리 문제, 적정 외국인력 수급, 이민자의 정착과 이

민 2세대를 포함하는 사회통합문제 모두를 포괄할 수 없

다고 보고 보다 광의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가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

를 고려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외국인(이민)정

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그에 따른 세부 과제

들, 그리고 세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이민행정 추진체

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2.(2012. 01)

저 자  정기선·강동관·조영희·오정은·최서리· 

신지원·김혜순·김환학·김정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09-0 93300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Migration Profile of the Republic of Korea(Korean Version)

경기도 외국인(이민)정책 종합계획 연구
A Research on a Comprehensive Plan of Immigration Policies for Gyeonggi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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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asic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the local 
economic impact of temporary labor migration into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most recent local Input-
Output data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2005). 
The inducement effect that foreign workers in 
Gyeonggi Province make can be broken down into 
two area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The result shows that 
production inducement by foreigners in Gyeonggi 
Province was 1.77 trillion won in 2005 and value 
added 0.62trillion won. These measures continued to 
increase to reach 7.54 trillion and 2.67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2010.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3.
(January 2012)

Author  Dong Kwan Kang · Hae-Chun Rhee · 
Eungsoon Lim∙Jungmo Yang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10-6 93320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temporary migrant workers in Korea. 
Expanding the concept of integration, which has so 
far in Korea been limited to permanent migrants, 
the study examines various ways of improving the 
integration of temporary migrant work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training programs at various 
stages of the migration cycle.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for migrant 
workers should also extend to actions intended 
to serve the return and re-integration part of the 
migration cycle, and that those actions should be 
targeted toward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 of the 
migrants’ sojourn in Korea on their reintegration and 
on their home country’s development.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4.
(January 2012)

Author  Julia Jiwon Shin · Joon-young Hur · 
Seori Choi · Yejin Shin ·  
Kwang-Min Moon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11-3 93300

이 연구의 목적은 이민정책의 기초연구로서 경기도 내에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경

기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경기도 내 고용허가제와 방문

취업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효과는 2005년

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고용 및 소비지출에 의한 생산유발

효과)가 1조 77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고용 및 소비

지출에 의한 부가가치효과)가 6200억 원이었으나 계속 증

가하여 2010년 생산유발효과는 7조 5400억 원, 부가가

치 유발효과는 2조 67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3.(2012. 01)

저 자  강동관·이해춘·임응순·양정모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10-6 93320

이 연구는 기존 영구적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에 

한정된 통합의 개념을 확대하여 한국 내 주요 이주인구를 

구성하는 단기이주근로자 통합의 정책적 정의를 재정립

하고 통합정책의 방안을 모색한다. 단기순환이주에 있어 

이주자의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자발적 귀환 및 송출국

의 발전은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협

력은 수용국-송출국 이주당사자의 상호발전을 현실화시

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4.(2012. 01)

저 자  신지원·허준영·최서리·신예진·문광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11-3 93300

이민의 경제적 효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Local Economic Impact of Migration in Gyeonggi Province, Korea

이주근로자의 적응과 효과적 귀환을 위한 통합정책: 인력개발 교육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Integration Policy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rai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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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fact that first staying permits for 
foreigners holding Employment Permit (E-9) or 
Working Visit (H-2) will expire within this year, 
illegal staying population are likely to increase 
drastically. This study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irregularization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irregular migrants in Korea by using aggregated data 
from Ministry of Justice.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5.
(January 2012)

Author  Sang-lim Lee · Youngtak Jeong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12-0 93300

This report examines the policies of key countries that 
actively pursue high skilled migrants – some that have 
long experience and others, particularly in Asia, that 
are now beginning to promote these policies with 
particular determination. Policies in Australia, China, 
Germany, Malaysia,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are reviewed. Using this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port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Korea in attracting and retaining certain cadres of 
highly skilled migrant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6.
(January 2012)

Author  Jung-Eun Oh · Kyung-Mi Kim ·  
Byung-Chul Kim · Seung Bok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13-7 93300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과 방문취업제로 입국

한 외국인(H-2) 모두 올해로 첫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인구는 앞으로 보다 급격히 늘어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에서 제공

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 외국인 불법화 유형의 이해를 증

진시키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이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5.(2012. 01)

저 자  이상림·정영탁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12-0 93300

이 연구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

요 국가들-일부는 오랜 경험을 가졌고, 일부는 이제 막 

시작단계인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다.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호주의 비자정책이 

검토된다. 각국이 운영 중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으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데 비자제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6.(2012. 01)

저 자  오정은·김경미·김병철·이승복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13-7 93300

불법 체류자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 불법화 경향 통계분석
Study on Irregularization Pattern of Immigrants in Korea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활용 방안: 교수 및 박사급 외국인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Visa System for Attracting High-Skilled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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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 is changing rapidly, 
making the population more aged. It is projected 
that as the population structure gets aged, supply 
of labor force will be diminish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changes in labor markets and 
levels of immigration acceptance in Japan referring 
to population ageing and compare the trends to 
the situation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migration 
policy as a part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where faces population ageing problem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7.
(January 2012)

Author  Sang-lim Lee · Sung-jae Park ·  
Masataka Nakagawa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14-4 93300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ecent 
debates on ‘the backlash against multiculturalism’ 
and understand the contents and shifts (if any)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major migrant-receiving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France,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The case 
studies in this research indicate that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is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leading 
to diverse contents and types of policies.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including its migration 
history, political background, economic situation and 
cultural aspect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before 
one argues for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policy.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8.
(January 2012)

Author  Julia Jiwon Shin · Joowon Yuk · 
Chulhyo Kim · Yejin Shin · Donghyuk 
Park · Rebecca Williamson · Elsa Koleth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19-9 93300

우리 사회는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

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의 인구구조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시장과 이민수용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상황에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민정책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7.(2012. 01)

저 자  이상림·박성재·마사타카 나카가와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14-4 93300

이 연구는 주요 이민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민자의 유

입에 따른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을 다

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논의한다.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 논의의 시발점이 된 유럽국

가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주의

를 둘러싼 논쟁의 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기류가 각 국

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 변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사례연구에서는 비유럽권 국가 내 다문화주의 정

책의 발전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최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8.(2012. 01)

저 자  신지원·육주원·김철효·신예진·박동혁· 

레베카 윌리엄슨·엘사 콜레스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19-9 93300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 다문화 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Policy: With Focus on Current Debates on Multiculturalism Policy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외국인력 수용 환경변화
Impacts of Population Ageing on the Migration Environment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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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report presents the Migration Profile for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The report 
adapts and builds on the model of other migration 
profiles, and breaks new ground in approaching 
the profile exercise from the perspective of a highly 
developed country, and one now predominantly 
characterized by inward migration. This Profile 
examines the demographic, socio-economic, cultural 
and historic context of migration in Korea. It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urrent migration situation in 
Korea from both its inward and outwards aspect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1–01.
(January 2012)

Author  Jung-Eun Oh · Dong Kwan Kang ·  
Julia Jiwon Shin · Sang-lim Lee ·  
Seung Bok Lee · Kiseon Chung

Languages English (Abstract, Main text)
  Korean (Abstract)
ISBN 978-89-97118-16-8 93300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이민정책 프로파

일이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이민정책 프로파일 형식을 

참고하였지만, 선진국이자 이민수용국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형식이다. 이 프로파일은 한국의 이민현상에 영

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이민 현황을 국내로의 이민

과 국외로의 이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1-01.(2012. 01)

저 자  오정은·강동관·신지원·이상림·이승복· 

정기선

언 어 영어 (초록, 본문)

 국문 (초록)

ISBN 978-89-97118-16-8 93300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영문판)
Migration Profile of the Republic of Korea(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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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is one of core themes in demography. 
Demography provides its own unique perspectives 
on migration at macro population level.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demographic concepts and theories 
on migration, this paper introduces demographic 
approaches to migration.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2.
(February 2011)

Author  Sang-lim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1

이주 혹은 인구이동은 인구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며, 

인구학은 그 고유한 접근방식으로 이주에 대한 거시적 안

목을 제공해준다. 이 연구는 인구학에서 사용되는 이주와 

관련한 주요 개념들과 이론들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이주

에 대한 인구학의 접근 방식들을 소개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2.(2011. 02)

저 자  이상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1

이주와 인구: 인구학적 관점의 설명
Migration and Population: A Demographic Perspective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ories of migration 
policy, to identify limitations of current migration 
research in Korea, and to propose a number of 
critical policy issues to be considered in future 
migration research, within a broader migration policy 
perspective.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1.
(February 2011)

Author  Julia Jiwon Shin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0

이 연구는 이민정책의 목적과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이민정책이론을 살펴봄

으로써 향후 연구와 정책수립에 적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

이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1.(2011. 02)

저 자  신지원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0

이민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방향성 연구
Understanding Theories of 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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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basic issues related to migrants’ 
health and suggests a responsive policy framework. 
The paper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various 
determinants of health, including health environments, 
and makes note of special problems in measuring the 
health status of migrants.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3.
(December 2011)

Author  Sang-lim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2

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nd analysis are 
presented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the 
labor shortage anticipated to occur due to population 
ageing and overall population decline in Korea. 
Supported by a theoretical review and grounded in a 
subsequent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e 
author conclude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characterized by labor shortages, can be expected to 
begin between 2020 and 2030.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4.
(February 2011)

Author  Sang-lim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3

이 연구는 이주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 이슈들을 설

명하면서, 이주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우선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들을 간

략히 설명하고, 이주자들의 건강환경 및 건강측정과 관

련된 문제들을 소개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3.(2011. 12)

저 자  이상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2

이 연구는 한국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

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

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

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에서 2030년 사

이에 노동시장의 본격적인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

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4.(2011. 02)

저 자  이상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3

이주와 건강: 이론적 고찰
Migration and Health: A Theoretical Perspective

노동력 추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의 인구 변천의 영향
Labor Force Proj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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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outlook of immi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Italy in the hope that this comparative study may 
offer relev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igration policies in Korea. It reviews the efforts of 
both countries in addressing immigration-related 
challenge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migratory 
flows in the midst of a global economic crisi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wo 
key dimensions of immigration policy in France 
and Italy: 1) immigration control; and 2)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adopted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migrants.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6.
(December 2011)

Author Florence Renucci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5

이 연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정책의 현황과 방향

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이민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경제위기의 시기에 이

민유동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

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두 나라 정부가 각기 이민문

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정책을 (1) 외국인 통제의 시각

과 동시에 (2) 이민자들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방법에 초점을 두고 비교분석하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6.(2011. 12)

저 자  플로랑스 르누치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5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관리 정책
Migration Management Policy in France and Italy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current migrant 
integrat ion pol icy,  th 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migrant integration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multi-level integration 
governance’ as a useful policy framework for migrant 
integration in Korea.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5.
(February 2011)

Author  Julia Jiwon Shin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4

이 연구는 현재 한국 내 다문화 정책사업의 한계와 이

주민 통합정책의 부재를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

에서 이주민의 효과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권의 구현에 

근접할 수 있는 통합정책에 대한 개념과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5.(2011. 02)

저 자  신지원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4

이주민 통합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
Conceptual Understanding of Migrant Integration and Multi-level Integr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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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the suitability of the 
terms ‘traditional culture’ and ‘national culture’ in 
Article 9; expans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authority in Article 1, Clause 2; 
the level of guarantees for the basic rights of foreign 
workers within the Constitution; issu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utlined 
in Article 11; and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in Article 36, Clause 1.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7.
(February 2011)

Author  Park, Zin-Wan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6

이 연구는 우선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란 

표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둘째,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원리의 헌법해석적 확대의 문제;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수준 검토; 넷째, 헌법 제

11조의 일반적 평등원칙의 해석 문제; 다섯째, 헌법 제 

36조의 제1항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7.(2011. 02)

저 자  박진완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6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이민국가적 요구의 수용을 위한 헌법적 기준 제시
A Review of Constitutional Valu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Recommendations for Constitutional Standards to Address the Needs of a Country of Immig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migrants using the 2008 Input-
Output table published by Bank of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generated by migrant workers is about 29.5 trillion 
won, which represents 1.08% of the GDP of Korea. 
The total value added generated by migrant workers 
is about 9.9 trillion won, which is 0.98% of the total 
value added (GDP) of Korea.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8.
(December 2011)

Author  Kang, Dong Kwan · Hae Chun Rhee · 
Kyu-Young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7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

행에서 2008년에 발간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

는 데 있다. I/O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이주노

동자의 국내총생산(GDP) 유발효과는 약 29조 5000억 원

으로 국내 전체 총생산(GDP)에 1.08%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조 9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에 0.98%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8.(2011. 12)

저 자  강동관·이해춘·이규용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7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Impac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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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proposed to measure the market value 
of foreign student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surveys on the willingness to pay (WTP) and 
willingness to accept (WTA). Using surveys on 
WTP/WTA scenarios for eight areas such as the 
psychological stress(stability), the increase(decrease) 
o f  l aw  en fo rcement ,  oppo r tun i t y  to  f a ce 
conflict(multi-culture), the increase of congestion 
by their use for social overhead capital(increase of 
social network), and the negative(positive) effects 
on the national image, the domestic economy, the 
aging and population, and the labor market, the cut-
off averages(averages without a maximum and a 
minimum value) of the social benefit, cost, and net 
benefit(=benefit-cost)per person were estimated.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10.
(December 2011)

Author  Dong Kwan Kang · Hae Chun Rhee · 
Kyu-Yong Le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9

이 논문은 응답자의 지불의사(Willing To Pay: 이하 WTP) 

혹은 지불수용(willing to accept: 이하 WTA)을 통해 사

회적인 비용과 편익의 값을 조사하고 가상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유학생으

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적 불편(안정), 치안행정수요의 증가

(감소), 집단 갈등(화합), 혼잡(네트워크 구성으로 인한 편

의), 국가이미지 악화(개선), 국민경제 악화(개선), 저출

산/고령화에 부정(긍정), 노동시장에 부정(긍정)적인 영향 

등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대한 WTP/WTA를 조사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10.(2011. 12)

저 자  강동관·이해춘·이규용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9

유학생 도입의 경제적 효과: 가상가치측정법에 의한 외국인 유학생의 시장가치 측정
Measuring the market value of foreign students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Korea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The field of migration, which is complex and 
interdisciplinary, creates special challenges for 
researchers seeking targeted information and for 
classification systems that seek to make accessing 
such information as easy as possible. Based on an 
analysis of several enumerative classification systems, 
and analysis of common migration issues and fields 
of study, this research suggests possible ways to 
modify and expand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the 23rd edition, DDC 23) to improve its 
usefulness as a tool for information organization 
on migration policy issues. The study suggests and 
presents modified and expanded main schedules and 
a table about migration policy in DDC 23, which may 
be particularly effective.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9.
(December 2011)

Author  Yeon-Kyoung Chung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08

이 연구는 다학제적의 성격을 띠며 갈수록 관심이 커지

고 있는 이민정책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정보를 효과적

으로 조직하고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양한 열거식 분류표 비교분석을 하고 대표적인 문헌분

류표인 듀이십진분류표의 이민정책 분야 수정 전개 방

안을 제안하였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9.(2011. 12)

저 자 정연경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8

이민정책 분야의 문헌•정보분류표 개발 연구
Developing a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for 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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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policies of Singapore aimed at 
enticing highly skilled foreign workforce. Singapore 
set out at the beginning a basic policy direction 
to make high skilled foreign workers permanently 
reside in the country and carved its strategy toward 
this direction. Its policy strategy covers from pre-
departure phase and to the phase after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 content and outcome of such Singaporean policy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12.
(December 2011)

Author  Jung-Eun Oh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11

이 연구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

을 분석한다. 고급인력의 정주화라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의 입국 전부터, 체류기간 중, 영주자격

취득 후까지 지속되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전략 내용을 살피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싱가포

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12.(2011. 12)

저 자  오정은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11

With a rising number of foreign population in Korea,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immigrants has been 
increasing in frequency and importance. But the 
laws pertaining to immigration are often perceived 
as inadequate because they do not present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and do 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basic rights to migra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immigration law,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immigration process, and restructuring of 
laws pertaining to immigration.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1–11.
(December 2011)

Author  Dongsuk Oh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10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이주민 문제는 

그 빈도수나 사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관

련 법제는 이주민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관점

에서도 또한 이민행정의 총체성과 체계성을 담보하는 법

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민법제의 헌법적 원리, 이민행정체계, 이

민법제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11.(2011. 12)

저 자  오동석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10

이민법제의 헌법적 평가와 재구조화
Constitutional Review and Restructuring of the Laws Pertaining to Immigration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 연구
Study on Singapore’s Policy to Attract Highly Skilled Migrants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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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migrant and multicultural families of Goyang-si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uggest 
more effective educational support for them in 
Goyang-si.

No.& (Date)  Policy Brief Series No. 2011–02. 
(December 2011)

Author Jung-Eun Oh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03-8 93300

이 연구는 고양시 다문화가정 출신 초등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이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지원사업

의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번 호  정책브리프 시리즈 No. 2011-02.(2011. 12)

저 자 오정은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03-8 93300

고양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방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Support for Education of Children from Migrant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Goyang-si: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RTC 정책프리프 | MRTC POLICY BRIEF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policies support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for marriage migrants in 
the city of Goyang, and highlights possible gaps or 
weaknesses in the current policy structure that may 
limit their full effectiveness. Policy adaptations are 
suggested that could close some of the gaps. 

No.& (Date)  Policy Brief Series No. 2011–01. 
(December 2011)

Author  Julia Jiwon Shin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BN 978-89-97118-02-1 93300

이 연구는 고양시 거주 결혼이민자가 사회•경제적으

로 자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 호  정책브리프 시리즈 No. 2011-01.(2011. 12)

저 자 신지원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02-1 93300

고양시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방안
Policy Measures for Job Training and Employment of Marriage Migrants in Goya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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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ublication consolidates and presents the key 
outcomes of the IOM MRTC Global Migration Trends 
project. The topics are divided into six main groups 
of migrants residing in Korea: 1) migrant workers, 
2) marriage migrants, 3) ethnic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4) migrant children, 5) refugees and 6) 
North Korean defectors. Each author provides us 
with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urrent inflow 
of each migrant group and the most relevant policy 
and legal changes, and identifies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No.& (Date)  Special Issues in Migration Series No. 01 
(December 2011)

Author Julia Jiwon Shin(Editor)
Languages  English(Abstract, Editorial Note, Executive 

Summary)
  Korean(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ISBN 978-89-97118-01-4 93300

이 책은 <IOM 이민정책연구원 글로벌 이민동향사업>의 

기획으로 구성된 원고를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제

를 다음과 같이 6개의 주요 이주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

고 있다: 1) 이주노동자 2) 결혼이주자 3)재외동포 4)이주

아동 5)난민 6)북한이탈주민. 각각의 저자는 각 이주유형

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법 개정과 현황들에 대해 포괄

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번 호  특별기획시리즈 No. 01 (2011. 12)

저 자 신지원 엮음

언 어 영어(초록, 편집자의 글, 연구요약)

 국문(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ISBN 978-89-97118-01-4 93300

2010년 한국의 주요 이민동향
Key Migration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2010

MRTC 특별기획 | MRTC SPECIAL PuBLICATIONS

This publication is the second book of the IOM MRTC 
Special Issues Series designed as part of the IOM 
MRTC's Global Migration Trends Project, which was 
launched in 2010 to provide to global readers up-to-
date news on global migration, migration research 
and policy trends, and migration related issue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 paper call 
was made globally under the theme of "Diaspora 
as Focus Area of National Migration Policy". The six 
articles in this publication are the selection of the 
IOM MRTC Editorial Board. This book covers cases 
of Hungary, Vietnam, Japan, Turkey, Philippines and 
Mexico.

No.& (Date)  Special Issues in Migration Series No. 02 
(January 2012)

Author Jung-Eun Oh(Editor)
Languages  English(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Korean(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ISBN 978-89-97118-17-5 93300

이 책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최

신 이민정책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

행 중인 <글로벌 이민동향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

기획 시리즈 제 2권이다. 이 책에는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이라는 주제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투고한 논문 가운데 선

정된 헝가리, 베트남, 일본, 터키, 필리핀, 멕시코 사례를 

다룬 6편의 글이 실려 있다. 

번 호  특별기획시리즈 No. 02 (2012. 01)

저 자 오정은 엮음

언 어 영어(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국문(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ISBN 978-89-97118-17-5 93300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Diaspora as Focus Area of National 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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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ublication is the third book of the IOM MRTC 
Special Issues Series designed as part of the IOM 
MRTC's Global Migration Trends Project, which was 
launched in 2010 to provide to global readers up-to-
date news on global migration, migration research 
and policy trends, and migration related issue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 paper call was 
made globally under the title of "Study o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Foreign Residents". 
The five articles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are 
the selection of the IOM MRTC Editorial Board.  
Papers cover 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France, 
Germany and Singapore.

No.& (Date)  Special Issues in Migration Series No. 03 
(January 2012)

Author Jung-Eun Oh(Editor)
Languages  English(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Korean(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ISBN 978-89-97118-18-2 93300

이 책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최신 이민정책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

터 시행 중인 <글로벌 이민동향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된 특별기회 시리즈 제 3권이다. 이 책에는 ‘외국인 밀

집지역 사례 연구’라는 주제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투

고한 논문 가운데 선정된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싱

가포르 사례를 다룬 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번 호  특별기획시리즈 No. 03 (2012. 01)

저 자 오정은 엮음

언 어 영어(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국문(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ISBN 978-89-97118-18-2 93300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연구
Study o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Foreign Residents

MRTC 특별기획 | MRTC SPECIAL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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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in Korea 
are apt to experience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high blood pressure, ulcers, 
allergies and depression. This volume provides 
background and analytic information focused 
on these issues, with the intent of providing a 
resource to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who 
have responsibility for creating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migrant health services.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0–02. 
(February 2011)

Author Ju, Young-Su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65011-8-3 93300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future direction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policy for 
migrants. To this end, it first examines the necessity 
of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for migrants, 
reviews migrants’ education related policies of major 
immigration countries, and evaluates educational 
contents in current textbooks for migrants.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0–01. 
(February 2011)

Author Kang, Hyoun Hwa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65011-7-6 93300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고혈압, 위•십이

지장궤양, 알레르기 질환, 우울증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신

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에서 산업재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국제협약비준과 시행, 건강보험 등 제반 사회

보장제도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0-02.(2011. 02)

저 자 주영수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65011-8-3 93300

이 글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문화교육정책의 방

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주

민 대상 언어문화 교수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외의 언

어문화정책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한국어 교재에 나

타난 언어문화교육의 내용들을 진단해보았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0-01.(2011. 02)

저 자 강현화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65011-7-6 93300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이주자의 건강
Health of Migrants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이주자의 언어문화교육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for Migrants

MRTC 교육자료 | MRTC EduCA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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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olume reviews political and social effort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aking to improve 
social inclusion of 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ese 
efforts include various strategies to help migrants and 
their children understand the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society, and reciprocally to prepare 
migrant-receiving communities to productively accept 
cultural differences.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0–03. 
(February 2011)

Author Myung Jin Hwang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65011-9-0 93300

이 교재에서는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계

층의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사회의 언어, 역사, 문화에 있

어서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먼저 이해하고, 새로 유입된 

이주자와 이들 자녀의 사회적응을 돕고, 전통문화와 이질

적이고 상이한 문화가 만났을 때 양자를 수용하기 위한 우

리의 노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알아본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0-03.(2011. 02)

저 자 황명진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65011-9-0 93300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이주자의 사회참여
Social Inclusion of Migrants

This volume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public 
education i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better align 
education practice with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Essential concepts and theories 
with respect to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re 
presented and analyzed. This is followed with an 
examination of measures key immigration countries 
employ to promote multicultural education.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0–04. 
(February 2011)

Author Hyoun Hwa Kang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7118-00-7 93300

이 교재는 한국이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

해 필요한 시민(대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시민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교육이 다문화 사회의 이주의 주

요 개념과 이론 및 외국의 이민정책과 시민사회교육의 

사례를 살펴본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0-04.(2011. 02)

저 자 강현화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7118-00-7 93300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다문화 사회의 시민교육
Publ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MRTC 교육자료 | MRTC EduCA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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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ce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has led to increased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 in many aspects of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 including migrants’ legal status, migrant 
workers’ rights, and broader issues of migrant 
social adaptation. Understanding this population’s 
particular vulnerabilities to the social determinants of 
their health status is an emerging area of particular 
interest and concern.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1–02. 
(January 2012)

Author  Youngtae Cho · Choryok Kang ·  
Chaelin Karen Ra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7118-05-2 93300

This volume focuses on theoretical aspects and 
implementing methods for better addressing issues 
of multiculturalism within the context of civic 
education curricula and programm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discussed include 
the goals and principles, approaches, dimensions, 
characteristics and main concept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implementing methods include 
cross-cultural training program approaches, dialogue 
metho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urriculum 
guidelin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1–01. 
(January 2012)

Author Jungwhan Lee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7118-07-6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증가는 이주민의 법적 지위, 외

국인 노동자의 권리 및 이주자의 사회 적응에 관한 정책

과 실행에서 정치,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

이 이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건강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교재는 독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자들의 건강과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1-02.(2012.01)

저 자 조영태·강초록·라채린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7118-05-2 93300

이 교재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다문화주

의 이슈를 좀더 쉽게 다루기 위한 이론적 측면과 실행방식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이론적 측면에서

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과 원칙, 접근방식, 차원과 특성, 

주요 개념을 소개한다. 실행방식에서는 문화 간 훈련프로

그램, 대화의 방식,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을 

다루었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1-01.(2012. 01)

저 자 이정환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7118-07-6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이주와 건강-이론과 실제
Migration and Health – Theory to Reality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시민사회 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이론과 실천
Multiculturalism in Civic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MRTC 교육자료 | MRTC EduCA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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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s have a direct and practical need for cultural 
knowledge of their host communities. When hosting 
environments are predominantly homogeneous 
cultural ly and with a non-international host 
language, both characteristic of Korea, the need 
for practical and accessible cultural knowledge is 
particularly great. This volume discusses the need for 
cultural education in Korea, current related issues, 
and pedagogical methods for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1–03. 
(January 2012)

Author Hyoun Hwa Kang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7118-04-5 93300

이주민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동질적인 문화와 고유 언어

를 가진 경우 이주민들의 문화적 지식에 대한 요구는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주민의 교육 

요구와 관련하여 언어교육 방안과 문화교육에 대해 논하

였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1-03.(2012. 01)

저 자 강현화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7118-04-5 93300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이주민을 위한 한국문화
Korean Culture for Migrants

This volume updates and provides analysis of current 
social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 study first reviews 
the current policy system that directs the services and 
protection provided for Korea’s immigrant population. 
This review is informed by a brief recounting of 
particular relevant policies and practices drawn from 
vari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 The volume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in Korea.

No.& (Date)  Education Series No. 2011–04. 
(January 2011)

Author Myung Jin Hwang
Languages   English(Abstract, Forward)
 Korean(Abstract, Forward, Main text)
ISBN 978-89-97118-06-9 93300

이 교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통합과 관련한 

현 사회 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이민자에 대한 정책서

비스와 보호에 관한 현 정책 시스템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으로부터 관련 정

책과 실행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상

황을 고려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실천적인 정책적 대안

을 제시하였다.

번 호  이주교육시리즈 No. 2011-04.(2011. 02)

저 자 황명진

언 어 영어(초록, 발간사)

 국문(초록, 발간사, 본문)

ISBN 978-89-97118-06-9 93300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한국의 정책 현안과 대안들
Current Policy Issues and Possible Op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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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ook is publish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latest research trends of migration policy in Korea 
and to discover areas for further research. This book 
is a compilation of ten papers written by experts 
from relevant fields. Specific themes addressed by 
each paper include the history of Korea’s migration 
policy, theory of migration policy, migration-related 
laws,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children of 
migrant families, overseas Koreans,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crime, and border control. 

No.& (Date)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No. 01. (March 2011)

Author Kiseon Chung (Editor)
Languages  English (Editor’s note)
 Korean (Editor’s note, Main text)
ISBN 978-89-7327-465-9 93340

본 서는 2010년 국내 이민정책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정

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한

국 이민정책의 역사, 이민정책 이론, 이민관련 법, 외국

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이주가정 자녀, 재외동포, 외국

인 인권, 범죄, 국경관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수

집한 10편의 논문을 실어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번 호  이민정책 연구총서 No. 1 (2011.03)

저 자 정기선 엮음

언 어 영어 (편집자의 글)

 국문 (편집자의 글, 본문)

ISBN 978-89-7327-465-9 93340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Migration Policy

MRTC 연구총서 |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This Statistics Series provides findings of the survey 
conducted as part of research on the Creation of a 
Positive Multicultural City Enviro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Goyang City.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produce a preliminary material for developing 
Goyang City’s foreigners’ policy and mainly examines 
attitudes of Goyang-si residents about migrants and 
the city’s multicultural policy. 

No.& (Date)  Statistics Series No. 01. (February 2011)
Author Jung-Eun Oh · Kyu-Tae Kim
Languages   English (Main text)
 Korean (Main text)
ISBN 978-89-97118-22-9

본 통계시리즈는 <다문화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

구: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던 조사 결과이다. 조사는 고양시의 외국계 주민 정

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외국계 주민과 관

련 정책에 대한 고양시 일반시민의 여론 파악을 위해 시행

되었다.

번 호  통계시리즈 No. 1 (2011.02)

저 자 오정은·김규태

언 어 영어 (본문)

 국문 (본문)

ISBN 978-89-97118-22-9

다문화사회에 대한 고양시민 여론조사
Attitudes of Goyang-si Residents about 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Survey Data Summary

This Statistics Series was produced as part of research 
on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Migration 
related Attitudes, which used a special module 
developed for the 2010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nd the survey was carried out under 
the same title as the research report mentioned 
above. Content of the Statistics Series No. 2 includes 
results of cross-country comparative analyses and 
time series analyses us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1995 and 2003, and Survey on the Pursuit 
of Multinational and Multicultural State in Korean 
Society perform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 2007. 

No.& (Date)  Statistics Series No. 02. (February 2011)
Author  Kiseon Chung · Youngtak Jeong · 

Seong Il Park
Languages   English (Main text)
 Korean (Main text)
ISBN 978-89-97118-27-4 93300

본 통계시리즈는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의 특별모듈을 

활용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과 이민에 관한 국민 의식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1995년, 2003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조사 결과 및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실시한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비교와 국

제적 비교 결과를 담고 있다.

번 호  통계시리즈 No. 2 (2011.02)

저 자 정기선·정영탁·박성일

언 어 영어 (본문)

 국문 (본문)

ISBN 978-89-97118-27-4 9330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조사
Survey on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Migration related Attitudes

MRTC 통계시리즈 | STATISTIC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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