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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며, 이민정책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IO
M

이
민

정
책

연
구

원
 

2
0

1
7

년
 연

차
보

고
서



발행처  IOM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인  정기선

발행일  2018. 3. 31.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Contents

연구원소개 04

2017년 연구사업 08

2017년 교육사업 20

2017년 협력사업 24

2017년 홍보사업 36

IOM이민정책연구원은 
“내일을 위해 연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이민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이민정책의 마련과 활용이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국가임에도 국내체류 외국인이 현재 

2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민정책은 경제, 문화, 사회, 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과 국제적 위상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와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된 우리 연구원은 국제기구 협력기관이자 공공기관

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한 해는 이주가사노동, 우수인재 유치 등 한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교(UOC),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연구과학원(LIPI),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등과의 학술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등을 통해 대한민국 이민정책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 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장 정기선  

2007년 11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 IOM사무총장 간  

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9년   07 대한민국 정부와 IOM간 설립협정 체결 

09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2010년 03 Charles Harns 초대 원장 취임

2012년 03 국제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아시아 사무국 유치

2014년  07 대한민국 정부와 IOM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 

09 장준오 제2대 원장 취임

2015년 01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6년  06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10 인하대학교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2017년  01 정기선 제3대 원장 취임 

03 캄보디아대학교(UOC)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03 인도네시아 사회문화과학원(LIPI)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05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12 가족친화인증 취득

IOM이민정책연구원

인사말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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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수행

연구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개발과

추진 지원

교육·홍보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 증진

네트워크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조직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기능 강화

비전

미션

목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

IOM이민정책연구원

비 전�미션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활동 
및 사업소개

연 구

협 력

교 육

홍 보

이민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이민동향 및 

정책의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의 

이민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분야의 학제간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와 

관련된 학술, 전문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유관기관 및 해외 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분야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향상과 

기관의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간행물을 

기획,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연구 사업

2017년 주요 협력 사업

2017년 주요 교육 사업

2017년 주요 홍보 간행물

-   국내 이주민의 추업 및 사회생활 :  

중국 출신자를 중심으로

-   Migratory Experiences of Filipinos 
in Koreas and Their Return to The 
Philippines

-   국제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네트워크 

(International Metropolis Asia Network)

- 국내외 포럼, 학술대회 등 개최

- 이민분야 전문가 초청강연

- 이민다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 4호

-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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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기존의 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들은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생활은 주로 같은 출신국 이주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요구도 

출신국 공동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출신국가별 연구가 필요함. ‘16년 필리핀 국적 

연구와 같은 형식의 시리즈 연구로서 ‘17년은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이민자 통합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정책수요를 

파악함

국내 이주민의 취업 및 사회생활 : 중국 출신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

      본 연구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전 상황, 

한국 이주 경험 및 그 기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 및 가족생활, 필리핀 

귀국 이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특히 송출국인 필리핀 정부의 해외취업정책, 

재외동포정책, (귀환자) 재통합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필리핀인의 한국행 이주의 특성과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이주민의 삶이 수용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송출국의 정책이나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Migratory Experiences of Filipinos in Korea and Their Return to the Philippines 

연구보고서 02 

우리 연구원은 이민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이민동향 및 정책의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의 이민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분야의 학제간(Interdisciplinarity)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민정책의 심화분석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관련 행정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대한민국 이주동향을 파악하고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의 이민정책환경의 변화와 해외 주요국가의 이민 관련 법제도나 정책을 

적시에 소개하여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사업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계획」에 따라 

이민정책의 학문적·정책적 기반 확대를 위해 이민정책 분야의 

토대 연구 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성과의 확대 및 정책 

수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민통계를  

활용한 국내 이주민의 취업 및 사회 생활을 파악하고 출신 

국적을 고려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 발간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을 확대 개정하여 해외 이민정책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난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난민 처우 실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였으며 국내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검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제도, 이민정책과 고용허가제의 관계, 국제

이주 통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제도, 일본의 동포귀환 정책 등 다양한 이민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브리프 발간을 통해 이민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제기

함으로써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해외 이민 연구기관과 필리핀  

이주민의 국내 생활 및 귀환 이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와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 

방안, 한국의 난민 정책, 서울의 이민자 밀집지역,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에서 수행한 외국인 조사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영문 이슈브리프로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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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에 발간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제도 비교 연구총서의 

개정판으로 주요 국가별 이민 일반 현황 및 체류비자별 현황 등 해외 주요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 소개를 목적으로 함. 본 총서에서는 2012년의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외에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등의 유럽 주요 이민국가와 

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추가하였으며 각 국가별 1) 이민현황, 2) 이민정책, 3) 이민정책 추진

체계, 4) 실정법체계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연구총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한인 차세대(1.5세대, 2세대, 입양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거주국 사회 내 역할, 한인공동체 및 모국과의 연계성, 정체성 재구성 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한인 차세대의 초국적 한인 연대 형성의 가능성 논의

      연구기간 : 2016년 6월 ~ 2019년 5월

        발주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난민심사, 소송, 출국거부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의 출입국

사범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절차, 장기보호외국인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을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발굴에 활용

      연구기간 : 2017년 5월 ~ 2017년 10월

        발주기관 : 법무부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 (2년차/3개년 사업)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6년 선정 한국학총서

사업(해외한인연구) 2차년도

연 차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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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체류유형의 다양화, 정주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교육 및 정착지원이 필요함.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방안을 제안함

      연구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12월

        발주기관 : 법무부

      국내외 거주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초국가적 이주가 자녀의 사회심리적응 

(우울, 일탈, 학교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연구기간 : 2017년 7월 ~ 2019년 6월 

        발주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연구

조선족 초국가적 가족과 자녀의 사회심리적응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2015 ~ 2017년)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함. 이를 위해 재정착 난민제도에 관한 설명 및 글로벌논의와 주요 수용국 

동향을 살펴본 뒤, 현 단계 법무부가 주도하는 재정착난민제도가 수용제도를 넘어서 

사회통합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중앙지자체 협력,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등 3가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정책보고서 01

    캐나다에서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우제도(주거, 생계, 의료, 취업, 교육, 사회적응 등)를 

조사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처우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주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내용,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주정부와 연방정부), 난민지원단체의 역할, 사법부의 견제적 기능 등을 

소개하고 국내 난민제도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음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02

    이주가 이민수용국의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해외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나 국내에는 연구 사례가 없음. 본 연구는 중력모델(Gravity Model) 및 확장모형

(Augmented Model)을 이용하여 이민자수가 이민수용국가의 무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음

이민이 수용국가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워킹페이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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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주 통계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의, 조사 방법 등으로 다른 통계에 비해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제이주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국제사회 논의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한국의 국제

이주 데이터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이주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국제이주 통계 관련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슈브리프 03 

    본 연구는 세계 지역간 이주 흐름에서 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를 분석

개념으로 적용하여 지구적 차원에서도 구조적으로 국제이주 흐름의 패턴이 일정한 자기

지속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통계적 검정 방법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1990 ~ 2010년 시기동안 전 지구적 

범위에서 발생한 국제이주에 의해 축적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함

세계 지역간 이주 흐름에서의 누적적 인과론 : 소셜 네트워크 QAP 분석을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02

    몇 년 전부터 중국동포 입주가사노동자 고용 비용이 높아지고, 구인의 어려움이 보고

되면서 싱가포르처럼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본 이슈

브리프는 싱가포르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방식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 한국 

사회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함

싱가포르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리방식

이슈브리프 04 

    한국보다 앞서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해 온 뉴질랜드의 정책목표 및 운영방식을 살펴

보면서, 국내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특히 계절근로자 채용 전 

내국인 구인노력 원칙이나 불법체류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함

뉴질랜드 계절근로자제도 운영방식의 시사점

이슈브리프 01 

    본 브리프는 가족결합의 한 형태로써 결혼이민으로 인해 제기되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연쇄이주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가족이민제도의 수립 사전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탐색하고 있음

가족이민제도의 문제점 : 결혼이민제도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05 

    최근 몇 년간 고용허가제 취업이민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성실근로자제도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쉽게 외국인의 ‘재입국(재취업)’이 진행

되고 있음. 본 이슈브리프는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등을 통한 재취업을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행 한시취업이민제도가 남겨둔 과제를 논의함

이민정책 관점에서 살펴 본 현행 ‘고용허가제’의 과제

이슈브리프 02 

연구사업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7 연차보고서  14·15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실태조사 결과와 동남아의 주요 의료관광국의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료관광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06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1월 27일 행정명령(외국인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으로

부터 국가 보호)은 90일간 7개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본 연구는 제1차와 제2차 행정명령과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해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고 향후 변화에 대해 조망하고자 함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국경 통제와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

이슈브리프 09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제10차 개정 국적법을 통해 우수인재에게 이중국적까지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특별귀화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인재의 귀화를 독려하였으나 현재

까지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적취득은 매우 제한적임. 해외 주요국에서 안정적인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국적취득 유인책을 

조사하고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각국의 국적제도

이슈브리프 07 

    최근의 이민정책은 국가의 경제 및 노동시장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있음. 해외에서는 

이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 본 이슈브리프는 I/O(INput-Output)분석을 

통해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Economic Impact of Migrants in Korea : A Brief Estimation Using Input-Output Tables

이슈브리프 10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이민자 유입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각지에서 이민자 

밀집지역이 발전하고 있음. 국내외 이민문제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국내 이민자 밀집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집지역의 이국적 주민문화가 지역발전의 자산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이민자 

밀집지역 개발 정책을 유도함

Immigrant Enclaves in Seoul : A future as intercultural hubs or isolated ghettos?

이슈브리프 08 

    약 18,000명의 한국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양국 정부의 입양 절차나 시스템의 결함으로 발생하였음. 본 이슈브리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제정의 필요

성을 제안하고 있음

Nowhere Welcomed : Deported Adopte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doptee Citizenship Act

이슈브리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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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슈브리프는 이민 관련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현재 진행 또는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국제 협력에 발맞추기 위해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Introduction to Korea’s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이슈브리프 12 

    본 이슈브리프 이민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웹공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내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민정책과 관련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함. 빈출 

키워드 제시하고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함

트위터에 나타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시선

이슈브리프 13 

    지난 몇 년간 주방장 및 조리사 고용/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되었고,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주방장 및 조리사의 고용/취업 관련 언론

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파악하고,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함

현행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취업)의 쟁점

이슈브리프 14 

    국내 체류 이민자 중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외국인력(숙련, 비숙련),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재외한인 사회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양 방향적 차원에서의 

이민 쟁점이 한국과 아세안 간 지역협력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함. ASEAN의 대화 파트너 체결 이후, 한국과 아세안 간의 지역

협력 노력 중에서 이민 문제가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이민을 통한 아세안과 한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제안함

People-Centered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3 : The ASEAN-Korea Migration 
Network as a New Trial

이슈브리프 16 

    중국 및 CIS 출신자와 그 외 국가 출신자를 사실상 구분하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일부에서는 방문취업(H-2) 자격을 폐지하고 F-4 자격 소지자의 자유취업을 허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본의 동포 귀환정책을 분석하고, 동 정책에 대한 평가를 

참고로 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일본의 동포귀환정책 평가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15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지원자가 급증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행정절차 및 법

절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본 이슈브리프는 난민법 시행 이후의 국내 난민 처우 현황을 

소개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 등 난민 제도의 도입과 정착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South Korea’s Refugee Policy and Implementation Since the 2013 Refugee Act : 
Trial and Error 

이슈브리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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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15:00 ~ 16:30

   장      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이민관련 학계, 연구자, 학생, 종사자 등 20여 명

 성      과 •   국민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주제별, 분야별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본원의 역할 확대·강화

  •   미국 사회 내 한인들의 세대교체와 초국적 활동의 증가를 논함으로써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 편입 방식에 대해서 고찰

  •   이민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과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진함

 일      시 •   2017년 9월 15일 (금) 13:30 ~ 15:00

 장      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이민관련 학계, 연구자, 학생, 종사자 등 30여 명

 성      과 •   이주민과 난민의 대규모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제노동기준의 중요성, 

한국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

  •   국내 유관부처 관계자 및 관련 종사자, 연구자들과 함께 정책개발 및 연구 확장에 기반이 

되는 지식을 상호 공유함

  •     제106차 ILO 총회 이주노동위원회 정부대표 참석 시 주요 논의내용과 관련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이민정책에 대한 국제적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 확산에 기여

기로에 선 
미국 한인사회

노동이주의 
규율에 대한 국제논의

2017 제1회 이민분야 전문가 초청강연 

2017 제2회 이민분야 전문가 초청강연

대중강연

대중강연

 일      시 •   2017년 12월 27일 (수) 13:30 ~ 17:30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 본관 413호

 참 석 자 •   경기도 및 15개 시 담당 공무원 33명, 발표자, 참관, IOM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총 43명

 프로그램 •   [글로벌] 이주에 관한 국제논의에서 지자체 관련 최근 쟁점(IOM이민정책연구원)

	 	 •   [국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 지자체 관련 주요 과제 소개(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지자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지자체 시행계획 과제 발굴 방향(성결대 다문화

평화연구소)

 성      과 •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중앙 - 지자체 간 협업강화 계기 마련 및 지역 맞춤 정책 개발 지원

  •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사례공유 및 

지역차원의 정책 제언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경기도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외국인주민정책 관련 중앙 - 경기도 협업강화 워크숍

전문성강화

교육사업 우리 연구원은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주 및 다문화 관련 정책 입안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정책의 개발과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사업 유형 |

 이민정책 현장전문가 양성

 이민·다문화 정책실무자 역량강화

 이민정책 이해증진 제고를 위한 대중강연

 정부 사회통합교육 효율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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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Migration Network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탁사업

 기      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교육대상  •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연예인

 협력기관  •   법무부, 73개 대학, 23개 외국인지원센터,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발주기관  •   법무부

한-아세안 협력사업(한-아세안 이주 네트워크)

 사 업 명 •   한-아세안 이주 네트워크(ASEAN-Korea Migration Network, AKMN)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5월

 사업참여국 •   한국, ASEAN 10개 회원국

 협력기관 •   필리핀 재외동포위원회(CFO), IOM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인도네시아 국책연구기관 (LIPI)

 사업목적 •   한국과 아세안 지역 내 이주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논의를 축적해나감으로써 지역협력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호텔·유흥체류자격(E-6-2) 강사역량강화 워크숍

 일      시  •   2017년 8월 29일 (화) 14:00 ~ 17:00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3호 교육실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이민통합과

 참 석 자  •   연구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담당자, 법무부 이민통합과, 인권강사 등 총 16명

 성      과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개관 및 호텔·체류유형(E-6-2) 프로그램 강사운영 및 배정 등 

세부운영방안 설명을 통해 강사들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인권강의 시연 및 프로그램 개선안 논의를 통해 향후 강사역량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

국내체류 ASEAN 이주민의 출신국 개발 프로젝트 공모 사업

 사업내용 •   한국에 체류하는 ASEAN 회원국 출신 이주민이 한국에서 익힌 경험과 기술을 본국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프로젝트 •   총 9개 사업 선정(4개국 : 필리핀 4, 미얀마 1, 베트남 2, 태국 2)

  •   이민자 역량강화와 교육봉사(결혼이민자)

   - 귀환 여성 이주노동자와 자녀 지원 NGO 활동 참여(필리핀)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국내체류 미얀마 노동자 사례 중심(미얀마)

   - 기업가정신을 통한 청년역량강화(필리핀)

   - 고국방문 교육활동 및 문화교류 활동 프로그램 운영(베트남)

  •   전문지식과 기술전수(유학생)

   - 한국문화 소개 및 한국 뿌리기술(금형/용접) 현지 기술봉사(베트남)

   - 문화와 예술을 통한 우범지역(Tondo) 도시재생 프로젝트(필리핀)

   - 태국전통가옥 보수와 보존에 관한 연구(태국)

   - 콩재배 기술 전수를 통한 건강 및 사회경제 발전 기여(필리핀)

   - 국내 태국인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역량강화(태국)

 주요성과 •   한국과 아세안 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본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한 성공

사례들을 공유

	  •   향후 지속가능하고 개선된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개발 과제와 국가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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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스 아시아 사무국 공동 웨비나(Webinar)

메트로폴리스 헤이그 국제컨퍼런스 아시아사무국 공동 워크숍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1:00 ~ 13:00

 주      최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사무국 | 한국, 필리핀, 중국, 인도

 참 가 자 •   이민 및 개발 관련 학자, 학생,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1,200여 명(웨비나 시청)

 성      과 •   이주와 개발 관련 한국의 외국인기본정책 최신 동향 소개 및 공유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사무국 간 관계 강화 및 이주와 개발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지식공유  

 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 23일 (토)

 장      소  •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 포럼

 주      최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사무국 | 한국, 필리핀, 중국, 인도

 참 가 자 •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

  ※ 메트로폴리스 헤이그 컨퍼런스 총 참가자는 약 500여 명

 성      과 •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   연구성과 발표 및 다양한 워크숍 참여를 통하여 한국의 이민 정책 및 연구 성과를 국제

사회에 확산하고 기관 인지도 제고에 기여

  •   아시아 공동 워크숍 개최 및 메트로폴리스 집행위원회(ISC) 참여를 통하여 국제이주 분야 

전문가 간 논의의 장에서 한국와 아시아의 현안 공유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이주와 개발에 
관한 주요 이슈

디아스포라와 
귀환이주자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영향

국제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배      경 •   국제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는 국제이주 분야 세계 최대의 민·관·학 전문가 네트워크로 

매년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연구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공동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목      적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 이민정책 및 동향에 

대한 최근 이슈와 쟁점 적시 파악

  •   연간 개최되는 국제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에 아시아 사무국 공동 워크숍 개최 및 참여를 

통하여 이주문제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차원에서의 쟁점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

   내      용 •   아시아 지역 내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이슈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 개최(최소 연1회)

  •   메트로폴리스 헤이그 국제컨퍼런스 아시아사무국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해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류사회 편입방식에 대해 고찰

 기      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주      최 •   아시아 사무국 | 한국, 필리핀, 중국, 인도

협력사업 우리 연구원은 이주와 관련된 연구자, 현장 및 정책 전문가들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확장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원은 국내외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를 연결하며 

학제 간 융합연구 및 현장 중심적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연구원이 실행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은 정부의 이민정책개발과 실행개선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이주가 매우 활발해짐에 따라, 연구원은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및 지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IOM뿐 아니라, 유관 국제기구, 지역기구, 해외정부기관 및 연구기관과 활발히 협력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연구원이 2016년 처음 구축한 ‘한-아세안이주네트워크(ASEAN-Korea Migration 

Network)’의 일환으로 제 2차 국제이주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이민자의 주요 출신

국인 아세안국가들과의 이민협력은 아시아 지역 내 유입국인 한국정부의 이민분야 정책 리더 역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국제이주 분야 세계 최대의 민-관-학 전문가 네트워크인 

국제 메트로폴리스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국제 공동 연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주한인

연구의 진행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제연구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 협력사업 유형 |

 국내 이민정책 민관학 네트워크 강화사업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증진사업

 한-ASEAN 이주네트워크 운영

 국제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공동 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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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OM MRTC-홍콩 입경사무처 공무원(실무자급) 간담회

2017 IOM MRTC-홍콩 입경사무처 공무원(중견관리자급) 간담회

국제협력

국제협력

국제청소년 UCC 페스티벌 “PLURAL+2017” 협력활동

국제협력

 기      간 •   2017년 5월 ~ 2018년 4월

 주      최 •   UN문명연대, 국제이주기구

 파 트 너 •   IOM이민정책연구원(외 전세계 50여 개 파트너기관)

 선정작 제작자 •   (1) Migration vs Toursim 제작자 1명(Salil Gokhale), (2) Twighead 제작 프로듀서 

Breech Harani (Alexandrite Pictures), 제작자 4명(Precious Mika Elnah Quilation, 

Ace John Quintos, Reuben Perez, Lohan Povenyca Parcon)

 성      과 •   PLURAL+ 2017 협력활동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2017.5.31.)

  •   PLURAL+ 2017 연구원상 수상작 2편 선정 및 시상 (1) “Migrants vs Tourism”(연령

그룹: 13-17, 국가: 인도), (2) “Twighead”(연령그룹: ~12, 국가: 필리핀)

  •   페스티벌 및 선정영상 국내 홍보를 통하여 이주와 다양성, 사회통합, 외국인혐오 방지 등의 

이슈에 대한 청소년과 관계기관, 국민의 이해증진 제고 

IOM 국제사업 지원 및 교류증진

국제협력

 기      간 •   2017년 1월 ~ 12월

 협      력 •   IOM한국대표부

 내용 및 성과 •   이주민 글로벌 컴팩트(GCM) 한국정부 참여지원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내 한국정부 

역할 강화에 기여

  •   IOM GMDAC 글로벌 이주데이터 포털사업 참여 관련 타당성 조사를 통한 IOM 국제사업 

지원

  •   IOM 본부 부사무총장 및 주요부서별 면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대표 방한기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IOM과 연구원 간 교류 활성화

 일      시 •   2017년 8월 31일 (목) 10:00 ~ 11:30

 장      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참 석 자 •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연수단 4명,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9명,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 1명

 성      과 •   홍콩의 다양한 비자정책 이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   한국과 홍콩 정부 간 교환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과 홍콩의 이민정책 전문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성 공유    

  •   이민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정책적·학문적 논의의 장을 통하여 양국 간 이주 및 

비자정책에 관한 연구 수요 파악

 일      시 •   2017년 10월 27일 (금) 14:00 ~ 15:30

 장      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참 석 자 •   홍콩입경사무처 공무원(실무자급) 연수단 6명,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8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1명

 성      과 •   홍콩의 다양한 비자정책 이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   한국과 홍콩 정부 간 교환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과 홍콩의 이민정책 전문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성 공유    

  •   이민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정책적·학문적 논의의 장을 통하여 양국 간 이주 및 

비자정책에 관한 연구 수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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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사회통합, 
개발 및 국제협력

한국의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풀지 못한 문제, 
풀어야 할 과제

2017 다문화축제 MAMF 국제세미나

IOM이민정책연구원·한국이민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국내협력

국내협력

 일      시 •   2017년 9월 29일 (금) 13:30 ~ 17:40

 장      소 •   창원대학교 NH인문홀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한국이민학회,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 

창원대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

 참 석 자 •   정부 행정부처 관련 인사, 주한 대사관, 경상남도, 창원시, 관련 주제 전문 연구자(한국 및 

해외), 관련 주제 전문가, 다문화 현장 전문가, 언론, 이주민, 학생, 일반대중 등 100여 명

 성      과 •   연구자, 민간단체, 이민자 및 귀환이민자 간 이민이슈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내외

국인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 마련

  •   민관학 협력강화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가 학술적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실천과 정책적 적용의 논의로 확장되는 계기 마련

 일      시 •   2017년 6월 2일 (금) 13:00 ~ 18:10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재단,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참 석 자 •   주요 관계부처, 이민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기타 유관기관 참석자 등 

100여 명

 성      과 •   (정책개발 기여) 한국의 이민정책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 모색에 기여

  •   (네트워크 강화) 이민정책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이민

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 
평화를 위한 학술 포럼

외국인정책의 
새로운 지평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 포럼

성결대 미래발전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국내협력

국내협력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14:00 ~ 17:40

 장      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층 삼익홀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UNHCR 한국대표부

 참 석 자 •   주요 인사(축사, 주제발표, 토론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UNHCR·난민 및 

이민자 관련 단체·학계·법조계·언론 등 150여 명

 성      과 •   난민문제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한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난민정책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의 장 마련에 기여

  •   난민관련 ‘민-관-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추후 난민연구 협력 기반 마련

  •   난민인권, 난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도모

 일      시 •   2017년 7월 6일 (목) 14:00 ~ 18:00

 장      소 •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 국제회의실

 주      최 •   성결대학교 미래발전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참 가 자 •   외국인정책 관련 학자, 담당 공무원(중앙, 지방),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종사자, 체류 외국인, 

외국인정책 관련 석·박사 원생 등 100여 명

 성      과 •   한국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에 기여

  •   이민정책 전공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정책 분야

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전문성 확대에 기여하고 관련분야 전문연구원으로서의 위상제고

  •   이민정책연구원의 외국인정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외국인 현황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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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주민, 재한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정책대화 토론마당 
‘이주민과 함께 발전
하는 지역사회’

제5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정책토론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국내협력

 일      시 •   2017년 9월 16일 (토) ~ 17일 (일)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주      최 •   2017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 &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IOM이민정책연구원

 참 석 자 •   학계, 연구자, 이민자, 일반 시민 등 40명 

(컨벤션 총 참석자 : 정치인, 정책공무원, 미디어, 일반 시민 등 500여 명)

 성      과 •   제5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이민다문화 세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주요 정책 논의의 장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

  •   지역정책 역량강화의 주요 매개로써 이민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범부처정책인 이민정책에 대한 타 정책분야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 증진

한-아세안 협력사업(한-아세안 이주 네트워크)

한-ASEAN Migration Network

 사 업 명 •   한-아세안 이주 네트워크(ASEAN-Korea Migration Network, AKMN)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5월

 사업참여국 •   한국, ASEAN 10개 회원국

 협력기관 •   필리핀 재외동포위원회(CFO), IOM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인도네시아 국책연구기관 (LIPI)

 사업목적 •   한국과 아세안 지역 내 이주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논의를 축적해나감으로써 지역협력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차 국제 전문가 회의

 일      정 •   2017년 3월 12일 ~ 15일 (3박 4일)

 개최도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참 석 자 •   한국 및 아세안 회원국 이주분야 전문가, 아세안 사무국·주아세안 한국대표부·협력기관

(LIPI, IOM 등) 관계자, 이주분야 현지 전문가 등 60여 명

 주요성과 •   해외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전문가 네트워킹 확장

  •   아세안 사무국,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이주 

네트워크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외 언론보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BNB2TKI, 주아세안 한국대표부)를 통하여 사업 

홍보 확산

이주를 통한 아세안과 
한국 간 공동번영 
가능성 모색

오세아니아·유럽 
한인의 다양성, 
사회적포용, 그리고 
임파워먼트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오세아니아·유럽 지역 세션’

국내협력

 일      시 •   2017년 6월 28일 (수) ~ 29일 (목)

 장      소 •   롯데호텔

 주      최 •   재외동포재단, 재외한인학회, 창원대학교

 참 석 자 •   유럽·오세아니아 지역 한인 연구자, 학술단체, 사회문화 NPO 등 50여 명

 성      과 •   (해외한인 연구 기여) 오세아니아와 유럽 한인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영역 발굴 및 정책 방향 모색에 기여

  •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재단 등 이민정책(재외동포정책) 관련 단체와의 협업 및 이주

연구자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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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한인
연구팀

해외 한인은 한국학의 핵심 연구 대상이나, 국내에서 수행된 해외 한인 연구의 상당수는 다학제적 

접근보다는 단일 학문 분과 내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적, 세대적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해외 한인 1세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이에 미개척분야로 남아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차세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해외 

한인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

| 연차별 세부 연구 내용 |

(1차년도)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세대별 경험과 내적 다양성, 사회구조적 맥락

(2차년도) 한인 차세대의 현재의 삶의 모습과 현상

(3차년도) 한인 차세대의 주체성 및 행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특성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경험과 관점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경험과 관점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경험과 관점’ 국제포럼_멜버른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경험과 관점’ 국제포럼_캔버라

국제협력

국제협력

 일      시 •   2017년 2월 3일 (금) 14:00 ~ 17:00

 장      소 •   호주 멜버른 디킨대학교

 주      최 •   디킨대학교 시민권·글로벌화 연구소(Alfred Deakin Institute for Citizenship and 

Globalisation: ADI), 창원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오클랜드대학교

 참 석 자 •   디킨대학교 시민권·글로벌화 연구소 관계자,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팀, 한인 단체, 

개인 등 총 20명

 성      과 •   멜버른 학자 및 한인단체와 네트워킹 : 디킨대학교 시민권·글로벌화 연구소 및 관련 학자들, 

멜버른 한인단체들과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함

  •   디킨대 학자들과 연구주에 대한 학문적 논의 :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진행 연구에 

대한 디킨대 학자들의 평가 및 의견 수렴

  •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성과

 일      시 •   2017년 2월 7일 (화) 14:00 ~ 17:00

 장      소 •   호주국립대학교

 주      최 •   호주국립대 한국학연구소, 창원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 

 참 석 자 •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팀 7명, 호주국립대 학자 및 한인단체 등 총 20명

 성      과 •   캔버라 학자 및 한인단체와 네트워킹 : 호주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및 관련학자들, 

캔버라 한인단체들과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함

  •   호주국립대 학자들과 연구주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 :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본원 

부연구위원이 진행하는 연구에 대한 호주 국립대 학자들의 평가 및 의견 수렴

  •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및 언론보도를 통한 기관 홍보 성과

유럽한인의 젠더와 
세대, 정체성

호주한인과 
중앙아시아 출신자의 
이주의 동학

글로벌 한인의 
다양성과 네트워크, 
현황과 쟁점

‘유럽한인의 젠더와 세대, 정체성’ 국제포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 호주·뉴질랜드 한인 연구팀 공동 학술대회

MRTC(호주한인연구팀)-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 학술대회

국제협력

국내협력

국내협력

 일      시 •   2017년 6월 30일 (금) 10:00 ~ 14:00

 장      소 •   달개비 (서울 광화문)

 주      최 •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젠더와 국제이주 연구팀, 호주뉴질랜드한인연구팀(창원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호주 Deakin University,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참 석 자 •   해외한인 관련 연구자, 종사자, 학생 등 20여 명

 성      과 •   해외한인연구의 최신 동향 및 방법론 파악, 해외한인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4:00 ~ 18:00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 403호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창원대학교, 건국대학교 SSK 이주·사회통합법제체계연구단

 참 석 자 •   학계, 연구자, 정책담당자 등 약 30명

 성      과 •   학자와 공무원 등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관련 연구의 발전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   본원 홈페이지와 언론 홍보 통한 성과 확산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의 협정 목적과 취지 실현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3:00 ~ 18:00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

 주      최 •   호주뉴질랜드 한인연구팀(IOM이민정책연구원, 창원대학교), 재외한인학회, 전남대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참 석 자 •   학계, 연구자, 정책담당자 등 약 40명

 성      과 •   (해외한인 연구 기여) 호주 한인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   (네트워크 강화) 재외한인학회 등 이민정책(재외동포정책) 관련 단체와의 협업 및 연구자 간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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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우리 연구원은 이민분야 연구자, 유관부처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이민분야 관련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많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연구원의 주요 파트너십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사업

협력, 조직운영, 자료공유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에도 다양한 이민분야 관계자들과 양해각서·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연구·교육·협력 사업의 성과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교류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강화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연구과학원(LIPI)
국제협력

 체 결 일 •     2017년 3월 14일

 협약내용 •     양 기관 간 전문인력과 전문가 교환, 이주정책형성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회의 

및 협력사업 수행, 국제이주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과 사업 협력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강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제협력

 체 결 일 •     2017년 5월 22일

 협약내용 •    연구자의 교류 및 협력과 공동 연구, 공동 관심사 발굴 및 정보 교환, 공동학술

행사 개최 및 참여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강화

캄보디아대학교
국제협력

 체 결 일 •     2017년 3월 14일

 협약내용 •   양 기관 간 전문인력과 전문가 교환, 이주정책형성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회의 

및 협력사업 수행, 국제이주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과 사업 협력 

PLURAL+2017 협력활동

UN문명연대(UNAOC)
국제협력

 체 결 일 •     2017년 5월 30일

 협약내용 •     PLURAL+2017 사업 협력  

(파트너기관으로 참여 : 심사 및 시상, 국내홍보 등) 

※ 2012년 이래 사업 지속 운영

2017년 IOM이민정책연구원상 수상작 ‘잔가지머리(Twighead)’ 

| 연도별 주요 파트너십 현황 |

 (2015년) IBK기업은행, 경기대학교

   (2016년) 필리핀 재외동포위원회(CFO), 건국대학교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인하대학교, 한국장학재단, UN문명연대(UNAOC)

   (2017년) 캄보디아대학교,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연구과학원(LIPI),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UN문명연대(UNAOC)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공동 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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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홍보사업 우리 연구원은 이민분야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향상과 기관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대중

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간행물을 기획, 배포하는 등이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이민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에는 이민정책 4호를 발간하였으며, 상·하반기 이민정책

동향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SNS활용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연구원 소식보기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OM.MRTC

 트위터 twitter.com/IOM_MRTC

 카카오톡 친구찾기 @iommrtc

 홈페이지 www.iom-mrtc.org

| 위클리리포트 구독신청 |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정책 현황 등을 인용,  

제공하는 위클리리포트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수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대표홈페이지(www.iom-mrtc.org)  

왼쪽하단 WEEKLY REPORT 신청 버튼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iommrtc’를 검색해주세요.

      발간시기 : 연 1회

      배      포 :   홈페이지 및 인쇄본 배포 (온·오프라인 배포)

      내      용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은 2014년도 창간되어 2017년에 4호가 발간됨

 -   논단과 정책 칼럼, 이민시대 등으로 구성된 본 매거진은 읽기 쉬우면서도 전문

적인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논조의 필진을 통해 다각도로 이민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발간시기 : 연 1회 (반기별)

      배      포 :   홈페이지 배포 (온라인 배포)

      내      용 -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부처에서 

내놓는 자료들과 정보를 한데 모아 매주 발행하는 위클리

리포트를 재편집, 인용하여 제공하는 자료집임

 -   위클리리포트는 구독신청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음

 -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반기별로 제작하여 배포함 

전문매거진 <이민정책> 4호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간행물  

간행물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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