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M MRTC PUBLICATIONS
IOM 이민정책연구원 출판물

2012



Contents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개 _03
About IOM MRTC

출판물 유형 _04
Types of Publications

연구보고서 _06
Research Reports 

워킹페이퍼 _08
Working Papers 

정책 브리프 _14
Policy Briefs 

통계 브리프 _15
Statistical Briefs 

특별기획 시리즈 _16
Special Publications 

이민정책 연구총서 _17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발행처  IOM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인  한효근  /  편집인  길강묵  /  편집장  김경리  /  편집위원 정기선, 한태희, 김진효, 고병태

에디터  박성일  /  영문에디터  이보라  /  발행일  2013. 02

Publisher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  Publishing Director  Hyo-keun Han  /  Editing Director  Kang-muk Ghil

Chief Editor  Kyung-ri Kim  /  Editorial Board  Ki-seon Chung; Tae-hee Han; Jin-hyo Kim; Byoung-tae Go  /  Editor  Seong-il Park

English Editor  Bo-ra Lee  /  Publication Date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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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등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80~15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며 국영문 요약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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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나 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하는 방식

으로 연구원내부 연구진은 물론 외부 연구진의 원고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된다. 

워킹페이퍼는 25~35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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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의 검토와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다. 정책브리프는 10~3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며 국영문 

요약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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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 유형 | Types of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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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 Statistical Briefs

특별기획시리즈 | Special Publications

이민정책 연구총서 |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통계브리프는 국내외 주요 이민 통계 현황을 소개하고, 이민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여 이주민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브리프는 10~3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며 국영문 요약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Statistical Brief Series introduces and analyzes key migration statistics on 
migration within and outside Korea and aims to contribute to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by drawing out meaningful findings from these key 
statistics. Statistical Brief Series is generally in the range of 10 to 30 pages 
and provides executive summaries in both English and Korean.

특별기획시리즈는 전 세계 이민동향 및 연구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현지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체류 국가의 이민정책 및 연구동향에 대한 원고를 수집, 

분류하여 게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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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서는 이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단행본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연구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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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 유형 | Types of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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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us 
of concentration areas of foreigners in the Gyeonggi 
province, and to seek policy recommendations. The 
concentration areas of foreigners vary with respect to 
the process of their settlement, the composition of 
their population, spatial structures, or social issues. 
Thu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Gyeonggi 
province and its concentration areas of foreigners 
should pave the way for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policy agenda.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foreign and Korean 
residents living in the relevant concentration areas 
in the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ypes of policies required by each residents.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2–01. 
(February 2013)

Author  Kiseon Chung · Dong Kwan Kang ·  
Jung-Eun Oh · Younghee Cho · Seori 
Choi · Ingyu Oh · Hyuk-r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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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BN 978-89-97118-28-1 93300

In 2011 Korea enacted the independent Refugee 
Act, which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in July 
2013. This study aims to discuss refugee policy 
issues at the national policy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fugee polic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In particular, it is needed to 
formulate a long-term refugee policy that reflects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policy needs. The 
study examine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efugee 
polici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proposes policy directions and agendas for the 
improvement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It also 
looks at refugee policies of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and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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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Julia Jiwon Shin · Young Hoon Song ·  
Ga Young Park · Yeji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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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BN 978-89-97118-23-6 93300

이 연구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외국

인 밀집지역은 지역에 따라 형성과정, 인구구성, 공간구

조, 사회문제 등이 서로 다르며, 경기지역의 외국인 밀집

지역 역시 지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적절한 정책의 도출이 가능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외국인밀집지역에 거주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면서 외국

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파악했고 거주 한국인 주민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지역현안문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번 호  연구보고서시리즈 No. 2012-01.(2013.02)

저 자  정기선·강동관·오정은·조영희·최서리· 

오인규·김혁래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28-1 93300

한국은 2011년 12월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 제정과 집행은 국내 난민 보

호뿐 아니라 인권이나 난민보호에 관한 지역 차원의 협약

이 부재한 동아시아 내 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난민의 지위는 법

에 의해서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난민들

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

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국제이

주에 있어 난민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현재 한

국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난민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2-02.(2012.12)

저 자  신지원·송영훈·박가영·신예진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23-6 93300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A Study of Refugee Policy in South Korea: New Directions and Policy Agenda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및 의제발굴
Study o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 of 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MRTC 연구보고서 | MRTC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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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s for migrants residing in Korea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mid-1990s; however since 
surveys have been performed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or research centers to address short-term 
needs and goals,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not 
being systematic and consist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from previous surveys and propose 
systematic and consistent short/long-term plans for 
the future survey, which can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migration policies of Korea.

No.& (Date)  Research Report Series No. 2012–03. 
(February 2013)

Author  Dong Kwan Kang · Kiseon Chung · 
Youngtak Jeong · Seo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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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BN 978-89-97118-24-3 93300

1990년 중반부터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가 시행되어 왔으나, 비체계적이고 비일관적이라는 비판

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지적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관되

게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여러 정부 부처나 일반 연구기관

의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그간의 실태조사 분석 사례들을 바탕으

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아

울러 향후 실태조사가 국가 차원의 외국인 (이민)정책 개

발에 충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

관적인 실태조사 장단기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번 호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2-03.(2013.02)

저 자  강동관·정기선·정영탁·박성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24-3 9330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장단기 계획
Short and Long-term Planning of Social Survey on Foreign Residents

MRTC 연구보고서 | MRTC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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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Germany’s visa system and 
policies currently in place to attract high skilled 
migrants. Faced with demographic challenges posed 
by low birthrates and aging of the population, 
Germany has been trying to attract highly-skilled 
personnel through government policy. Germany 
introduced the green card scheme in 2000, and 
since then, maintained a visa system favorable to 
high-skilled migrants through amendments when 
necessary.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2.
(June 2012)

Author  Kyung-Mi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 13

With approximately half of its population a first 
or second generation immigrant, Australia is a 
quintessential immigration nation. It has had a planned 
immigration program for the entire period of European 
settlement. The contemporary migration program has 
two major components. The permanent settlement 
program has four major components–Skill, Family, 
Refugee‐Humanitarian and Trans-Tasma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s in the hand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is administered through a separate 
Minister of Immigration who is a Cabinet member and 
there is a separate Department of Immigration. There 
is a large cadre of skilled migration professionals who 
administer the program. The program is very much 
evidence driven and is highly flexible with many visa 
categories under which people can enter Australia.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1.
(June 2012)

Author  Hugo, Graeme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ISSN 2233-971X 12

이 연구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연구 및 지식중심의 산업과 서비스로의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고급 및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겪는 

독일이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정책과 비자제도를 살폈다. 독일은 2000년에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의 독일이주에 관대한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2.(2012. 06)

저 자  김경미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 13

총 거주인구의 절반이 이민 1세나 2세로 구성된 호주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다. 유럽인이 정착하는 동안 호주는 

계획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현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영구거주 프로그램

은 기술, 가족, 난민-인도적, 호주-뉴질랜드(Trans-

Tasman) 관계 등 4가지로 운영된다. 국제이주정책은 중

앙정부와 독립적인 연방정부 부처인 이민부의 장관과 내

각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며 여기에는 다수의 이민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민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

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운영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1.(2012. 06)

저 자  그램 휴고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본문)

 국문 (초록, 연구요약)

ISSN 2233-971X 12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독일의 정책과 비자제도
A Research on the Visa System of Germany for Attracting High Skilled Migrants

호주에서의 국가 이민정책 추진과정
National Migration Planning Processes in Australia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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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 a narrow sense, is a policy that 
grants foreigners a visa necessary to stay in one 
country whether they intend to stay long or short. 
In a broader sense, however, migration policy affects 
every aspect of life since it is linked with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Given the fact that 
the effect of migration policy is not limited to 
migrants and local people as individual, but extends 
to the society as a whole, it has be backed with 
philosophical thoughts and scholarly research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history of Korea’s migration policy and draw out 
implications for future migration policy.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4.
(October 2012)

Author  Won-Sook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 15

The UK has been a leading nation in Europe in 
devising best practices in migration policies. This 
paper provides a short overview of the UK’s migration 
policy making practices: formal structures and 
legislative acts in plac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olicy in this area and informal governmental 
processes and public opinion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complex environment in which 
policy is made. In addition, this paper offers some 
thoughts and recommendations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UK’s policymaking approach 
in the field of migration, and draws out some lessons 
and best practice.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3.
(September 2012)

Author  Glennie, Alex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ISSN 2233-971X 14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이다. 따라서 국민과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책 개발과 시행 단계에 앞서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천과정을 비판적

으로 고찰하여 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 도출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민정책 관련 문제의 해결 및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4.(2012. 10)

저 자  김원숙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 15

영국은 이민정책 추진에서 유럽 내에서도 모범적인 나라

로 꼽힌다. 이 논문은 영국의 이민정책 입안 및 집행에 대

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민정책 개

발과정에서 과거 정책의 구조와 관련 법뿐 아니라 이민정

책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비공식적 과정과 여론의 

참여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더불어 이 연구는 영국 이

민정책 형성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이민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3.(2012. 09)

저 자  알렉스 글레니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본문)

 국문 (초록, 연구요약)

ISSN 2233-971X 14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영국의 이민정책 수립 과정
The UK’s Approach to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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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has come for colleges/universities in Korea to 
become internationalized, and to enhance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help Korea transition from a 
country that focuses on ex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into one that eagerly accepts them. Korea is required to 
set up a policy framework in order to build the systematic 
infrastructure necessary to secure high-skilled manpower 
from overseas countries, and as such, to match global 
higher education service industry standards. Henc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 
policies by examining the intention for establishing such 
policies, the significance of such policies, and specific policies 
in Japan based on policy reports published by an advisory 
board for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ouncil, 
meeting, etc.) and foreigner-related policy reports publish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Justice and Immigration Law.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6.
(November 2012)

Author  Dong kwan Kang · Dong-Hoon Seol · 
Gyung-taek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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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SN 2233-971X 1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migrants by apply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We estimate the macro 
economic impact of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migrants as they increase as much of 5%, 10%, 20%, 
respectively. As the skilled labors are increased as much 
as 5~20%, The total employment rate would be 
increased by 0.022~0.89%, real GDP by 0.011~0.045%, 
real private consumption by 0.009~0.036%, total tax 
revenue by 0.003~0.011%, government expenditure 
by 0.009~0.036%, real export by 0.015~0.062%, 
real import by 0.006~0.026%, while real wage 
would decrease by 0.016~0.066%. As the unskilled 
labors are increased as much as 5~20%, the total 
employment would increase by 0.183~0.641%, real 
GDP by 0.094~0.331%, real private consumption by 
0.04~0.170%, total tax revenue by 0.040~0.145%, 
government expenditure by 0.048~0.170%, real export 
by 0.169~0.592%, real import by 0.062~0.220% while 
the real wage would decrease by 0.170~0.593%.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5.
(October 2012)

Author  Dong Kwan Kang · Seog Woong Moon 
· Hae Chun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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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SN 2233-971X 16

유학생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의 전환, 해외로부터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과 제도적 인프라 확보, 세

계적인 고등교육 서비스의 산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과거 일본 문부성과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심의회나 간담회 등)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법무성의 외국인 정책에 관한 보고

서, 입관법(이민법) 등을 중심으로 일본 유학생 정책의 수

립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들의 국제

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

적이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6.(2012. 11)

저 자  강동관·설동훈·임경택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 17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 인력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

는 외국인 인력은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이며 2008

년을 기준으로 각각 5%, 10%, 20% 증가하였을 때 경

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 외국노동

자의 경우, 고용이 각각 5~20% 증가할 경우, 총 고용증

대는 0.022~0.89%, 실질민간소비와 실질수출은 각기 

0.009%~0.036%, 0.015%~0.062%, 총 조세수입은 

0.003%~0.011%, 실질정부지출, 0.009%~0.036%, 

실질 GDP는 0.011%~0.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순 외국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각각 5%, 10%, 

20% 증가할 경우, 총 고용증대는 0.183~0.641%, 실

질 임금은 -0.170 ~-0.593%로 감소, 실질민간소비

와 실질수출은 각기 0.04~0.17%, 0.16~0.592%, 

총 조세수입도 0.040~0.145%, 실질정부지출은 

0.048~0.107%, 실질GDP는 0.094~0.331%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5.(2012. 10)

저 자  강동관·문석웅·이해춘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 16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
Policies Related to the Posting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CGE 모형을 이용한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Skilled and Unskilled Migrants :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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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an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comparison, 
New Zealand offers a positive and relatively successful 
model for the integr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ethnic minorities, who are recognized as an integral 
and vital part of New Zealand society, culture and 
economy. With this point, this working paper aims to 
introduce and review the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polices of New Zealand. Thus this paper covers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the Migration Policies and 
Trends, the Legal Frames in relation with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Development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Policy, the Government Programmes on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Programmes in New Zealand.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7.
(December 2012)

Author  Rebecca Williamson, Chulhyo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ISSN 2233-971X 18

뉴질랜드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이주민과 민족적 소수

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민과 민족적 소수자들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대체로 꼭 필요하며,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뉴질랜드의 민족과 문화의 다

양성을 소개하고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과 추세, 민족과 문

화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적 구조, 다양성 정책의 발전

에 관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 다양성에 관한 정부의 프로

그램과 프로그램 실행 시스템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7 (2012.12)

저 자  레베카 윌리엄슨·김철효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본문)

 국문 (초록, 연구요약)

ISSN 2233-971X 18

뉴질랜드의 다문화사회와 다원주의적 정부정책: 이중문화주의, 사회결속, 신규 이주자 정착 정책의 통합
Multicultural Society in New Zealand and the Pluralist Policy of Government: Biculturalism, Social Cohesion and Settlement of New Migrant Policies

As of January 2011, 50.3% of the Amsterdam's 
population is immigrants. The rate of immigrants is 
the world's second highest, but there is few conflicts 
between ethnic groups. Amsterdam is an open 
international city where diverse ethnic groups coexist. 
Its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and the key success factors are effective 
uses of immigrant associations by city authority, 
influences of immigrant friendly media and high level 
of migration related research agencies. Amsterdam 
financially supports excellent local immigrant 
associations, and selection standards and support 
methods are decided entirely at the city level, which 
stimulates the immigrant organizations to develop 
locally appropriate policies through competition.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8.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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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SN 2233-971X-07

2011년 1월 현재 암스테르담 인구의 50.3%는 이민자

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민자 비율이 높지만 심각한 민

족 간 갈등이 없으며,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개방적 국

제도시다. 암스테르담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성공적

이라 평가 받고 있으며, 성공의 주요 원인은 시 당국의 이

민자 자조단체의 효과적 활용, 이민자 친화적인 지역 대

중매체의 영향, 수준 높은 이민전문 연구기관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민자 자조단체와 관련하여 암스테

르담은 지역의 우수한 이민자 자조단체에게 예산을 지원

하는데, 선정 기준과 지원방식을 시 차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여 이민자 단체들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경쟁적

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8.(2013. 02)

저 자  오정은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07

암스테르담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연구
Study o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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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4, Poland joined the EU as a country of the 
eastern EU border, and there are many cases that 
foreigners from non-EU countries enter the EU area 
through the eastern border. Especially in Lublin, many 
migrants tend to stay temporarily on their way to 
destination countries in western Europe. Lublin city 
has small budgets to support foreign residents and 
receives no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y draw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EU and cooperate with NGOs 
and volunteers to implement support projects for 
foreign residents.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10.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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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SN 2233-971X-21

The study identified that socioeconomic motivations 
of each player in the labor market are the cause of a 
stiff increase of illegal migrants who were admitted 
to Korea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t 
believes that countermeasures to address such 
a phenomenon should be focused on employer 
sanctions. In this vein, the study refers to EU 
Sanktionsrichtlinie institutionalized in 2009.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09.
(January 2013)

Author  Hwan-Hak Kim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 20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으로 EU영역의 동쪽 경계 국

가가 되었고, EU역내로 이주하려는 비 EU회원국 출신 

외국인들의 동쪽 국경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폴란드 동부의 루블린에는 서유럽 국가를 최종 목적

지로 정한 비EU 역외지역 사람들이 서유럽으로의 이주 

도중에 잠시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루

블린 시는 외국계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사용가능한 시 

자체의 예산이 매우 적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없

지만 EU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고, 자

원봉사자와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외국계주민 지

원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10.(2012. 02)

저 자  오정은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21

이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

류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고용허가

제를 둘러싼 불법체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관련되는 각 행위자의 사회경

제적 동기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중점을 사용

자에 대한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제정된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9.(2013. 01)

저 자  김환학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 20

폴란드 루블린 시의 외국계 주민 지원사업: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
Foreign-born Residents Supporting Programme in Lublin City in Poland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Regulation on Employment of Illegal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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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how different types 
of conflict EPS workers experience affect their work 
attitude. The research has found that the less the 
EPS workers experienced individual conflict and 
intergroup conflict,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 It has also found that EPS workers’ 
commitment to their organization increased if they 
were younger, resided longer in Korea and had less 
individual and intergroup conflict. On the contrary, 
employees’ intention to change their workplace 
grew with higher level of individual, intergroup, and 
organizational conflict.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11.
(January 2013)

Author  Mi Jung Park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33-971X 22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갈등을 유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나이, 

학력,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일일 근무시간)과 각각의 

갈등 유형이 직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적 갈등과 집단 간 갈등 수준이 낮아질수록 직무 만족도

가 높아지며, 나이가 적고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며 

개인적 갈등과 집단 간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조직몰입도

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 갈등

과 집단 간 갈등, 조직과의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직

의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11.(2013. 01)

저 자  박미정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33-971X 22

외국인 근로자의 갈등 유형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The Effect of the Conflict Type of Migrant Workers on Work Attitude: Research targeted at Bangladeshi worker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discourse on the 
brain drain and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on skilled migration. Brain drain 
has emerged as a key research and policy agenda in 
the field of migration since  traditional immigration 
countries selected their immigrants on the basis of 
their attributes and skills in the mid-1960s. However, 
the discourse on the brain drain often overlooks 
the ambiguities of concepts, the complexities of 
population movements and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To move beyond the brain drain ques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focus should point towards 
individuals embodying skills and crossing national 
borders.

No.& (Date)  Working Paper Series No. 2012–12.
(February 2013)

Author  Seori Choi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ISSN 2233-971X 23

이 연구는 이주분야에서 기술에 관한 주요 논의인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담론을 재검토하면서 그 한계

를 짚어보고 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연구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래 선

발이민국가에서 이민자(immigrants)를 선정하는 기준으

로 기술보유 여부가 중요시되면서 두뇌유출은 이주 분야

에서 기술에 관한 주요 학문적 논쟁주제이자 정책적 관심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두뇌유출 담론은 관련 개념의 모

호성과 이주의 복잡함, 개인의 경험을 간과한다는 한계

를 가진다. 이 원고는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관심의 초점

을 이동하여 자격인증이나 인종차별에 관한 학문적, 정

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번 호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12.(2013. 02)

저 자  최서리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본문)

 국문 (초록, 연구요약)

ISSN 2233-971X 23

이주분야에서의 기술에 관한 논의: 두뇌유출 담론의 한계와 과제
Skills in Migration: Moving Beyond the Brain Drain Question in Selected Destination Countries

MRTC 워킹페이퍼 | MRTC WORK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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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ly,  the  number  of  ado lescents  f rom 
multicultural families increases, mostly because of the 
growth of Korean-born adolescent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influx of foreign-born adolescents 
of international marriages. However, most studies 
oㅜ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 on 
young children, such as infants, preschooler, or 
elementary school age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Goyang-
si and suggests appropriate educational support for 
them.

No.& (Date)  Policy Brief Series No. 2012–01.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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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BN 978-89-97118-21-2 93330

최근 국내 출생 국제결혼 자녀의 성장과 국외출생 국제결

혼 자녀의 유입 증가로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청

소년기 자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는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글은 

고양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고양시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을 소개한 후, 이들을 위한 적절

한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번 호  정책브리프 시리즈 No. 2012-01.(2012.09)

저 자  오정은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21-2 93330

고양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Educational Support for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Goyang-si

MRTC 정책브리프 | MRTC POLICY BR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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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has grown in terms of its relevance to 
society and policy, migration data provided by 
some countri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been unreliable. Recognizing such insufficiencies, 
this report attempts to organize and compare 
international statistics produ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By doing so, this study aim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Korea statistics system to serve as a reliable source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No.& (Date)  Statistical Brief Series No. 2012–02.
(December 2012)

Author  Park, Seong Il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87-9269 01

This brief i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Korea's 
migration statistics with a special focus on approved 
statistics produced from various institutes in Korea. 
By organizing and comparing each of the approved 
statistic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unique to Korea's 
migration statistics. Insufficiency in quantity and 
quality as compared to domestic statistics, inaccuracy 
in population information, inconsistency among 
data of various institut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major problems of Korea's migration statistics. To 
tackle such problems, this brief recommends that 
a consultative body be formed among government 
officials, related experts, and institutes to jointly 
discuss the ways forwar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migration statistics.

No.& (Date)  Statistical Brief Series No. 2012–01. 
(December 2012)

Author  Park, Seong Il
Languages  English (Abstract, Executive Summary)
  Korean (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ISSN 2287-9269 00

국제이주 통계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국제기구로 보고하는 이주

자 관련 데이터는 부실하게 보고되거나 보고된 자료의 신

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브리프는 UN, ILO,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 생산하는 국제이주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내용을 정리, 비교하여 국제이

주 통계가 가진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이주통계의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국내외

국인(이민) 통계가 장기적으로 국제비교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번 호  통계브리프 시리즈 No. 2012-02.(2012. 12)

저 자  박성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87-9269 01

이 브리프는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

인(이민) 통계 현황을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을 

정리, 비교함으로써 국내 외국인(이민) 통계가 지닌 특성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외국인(이민) 통

계는 내국인 통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하고, 

모집단 정보의 부정확성, 부처간 통계자료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

합적으로 외국인(이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번 호  통계브리프 시리즈 No. 2012-01.(2012. 12)

저 자  박성일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SN 2287-9269 00

국제비교를 위한 국제이주 통계: 현황과 과제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국내 외국인(이민) 통계 현황
Korea's Migration Statistics Systems

MRTC 통계브리프 | STATISTICAL BRIEF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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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ook is divided into two parts. In Part 1, from 
Chapters 1 through 3, the book introduces emigration 
trends and policies of Vietnam, Philippines, and Indonesia, 
which are the largest sending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o Korea. It also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of these three countries and Korea as the number of 
migrants from these countries to Korea has kept on rising. 
Part 2 includes cases in which major wave of migration 
to Korea occur on the basis of an individual’s choices 
and not oriented by government policies encouraging 
emigration of their nationals. Such countries include 
the US, Japan, and China where majority of nationals 
entering Korea are ethnically Korean. This phenomenon is 
different from the emigration pattern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Korea since overseas Koreans tend to migrate 
to Korea for temporary sojourn or return. Meanwhile, 
this book also attempts to look at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orth 
Koreans defection is not to be addressed at a national 
level, it should be looked at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s North Korean defectors move 
to various countries, and Korea is only one of them.

No.& (Date)  Special Issues in Migration Series No. 
04 (January 2013)

Author  Younghee Cho (Editor)
Languages English (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Korean (Abstract, Editorial Note, Main text)
ISBN 978-89-97118-25-0 93330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동남

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으로 가장 많은 이주자를 보내고 있

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서의 최근 이민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으

로의 이주현상’이 본국과 한국에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 송출

에 관한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인 선택의 결과로서 ‘한국으로의 이주현상’이 주목되는 사

례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공

통적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현상이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나타

나는 ‘한국으로의 이주현상’과는 차별적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가 일시적 체류나 귀환의 방식으로 한

국으로 이주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제

이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다루

어보고자 했다. 현재의 탈북 현상은 한반도 내지 한민족 차

원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탈북자들은 ‘한국으

로의 이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로 이주하고 있다는 점

을 ‘국제이주’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번 호  특별기획시리즈 No. 04 (2013. 01)

저 자  조영희 엮음

언 어 영어 (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국문 (초록, 편집자의 글, 본문)

ISBN 978-89-97118-25-0 93330

국내 이주민 출신국가의 한국행 이주동향
Emigration Trends and Policies of Major Sending Countries to Korea

MRTC 특별기획 시리즈 | SPECIAL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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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ook introduces and compares immigration 
policies and laws of selected countries compiled 
from previous data and research. The selected 
countries include 3 countries from EU member 
s tates-  Germany,  UK,  France,  3  t rad i t iona l 
immigration countries-U.S, Canada, and Australia, 
and Japan which shares similar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s with Korea. Each country’s immigration 
status including statistics and social integration 
status,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legal framework on immigration are 
introduced.

No.& (Date)  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No. 02.(August 2012)

Author  Hwan-Hak Kim · Jung-Eun Oh · Seori 
Choi · Tae-hee Han · Seung Bok Lee · 
Ga Young Park · Yeji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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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ext)
ISBN 978-89-97118-20-5 93300

본 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전통적 이민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여기에 덧붙여 우

리와 경제사회적 배경과 정책방향이 유사한 일본 등 7개

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참조할 만한 이민 

정책과 법제도를 비교한다. 또한 나라별 외국인 체류와 

사회통합의 현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

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규범

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해 살폈다.

번 호  이민정책 연구총서 No. 2 (2012. 08)

저 자  김환학·오정은·최서리·한태희·이승복· 

박가영·신예진

언 어 영어 (초록, 연구요약)

 국문 (초록, 연구요약, 본문)

ISBN 978-89-97118-20-5 93300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Overview of the Institutional, Policy and Legal Frameworks Shaping Migration Practices in Selected Destinatio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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