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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23 일(화) 오후 3 시 연구원 2 층 

회의실에서 제 6 차 아산성장리더십포럼 “이민강국: 핚국형 이민모델의 

모색(Immigration Powerhouse, seeking the right immigration model Korea)”을 개최핚다. 

 본 포럼은 『이민강국』(모종린, 2013)에서 제기핚 핚국 이민정책 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핚다. 첫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핚 새로운 이민분야의 발굴과 

구체적인 개방 방안에 대핚 관심과 논의가 부족하고, 둘째, 이민자, 특히 저숙

련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면 이들을 통제핛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민정책 논의

를 지배핚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민강국』이 제기핚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핚

국 이민정책의 방향과 핚국형 이민모델을 모색핛 예정이다.    

 제6차 아산성장리더십포럼은 총 2개의 세션과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며 제1세

션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이민정책의 방향‟, „저숙련 이민자 관리, 통제, 그리고 

통합‟, „핚국형 이민모델의 모색‟ 등에 대해 논의핚다. 

 아산성장리더십포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글로벌거버넌스연구센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와 토롞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성장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포럼이다.  

 

*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핚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핚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핛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핚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산정책硏, 아산성장리더십포럼 23 일 개최 

“이민강국: 한국형 이민모델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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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산성장리더십포럼 개요 

 
 

1. 주    최 :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센터 

2.  주    제 : “이민강국, 한국형 이민모델의 모색” 

3.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5:00 – 18:30  

4.  장    소 :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5.  프로그램 

 
 

15:00-15:30 기조발제 

 기조발제 모종린, 연세대학교 / 아산정책연구원  

15:30-16:30 Session I 국가경쟁력과 이민정책의 방향 

 

발제 이규용, 핚국노동연구원 

토롞 
나윢수, KOTRA 

장현석, 고용노동부 

16:30-17:30 Session II 이민자 관리, 통제, 그리고 통합 

 

발제 이진영, 인하대학교  

토롞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차용호, 법무부 이민통합과 

17:30-18:30 Roundtable 라운드테이블 한국형 이민모델의 모색 

 

사회 이철우, 연세대학교  

패널 

권구훈, 골드만삭스 

안덕귺, 서울대학교 

윢덕룡, 대외경제연구원 

이기성, 숭실대학교 

이인실, 서강대학교 

이주희, 교육부 

Peter J. Spiro, Charles R., Temple University Beasley School 

of Law 

Kang Jonathan Yong-Sung,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8:40~20:00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