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 OCW 참여 강의 개요
※ 실제로 진행된 강의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교과목개요

교과목키워드 국제이주,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이민, 이민정책, 이민자통합

교과목소개 국제이주와다문화사회관련이슈와문제점을이해하고, 다문화사회를살아가는데필요한소양과역량을개발하는교과목임

주교재 이주의시대(스티븐카슬·마크밀러), 동북아시아의국제이주와다문화주의(윤인진)

교과목학습목표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상호문화주의의 주요 이론들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서구 및 아시아의 사례를 검토하고, 각국의 이민정책, 이

민자 통합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을비교하고, 한국의 현황을조사하고한국상황에적합한이민자사회통합과다문화주의모델을모

색하고자한다.

교수자명 윤인진

[선택] 교과목명 (영문) -

교과목명 (국문) 국제이주와다문화사회

2. 주차 별강의내용및연관파일명

1 1) 교과소개 및 과제물 설명 1) 교과의 주요 내용과 강의 방식, 과제물에 대해 1)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 강의 소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6 난민과 이주의 통제

세계의 난민 사태와 각국이 난민을 수용하고 정착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난민과 이주의 통제.pdf

5
세계의 국제이주: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

메리카로의 이주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이주의 역사와 과정, 그

리고 이주가 송출국과 거주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

해한다.

세계의 국제이주_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로의 이주.pdf

4
세계의 국제이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

주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주의 역사와 과정, 그리고 이주가

송출국과 거주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세계의 국제이주_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주.pdf

3
세계의 국제이주: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로의 이주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로의 이주의 역사와 과정, 그리

고 이주가 송출국과 거주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

한다.

세계의 이주_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로의 이주.pdf

2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이론

국제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관한 이론

과 이민자의 출입국, 체류, 국적, 사회통합 등에 관한

이민정책 이론을 이해한다.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이론.pdf

2) 국제이주와 인류문명의 빅히스토

리

서 설명한다.

2)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국제이주가 인류문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개.pdf

2) 빅히스토리로 보는 세계의 이

주.pdf



14 대만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 대만의 소수자, 이민자통합, 다문화주의 실태, 한국 정
대만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

태.pdf

13 일본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

일본의 소수자, 이민자통합, 다문화주의 실태, 일본 정

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일본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

태.pdf

12 한국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

한국의 소수자, 이민자통합, 다문화주의 실태, 한국 정

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한국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

태.pdf

11 서구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

서구 사회에서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 각국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서구의 이민자통합과 다문화주의 실

태.pdf

10 다문화주의 이론/상호문화주의 이론

동화주의 이후 인종/민족집단 간 관계를 관리하는 이

론으로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이론을 이해한다.
다문화주의 이론_상호문화주의 이론.pdf

9 혐오차별을 넘어 다문화 공존으로

제노포비아, 헤이트 스피치, 혐오심리와 혐오범죄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혐오를 감

소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혐오차별.pdf

8 중간고사

7 새로운 종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제2차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종족적 소수자들의 실태와 이들이 거주

국에서 경험하는 정착과 통합의 과제를 이해한다.

새로운 종족적 소수자.pdf



16 기말고사

15 학생 발표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주

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

14 학생 발표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주

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

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