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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 of the life difficulties affecting the 
labor condition satisfactions perceived by agricultural migrant workers. The life 
difficulties include weather adjustment, clothing and housing condition, consumer 
prices, slight (prejudice), communication difficulty, etc. And the labor condition 
has such sub-areas as workload, wage, work security, and employment peri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8 people including Vietnamese, Cambodians, 
Thais, Nepalese, and Chinese.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e weather adjust-
ment affected most significantly the satisfactions on wage and employment 
period. While consumer prices affected most significantly the satisfaction on 
workload, the clothing condition affected most significantly the satisfaction on 
work security. But communication difficulty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sat-
isfactions on all sub-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nd labor satisfaction, and to reduce the 
defection rate of the agricultural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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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사회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도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농업은 소규모 가족경영농의 형태를 유지하며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 1970년대 이래 지

속되어온 산업화・현대화로 젊은층의 이농·이촌이 증가하여, 농업·농촌 인구가 감소하

였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6%수준이며 고령화는 

39.1% 수준으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일

손 부족으로 연결되어 농가가 적기에 영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박민선 

2012). 최근 양순미(2014)의 조사에 의하면 주로 축산, 시설 하우스, 특용 작물 영농 유형

에 종사하는 농가의 약 93%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

로 밝혀졌다. 

  그동안 정부는 일차적으로 영농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시도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농업 기계화 사업이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축산 및 시설 하우스 농

가 등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어 2002년에 농업 분야에도 제한

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입국한 농업 분야 연수생들은 주로 연

중 작업이 가능한 양돈 및 시설 원예 분야에 배정되었는데,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직후

인 2003년에 이탈율이 46.5%나 되었다(황대용·강경하 2006). 2004년 부터는 외국인 고

용허가제도를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서 실시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6). 정

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007년 1월에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

제로 일원화되었다. 2009년에는 ‘근무처 추가 제도’를 마련하고, 2012년에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행, 농업 분야 일손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농업 분야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은 여전히 이들의 무단 이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양순미 

2013).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유길상·이규용 2002 ; 이정환·이

성용 2007)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주요 원인은 임금 문제이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근무지 이탈의 

원인, 생활 애로 및 적응, 직무 환경의 실태를 분석하려는 경험적 연구의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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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 또는 이주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은 발생론(initiation), 

영속화론(perpetuation)1 등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주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들이 이

주 후 적응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교육·언어와 같은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이주 

후 소속된 집단의 성격 및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적응론 관점

(adaptation)에 의해서도 설명되고 있다(장준오 2002). 이런 설명은 농업 분야의 근무 

환경이 제조업 분야 보다 축산 분뇨와 같이 악취가 심한 열악한 환경, 근무 환경의 냉·

난방시설 미흡, 4계절 기후 변화 등의 적응에 애로가 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은 이주 이후 적응과 정착을 설명하는 적응론(adaptation)

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alek 외(2015)는 외국

인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의 적응력이 그들의 직무 수행에 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

장하고 있어, 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론적 관점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 애로

와 직무 여건의 개선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적응력 향상을 돕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역별 생활 애로 수준과 작업량·임

금 및 보상 영역 등의 직무 환경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역별 생활 애로 

수준과 작업량·임금 및 보상 영역 등의 직무 환경만족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미치

는 효과 등을 파악하였다.

2.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와 연구 동향  

2.1.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제도 변화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하기 시작한 것은 농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생산 인구 계층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가족농의 경영 구조가 심각

하게 위협받고 적기 영농이 어려워지면서이다.  

  가족농 경영구조의 훼손 및 적기영농의 어려움은 국가 산업 구조에 있어서 중요도의 

1 외국인 노동력 유입 또는 이주의 발생 원인은 발생론(initiation), 영속화론(perpetuation) 등에 의해 

설명된다. 발생론(initiation)은 외국인 노동력 유입 또는 이주가 국가간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차이
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영속화론(perpetuation)은 노동자들의 사회연결망과 같은 사회적 자본
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장준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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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인구 변동, 도시화 및 이농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현한 것이지

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인구 변동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농가 인구의 

수적 규모의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배경을 고찰해 보면, 1980년 농가 인구 수는 

1,08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하여 과거 25년 전 농가 인구의 3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한석호 외 2012). 즉 2005년도의 농가 인구는 1980년 대비 약 68%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농가 인구는 256만 9천 명으로 감소하여 1980년 대비 

76%, 2005년 대비 약 25% 감소하였다.

  둘째, 이러한 농가 인구의 변화는 질적 차원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연소 인구와 생

산 인구 계층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 결과치에 따르면 2015년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 인구의 비율은 38.4%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

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1%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2010년 대비 6.7% 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0~14세 비중은 2010년 8.8%에서 5.8%로 하

락한 것(한국농어민신문, 2016)이다. 앞으로 연소 인구 및 생산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 

비율의 상승으로 농업 노동력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생겨나는 적기 영농의 어려움, 임금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차적으로 기계화 영농단 등을 조직해 영농의 기계화 및 자동

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벼농사를 제외하고 과수와 시설원예, 축산업 분야는 농업기

계화의 한계에 봉착해 농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02년

에 농업 분야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었으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

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 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도 하였다. 또한 인력 수급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하갑래 2011; 한

국노동조합 총연맹 2006).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실시되었으며, 이로써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여 왔

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내 노동자와 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

2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
을 해왔다. 시행초기에는 연수기간이 2년이었으나 1998년 4월부터 1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2001년 12월에 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하갑래,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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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폐지되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6). 또한 2009년 7

월에 정부는 연중 인력 수요의 불균형과 노사갈등을 보완하고자 ‘근무처 추가'3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업체를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가 근로자 수송을 위해 농번기에 원거리까지 이동하

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박민선 

2012). 2012년에 농축산업 등 일부업종에 대하여 점수제4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13년도에 신규인력 배정에서 부터 전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를 적용하여 실시하게 되

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2014)에 의하면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2만 5천 명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이중 전체 유입 근로자의 8%에 해당하는 2천

명이 농축산업 분야에 할당되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

로자 중 농축산업 업종에 배정되는 배정률은 전체 업종의 최소 5.6%(2005년), 최대 

9.8%(2013년)로 2009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1천 명~1천 5백 명 정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1>.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누적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

자는 캄보디아(40%), 베트남(34%), 태국(13%) 순으로 많았으며, 베트남의 경우 2011

년까지 전체 농·축산업 분야 근로자 유입 인구의 50%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

년(721명)부터 감소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경우 2012년(3,360명) 이후 

농·축산업 분야에 유입률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이후 누적 유입 근로자 인구로는 캄

보디아 출신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표 2>.

  한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여타 업종보다 농·축산업 또는 양식업 등 농림어업 분야

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2014)

에 의하면 2013년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종별 이탈률은 양식업 부분 34%, 농축산업 부

분 26%, 건설업 부분 24%, 제조업 부분 16%이었다. 이것은 2010년 농축산업 분야의 이

탈률 14.8%, 제조업 분야 이탈률 6.0% 보다 이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생활 적응 상

3 근무처추가제도란 일반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가 원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
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중 인력 수요의 불균형과 노사갈등을 보완하
고자 ‘근무처추가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였다(하갑래 2011). 

4 점수제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고용센터 앞에 장기간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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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로, 직무 환경 상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고 작업량, 임금 

및 보상 등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표 1.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황

연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2007 69,300 63.2 3,600 3.3 1,200 1.1 14,900 13.6 20,600 18.8 109,600

2008 76,800 58.2 5,000 3.8 1,200 0.9 18,000 13.6 31,000 23.5 132,000

2009 23,000 67.6 2,000 5.9 1,000 3.0 2,000 5.9 6,000 17.6 34,000

2010 28,100 82.6 3,100 9.2 1,100 3.2 1,600 4.7 100 0.3 34,000

2011 40,000 83.3 4,500 9.5 1,750 3.6 1,600 3.3 150 0.3 48,000

2012 49,000 86.1 4,500 7.9 1,750 3.1 1,600 2.8 150 0.3 57,000

2013 52,000 83.9 6,000 9.8 2,300 3.7 1,600 2.6 100 0.2 62,000

계/% 338,200 71.0 28,700 6.0 10,300 2.1 41,300 8.7 58,100 12.2 476,600

표 2.  국 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 황

연도
베트남 태국 몽골 캄보디아 네팔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2007 1,721 73.9 338 14.5 124 5.3 25 1.1 - - 121 5.2 2,329

2008 1,597 43.6 925 25.2 351 9.6 791 21.6 - - - - 3,664

2009 594 42.7 294 21.1 112 8.1 390 28.1 - - - - 1,390

2010 1,264 41.3 222 7.2 - - 780 25.5 513 16.7 285 9.3 3,064

2011 2,336 55.2 147 3.5 - - 1,662 39.2 90 2.1 - - 4,235

2012 721 12.7 593 10.5 7 0.1 3,360 59.3 982 17.4 - - 5,663

2013 140 3.1 650 14.5 9 0.2 2,871 63.8 826 18.4 - - 4,496

계/% 8,373 33.7 3,169 12.8 603 2.4 9,879 39.8 2,411 9.7 406 1.6 24,841

2.2.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 동향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는 1992년에 시작하여 실태, 적응, 제도, 영향 및 효

과 등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내용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주제적인 측면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유입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관점으로 이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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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응방안을 모색(함한희, 1997)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의도에 작용하는 결정

요인을 분석(류태모·최윤호·최순권, 2012)하는 경향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실태에 관한 연구는 설동훈(1992)이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 및 취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한동우(2002)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와는 다소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자 이들의 

체류 현황과 추이 및 직무 조건 등을 탐색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이주 정책을 비교하였다(김홍매, 2011). 김기윤(1999)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

책의 문제점을 법·제도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들의 고용에 따른 범죄증가 및 지역사회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외국의 정책사례를 비교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백석현

(1997)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송출요인을 분석하고 노동력 활용이 갖는 경제적 효

과를 통해 이의 정책을 탐색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실행효과를 평가·분석하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

되었다.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중장기 효과를 분석하

였고(최경수, 2010),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 및 고용이 경제적 차원에서 지니는 효과

나 영향을 분석(이승훈, 2009; 이한숙, 2004 등)하였다. 

  그러나 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보다 영

역이나 수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부분 인력수급(김병률 외, 2010; 

이영대, 1999)이나 인력관리(권철우·전봉걸, 2009 ; 농협중앙회, 2010) 방안을 모색하였

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인 연구나 실증적인 연구보다 선행연

구 자료를 재정리하거나 외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재조명하는 연구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객관적 사실 규명에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직종에 따른 차별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3, 표 4>.

표 3.  시기별 외국인 근로자 상 연구 동향 

시기 방법 방향

1990년 반 이 문헌연구 정책개발 연구

1990년 반 경 문헌연구, 설문 조사 노동자, 고용자 문제 심

2000년 이후 심층면 사례 조사, 설문조사 문제개선 연구, 효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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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  분야별 외국인 근로자 상 연구 동향  

상 분야 문헌

외국인 

근로자

응

(문화, 

갈등, 

스트 스, 

만족도 등)

- 외국인노동자를 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 교재구성 심으로

(구민숙 2013)

- 외국인 취업자의 여가활동 참여와 직무만족  인 계 (이호승 2008)

-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사회 응방안에 한 연구 : 문화 응 방법을 

심으로 (최하  2011)

-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 : 자국민 동료 그룹의 

향을 심으로 (류태모 외 2012)

-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  자본과 사회  거리감에 한 연구

(박윤경 2003)

-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응 (함한희 1997)

생활실태

(근무환경, 

근무조건, 

주거, 

식사 등)

- 이주노동자 황  개선방안 (윤선호 외 2005)

- 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  응방안 (한동우 2002)

-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김종일 외 1995)

-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설동훈 1992)

제도, 정책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황과 개선 방안 (최홍 2011)

-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 노동력 이주를 심으로

(김홍매 2011)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정책과제 (유길상·이규용 2002)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의 문제 과 개선방안 (김기윤 1999)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 책 (백석  1996)

- 외국인노동자 리정책의 효과  운 에 한 연구(이홍구 2011)

향, 효과

- 이민  외국인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 효과 (최경수 2010)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  효과에 한 연구 (이승훈 2009)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분석 

(김홍배·윤갑식·오동배 2007)

-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경제  효과에 한 연구 (이한숙 2004)

고용자

인력수
- 농업 분야 고용 황 분석  인력수  안정화 방안 (김병률 외 2010)

- 외국인 근로자의 농림부문 활용방안에 한 연구 (이  1999)

인력 리

- 농업 분야 사업주를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노무 리 (농 앙회 

2010)

- 외국인 근로자 고용결정 요인에 한 분석 (권철우· 걸 2009)

제도, 정책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리실태와 정책 안(한국노동연구원 1996)

근로자
+

고용자
생활실태 -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박민선 2012)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만족도의 관계 분석 105

3.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농가에 취업해 있는 전국 50개 시·군의 외국인 근로

자 500명이다. 조사 지역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로 협조·요청한 뒤 협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같은 조사 용품을 배송하였다. 각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설문지를 농가에 배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국어로 번역된 설문서를 

자기기록하는 방식으로 응답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에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사 후에 총 45개 시·군에서 322명의 자

료를 회수하였다. 최종분석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출신 국가별로 5부 이하로 수집

된 자료는 제외하고 베트남 104명, 캄보디아 127명, 태국 32명, 네팔 19명, 중국 16명 

등 총 29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조사 대상인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은 캄보디아가 4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베트남이 35.1%로 <표 2>에서 제시한 국

내에 유입해 있는 출신국별 외국인 근로자들의 누적 비율 분포와 일치하였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3.9%, 여성이 36.1%이었다. 연령은 모든 출신국의 근로자들이 30

세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면서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결혼자는 46.0%, 미혼자는 54.0%이었다. 학력은 고졸 59.1%, 중졸 28.0%이었

다. 출신국별 학력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출신은 고졸이 각각 71.8%, 58.7%, 62.5%

로 가장 높았다. 네팔은 대졸이 42.1%, 태국은 중졸이 40.6%로 가장 높아 출신국별 학

력수준이 다소 상이하였다. 

  조사 대상의 이러한 특성은 이규용 외(2011)에서 전체업종을 대상으로 규명한 외국

인 근로자들의 학력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다. 또한 이정환(2007)의 한국

의 외국인 근로자 중 70%이상이 20~30대의 남성들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정환·이성

용 2007, 재인용) 보다 30대 이하 연령층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낮았다.

  이들이 근무하는 영농 현장은 양돈이나 시설 채소가 각각 26.2%, 25.1% 순으로 높

았으며, 베트남과 중국 출신은 양돈, 캄보디아와 태국 출신은 시설원예 분야에서 비교

적 높은 비율로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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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인구학 인 특성 

       통계량

변인  집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국 계

n(%) n(%) n(%) n(%) n(%) n(%)

연

령

30세이하 65(62.5) 98(77.8) 19(59.4) 12(63.2) 4(26.7) 198(66.9)

31-40세 37(35.6) 25(19.8) 11(34.4) 7(36.8) 4(26.7) 84(28.4)

41세이상 2(1.9) 3(2.4) 2(6.2) 0(0.0) 7(46.6) 14(4.7)

계 104(35.1) 126(42.6) 32(10.8) 19(6.4) 15(5.1) 296(100.0)

χ2 72.5***

성

별

남 74(72.6) 69(54.3) 20(62.5) 17(89.5) 9(56.3) 189(63.9)

여 28(27.4) 58(45.7) 12(37.5) 2(10.5) 7(43.7) 107(36.1)

계 102(34.5) 127(42.9) 32(10.8) 19(6.4) 16(5.4) 296(100.0)

χ2 14.2**

결

혼

결혼 54(51.9) 41(32.3) 20(62.5) 9(47.4) 13(81.3) 137(46.0)

미혼 50(48.1) 86(67.7) 12(37.5) 10(52.6) 3(18.7) 161(54.0)

계 104(34.9) 127(42.6) 32(10.7) 19(6.4) 16(5.4) 298(100.0)

χ2 22.6***

학

력

졸 16(15.5) 47(37.3) 13(40.6) 3(15.8) 4(25.0) 83(28.0)

고졸 74(71.9) 74(58.7) 10(31.3) 7(36.8) 10(62.5) 175(59.1)

문 졸이상 13(12.6) 5(4.0) 9(28.1) 9(47.4) 2(12.5) 38(12.9)

계 103(34.8) 126(42.6) 32(10.8) 19(6.4) 16(5.4) 296(100.0)

χ2 52.3***

농

유

형

양돈 37(35.6) 17(13.8)  8(25.0) 7(36.9) 8(50.0) 77(26.2)

시설채소 18(17.3) 42(34.1) 10(31.3) 2(10.5) 2(12.5) 74(25.1)

과수 19(18.3) 13(10.6) 2(6.2) 0(0.0) 3(18.8) 37(12.6)

버섯 20(19.2) 26(21.1) 5(15.6) 0(0.0) 1(6.3) 52(17.7)

미나리 7(6.7) 13(10.6) 4(12.5) 8(42.1) 0(0.0) 32(10.9)

기타 3(2.9) 12(9.8) 3(9.4) 2(10.5) 2(12.5) 22(7.5)

계 104(35.4) 123(41.8) 32(10.9) 19(6.5) 16(5.4) 294(100.0)

χ2 62.4***

주) ‘계’셀의 %는 total percent임. 나머지 셀의 %는 col percent임. ***는 p<.001임.

3.2. 척도 구성 및 자료 분석 

  조사에 활용된 설문조사 도구는 설동훈(2002), 이흥구(2011), 이규용 외(2011) 등의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구성 항목을 작성하였다. 이어 질적 사례 조사 및 분석(양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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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따른 현장검증을 통해 내용 타당성 및 구인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완성

하였다. 완성된 척도는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로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 도구 중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의 애로를 측정하는 척도는 설동훈

(2002), 이규용 외(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11항목으로 된 척도 중 9항목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심각하다(5)까지 5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일상 생활의 애로를 측정하는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직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설동훈(2002), 

이규용 외(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11항목으로 구성된 척도 중 4항목을 선정하여 구성

하였으며, 각 항목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심각하다(5)까지 5점 Likert

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직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양순미 외(2011) 등을 참고하여, 학력이나 근무하는 농가의 

영농 유형, 사고 경험 및 원인 등의 문항은 명목형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표 6>. 

  척도 및 설문문항의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영역별 생활 애로 수준

과 직무 환경만족도 수준은 출신국가 변인을 통해 ANOVA 분석하였다. 생활 애로 및 

직무애로 대처양상, 기타 직무 생활 실태는 출신국가 변인을 통해 카이자승검증

(Chi-Square)하였다. 영역별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 만족도의 관계는 상관(Correlation)분

석하였으며, 직무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생활 애로의 영향력을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하였다.

표 6.  척도의 구성내용   

척도 항목 문항 수 출처 척도 내  일치도

생활 애로

9문항

(음식, 의복, 숙소, 물가, 

건강, 날씨, 언어 소통, 문화 

차이, 무시  편견)

설동훈(2002), 

이규용 외(2011)
Cronbach’s α=.83

직무 환경 만족도

4문항

(작업량, 임   보상, 

작업안 , 고용기간보장) 

설동훈(2002), 

이규용 외(2011) 
Cronbach’s α=.85

사고 경험 유무  원인 각 1문항 설동훈(2002)

생활  직무상 

애로 처 
각 1문항 설동훈(2002)

사업장 변경 원인  

정보 입수, 국 ,

학력, 농 유형 등 

각 1문항

이홍구(2010), 

양순미(2013), 

양순미·이은정·

양정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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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해석

4.1.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애로 실태

  외국인 체류자의 적응은 이질적인 외국 문화에 대해 외국인 체류자 개개인이 느끼는 

적합성, 심리적 편안함과 친밀감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Harrison 외 2004). 이러한 맥락

에서 볼 때 생활 애로는 부적응을 조명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표 7>에 제시한 것처럼,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음식, 

의복, 숙소, 물가, 건강, 날씨 적응, 언어 소통, 문화 차이, 무시 및 편견 등 9개 생활영

역별 애로 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중 1.50~3.50의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영역

별 평균 애로 수준은 5점 중 2.80으로 언어 소통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날씨 적응, 물

가, 음식 영역 순서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규용 외(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생활 애로 수준을 출신국별로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p=.001 또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태국·네팔 

출신 근로자의 애로 수준이 베트남·캄보디아·중국 출신 근로자의 애로 수준 보다 높았

다. 태국·베트남·캄보디아 출신 근로자의 애로 수준은 언어 소통 영역에서 가장 높았

다. 네팔 출신은 날씨 적응, 중국 출신은 음식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네팔 출신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해 우리사회에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반면 

태국·베트남·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데서 비롯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표 8>에 의하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58.1%가 직장 동료 또는 모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캄보디아·

네팔·중국 출신 근로자들은 가장 높은 비율로 모국친 구와 대화하면서 애로를 해결하

였고, 태국은 직장 동료와 대화하며 애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일상 생활 상 애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

도록 대화 공간, 만남의 장소, 상담 창구 등을 개설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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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역별 생활 애로 수      

   통계량

집단

음식 의복 숙소 물가 건강

M(S.D.) M(S.D.) M(S.D.) M(S.D.) M(S.D.)

베트남 2.14(.80)b 1.90(.70)b 1.91(.77)cb 2.41(.90)b 2.02(.73)b

캄보디아 1.97(.76)b 1.80(.81)b 1.90(.82)cb 2.21(.95)cb 2.09(.76)b

태국 3.06(.88)a 2.84(1.02)a 3.38(1.18)a 3.41(.95)a 2.72(1.14)a

네팔 2.95(.91)a 2.11(.74)b 2.11(.99)b 2.53(1.12)b 2.78(.88)a

국 1.88(.62)b 1.69(.70)b 1.56(.51)c 1.75(.86)c 1.75(.77)b

계 2.24(.89) 1.98(.85) 2.07(.97) 2.41(1.00) 2.16(.85)

F Value 16.91*** 11.88*** 22.31*** 12.41*** 8.42***

   통계량

집단

날씨 응 언어 소통 문화 차이 무시  편견

M(S.D.) M(S.D.) M(S.D.) M(S.D.)

베트남 2.43(.92)b 2.83(.74)b 2.21(.73)ba 1.95(.84)a

캄보디아 2.45(.90)b 2.75(1.03)b 1.78(.92)bc 1.50(.76)a

태국 3.09(.59)a 3.50(1.02)a 2.38(.94)a 1.84(1.16)a

네팔 3.22(1.06)a 2.83(1.04)b 2.39(1.04)a 1.83(.92)a

국 1.81(.75)c 1.81(.91)c 1.69(.70)c 1.75(.93)a

계 2.52(.94) 2.80(.98) 2.03(.90) 1.73(.88)

F Value 9.22*** 9.18*** 6.37*** 3.83**

주) 셀안의 소문자 a,b,c는 Duncan test한 결과임. **p<.01, ***p<.001임.

표 8.  생활 애로 처 양상

    통계량

변인\집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국 계

n(%) n(%) n(%) n(%) n(%) n(%)

직장동료와 화 25(24.3) 29(23.0) 13(42.0) 2(11.1) 4(25.0) 73(24.8)

혼자 참음 7(6.8) 28(22.2) 9(29.0) 3(16.7) 4(25.0) 51(17.4)

모국친구와 화 35(34.0) 43(34.1) 3(9.7) 11(61.1) 6(37.4) 98(33.3)

문제해결정보탐색 20(19.4) 20(15.9) 1(3.2) 2(11.1) 1(6.3) 44(15.0)

기타 16(15.5) 6(4.8) 5(16.1) 0(0.0) 1(6.3) 28(9.5)

계 103(35.0) 126(42.9) 31(10.5) 18(6.1) 16(5.4) 294(100.0)

Chi-Square 41.5***

주) ‘계’셀의 %는 total percent임. 나머지 셀의 %는 col percent임. ‘기타’항은 술마심, 인권센터상담 등의 

대처양상을 포함함. ***p<.0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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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생활 실태

4.2.1. 사업장 변경 요인 및 정보 입수 경로 

  <표 9>에 의하면 농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출신국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고려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임금 문제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길상·이규용(2002)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이정환·이성용 2007; 양순미 2013)에 의하면 일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 출신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

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이

동하는데, 이러한 행태가 무단 이탈이나 불법 체류의 원인행위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임금 문제 다음으로 높은 사업장 변경 고려 사유는 베트남·캄보디아·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기술습득, 네팔은 일이 힘들어서, 그리고 중국은 생활편의 시설 및 부당대

우이었다. 출신국가별 이러한 특성은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무 중지 의도 또는 사업장 이동 의도는 직무 불만족, 사업장에 대한 몰입 결여, 

스트레스 등에서 생겨난다는 Fitrh 외(2004)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업장 이동에 필요한 정보는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는 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서, 그리고 태국·네팔·중국 출신은 주로 모국 친구를 통해서 입수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출신국가별 이러한 특성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9.  사업장 변경 요인  이동 정보 입수 경로

         통계량

변인\집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국 계

n(%) n(%) n(%) n(%) n(%) n(%)

사업장

변경

사유

임 음 46(44.7) 74(59.7) 16(53.3) 10(58.8) 11(68.7) 157(54.2)

일 힘듬 11(10.7) 15(12.1) 3(10.0) 5(29.4) 0(0.0) 34(11.7)

기술습득 18(17.5) 17(13.7) 6(20.0) 2(11.8) 0(0.0) 43(14.8)

부당 우 8(7.8) 15(12.1) 3(10.0) 0(0.0) 2(12.5) 28(9.7)

기타 10(19.4) 3(2.4) 2(6.7) 0(0.0) 3(18.8) 7(2.4)

계 103(35.5) 124(42.8) 30(10.3) 17(5.9) 16(5.5) 290(100.0)

Chi-Square 36.4**

사업장

이동

정보

고용부 워크넷 60(58.8) 77(62.6) 4(13.3) 3(16.7) 3(20.0) 147(51.0)

모국친구 34(33.3) 34(27.6) 12(40.0) 11(61.1) 8(53.3)) 99(34.4)

기타(알선업 등) 8(7.9) 12(9.8) 14(46.7) 4(22.2) 4(26.7) 16(5.5)

계 103(35.4) 123(42.7) 30(10.4) 18(6.3) 15(5.2) 288(100.0)

Chi-Square 55.6***

주) ‘계’셀의 %는 total percent임. 나머지 셀의 %는 col percent임. 사업장변경사유의 ‘기타’항은 친밀성

고려, 생활편의 시설, 근로계약파기 등의 사유를 포함함. 사업장 이동정보의 ‘기타’항은 이전의 사업

장, 일반 친구, 알선업자 등의 정보처를 포함함. **p<.01, ***p<.0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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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사고 경험 유무 및 원인

  <표 10>에 의하면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32.6%가 근로현장에서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고의 주된 이유는 본인 실수 45.5%, 언어 소통 

취약이 17.8%이었다. 그러나 출신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흥구

(2011)5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고 경험이 낮고, 사고 원인이 근로 환경 차원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사고 경험  이유

     통계량

변인\집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국 계

n(%) n(%) n(%) n(%) n(%) n(%)

사

고

유

무

있음 28(27.2) 48(39.3) 10(31.3)  5(33.3) 3(18.8) 94(32.6)

없음 75(72.8) 74(60.7) 22(68.7) 10(66.7) 13(81.2) 194(67.4)

계 103(35.8) 122(42.4) 32(11.1) 15(5.2) 16(5.5) 288(100.0)

Chi-Square 5.3

사

고

경

험

이

유

사용법이해부족  6(22.2) 7(15.6) 2(20.0) 2(40.0) 0(0.0) 17(18.9)

본인실수 10(37.1) 19(42.2) 7(70.0) 2(40.0) 3(100.0) 41(45.5)

언어 소통 취약  5(18.5) 10(22.2) 0( 0.0) 1(20.0) 0(0.0) 16(17.8)

시설  유독약품  6(22.2)  9(20.0) 1(10.0) 0( 0.0) 0(0.0) 16(17.8)

계 27(30.0) 45(50.0) 10(11.1) 5(5.6) 3(3.3)  90(100.0)

Chi-Square 11.0

주) ‘계’셀의 %는 total percent임. 나머지 셀의 %는 col percent임.

4.2.3. 근로기준법 및 취업교육제도 활용 실태  

  <표 11>에 의하면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33.0%가 농업 분야 

근로기준법의 특례조항6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네팔 출신 근로자는 50.0% 수준이

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의 내용은 35.6%가 40~50% 수준을, 33.3%가 60~70%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캄보디아·태국 출신 근로자는 한국어 교육을, 

5 외국인 근로자의 75.0%가 작업시간 중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주된 원인이 안전 설비 미비 
25.0%, 본인 실수 25.0%, 약품 및 화학 물질의 유독성이 25%이었다(이홍구 2011). 

6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하면 농업 분야는 근로시간(1일 8시간), 휴게(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 

휴일(1주 1일 이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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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농업기술 교육을, 중국은 인간 관계 기법 교육을 가장 높게 강화하도록 요구하

였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 교육 활용 실태에 있어서 이러한 출신국별 차이는 모두 p=.01 

또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1.  근로기 법  취업제도 활용 실태 

          통계량

변인\집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국 계

n(%) n(%) n(%) n(%) n(%) n(%)

농

업

특

례

법

잘알고 활용 47(47.5) 56(45.9) 18(58.1) 1(5.6) 6(40.0) 128(44.9)

알지만 활용안함 22(22.2) 28(23.0) 1(3.2) 8(44.4) 4(26.7) 63(22.1)

모름 30(30.8) 38(31.1) 12(38.7) 9(50.0) 5(33.3) 94(33.0)

계 99(34.7) 122(42.8) 31(10.9) 18(6.3) 15(5.3) 285(100.0)

Chi-Square 19.1**

교

육

이

해

율

10% 0(0.0) 11(9.7) 3(10.3) 0(0.0) 0(0.0) 14(5.2)

20-30% 9(9.7) 20(17.5) 4(13.8) 3(15.8) 0(0.0) 36(13.5)

40-50% 28(30.1) 48(42.1) 7(24.1) 9(47.4) 3(25.0) 95(35.6)

60-70% 36(38.7) 31(27.2) 10(34.5) 6(31.6) 6(50.0) 89(33.3)

80-90% 20(21.5) 4(3.5) 5(17.3) 1(5.2) 3(25.0) 33(12.4)

계 93(34.8) 114(42.7) 29(10.9) 19(7.1) 12(4.5) 267(100.0)

Chi-Square 40.1***

취

업

교

육

요

구

한국어 61(59.8) 77(60.6) 27(84.3) 3(15.8) 1(6.2) 169(57.1)

근로기 법 15(14.7) 15(11.8) 2(6.3) 3(15.8) 2(12.5) 37(12.5)

농업기술 6(5.9) 15(11.8) 0(0.0) 5(26.3) 4(25.0) 30(10.1)

안 보건 6(5.9) 9(7.1) 1(3.1) 1(5.3) 0(0.0) 17(5.7)

문화  계이해 14(34.5) 11(8.7) 2(6.3) 7(36.8) 9(56.3) 43(14.5)

계 102(34.5) 127(42.9) 32(10.8) 19(6.4) 16(5.4) 296(100.0)

Chi-Square 64.9***

주) ‘계’셀의 %는 total percent임. 나머지 셀의 %는 col percent임. **p<.01, ***p<.001임.

4.2.4. 직무 환경 만족도와 직무상 애로 대처 양상

  <표 12>에 의하면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직무 환경

만족도 중 작업량 만족도는 중국 출신이 가장 높은 반면 태국 출신이 가장 낮았다. 임

금 및 보상 만족도는 중국 출신이 가장 높은 반면 네팔 출신이 가장 낮았다. 작업장 

안전 만족도는 중국 출신이 가장 높은 반면 태국 출신이 가장 낮았다. 고용기간 보장 

만족도는 중국 출신이 가장 높은 반면 네팔 출신이 가장 낮았다. 즉, 중국 출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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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영역에서 직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태국·네팔 출신 근

로자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출신국의 근로자 보다 직무 환경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 작업량, 임금 및 보상, 작업장 안전에 따른 직무 환경 만족도 차이

는 모두 p=.05 또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고용기간 보장에 

따른 직무 환경 만족도의 출신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한편 <표 13>에 의하면 모든 출신국 근로자들이 직무 환경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높은 비율로 취하는 행태는 농장주와 대화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의논한다

는 행태는 캄보디아와 중국 출신에서, 친구들과 의논한다는 행태는 네팔과 태국 출신

에서 각각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출신국별 직무 환경 애로의 대처 형태는 p=.001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2.  역별 직무 환경 만족도

 통계량

집단

작업량 임   보상 작업장 안 도 고용기간 보장

M(S.D.) M(S.D.) M(S.D.) M(S.D.)

베트남 3.36(.74)ba 3.23(.83)b 3.52(.77)bc 3.48(.84)ba

캄보디아 3.41(.80)a 3.44(.88)ba 3.68(.80)ba 3.62(.70)ba

태국 2.90(1.23)c 3.13(.97)b 3.06(1.36)c 3.35(1.02)b

네팔 2.94(.80)bc 3.00(1.24)b 3.41(.62)bc 3.29(1.05)b

국 3.75(1.06)a 3.81(1.05)a 4.06(1.00)a 3.88(.96)a

계 3.34(.87) 3.35(.91) 3.55(.91) 3.56(.83)

F Value 4.07** 2.81* 4.52** 1.83

주) 셀안의 소문자 a,b,c는 Duncan test한 결과임. *p<.05, **p<.01임.

표 13. 직무 환경에 따른 애로 처 양상

 통계량

집단

처 행태

농장주와 

화

고용노동부에 

의논

그냥

참음

친구들과 

의논

기 에

의논
계

n(%) n(%) n(%) n(%) n(%) n(%)

베트남 73(73.0) 10(10.0) 2(2.0) 9(9.0) 6(6.0) 100(34.6)

캄보디아 52(42.3) 25(20.3) 22(17.9) 16(13.0) 8(6.5) 123(42.5)

태국 20(62.5) 2(6.3) 3(9.4) 6(18.8) 1(3.1) 32(11.1)

네팔 12(63.2) 1(5.3) 2(10.5) 4(21.1) 0(0.0) 19(6.6)

국 6(40.1) 2(13.3) 3(20.0) 2(13.3) 2(13.4) 15(5.2)

계 163(56.4) 40(13.8) 32(11.1) 37(12.8) 17(5.9) 289(100.0)

Chi-Square 37.3***

주) ‘계’셀의 %는 total percent임. 나머지 셀의 %는 col percent임. ***p<.0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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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만족도의 관계 

4.3.1. 영역별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만족도의 상관성

  <표 14>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직무 환경 만족도와 영역별 생활 

애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작업량 만족도는 모든 영역의 생활 애로와 

r=-.08~ r=-.39으로 부적상관을 이루었으며, 특히 날씨 적응 영역(r=-.39)과 가장 높게 

상관을 이루었다. 

  임금 및 보상 만족도는 모든 영역의 생활 애로와 r=-.06~r=-.43으로 부적상관을 이루

었으며, 날씨 적응 영역(r=-.43)과 가장 높게 상관되어 있었다. 작업장 안전 만족도는 

모든 영역의 생활 애로와 r=.00 ~r=-.37로 상관을 이루었으며, 의복 영역(r=-.37)과 가장 

높게 상관되어 있었다. 고용 기간 보장 만족도는 모든 영역의 생활 애로와 

r=-.03~r=-.35로 부적상관을 이루었으며, 날씨 적응 영역(r=-.35)과 가장 높게 상관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가 0.7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주장(김인호 1983)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투입

된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직무 환경 영역 중 

작업량, 임금 및 보상, 고용 기간 보장 만족도는 날씨 적응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작업장 안전도는 의복 영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7 따라서 직무 

환경 만족도와 날씨 적응 또는 의복 요인은 중요한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 만족도 상 성

      직무 환경만족도

생활 애로 역
작업량 임   보상 작업장 안 고용기간보장

음식 -.37*** -.27*** -.27*** -.20***

의복 -.36*** -.23*** -.37*** -.19***

숙소 -.34*** -.28*** -.36*** -.27***

7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직무 환경 만족도와 농업부문 특례법규 
이해 활용 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임금 및 보상에 대한 만족도와는 p=.0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나머지 작업량, 작업장 안전도, 고용기간 보장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취업교육 이해정도는 모든 영역의 
직무 환경만족도(작업량, 임금 및 보상, 작업장 안전도, 고용기간 보장)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상관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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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직무 환경만족도

생활 애로 역
작업량 임   보상 작업장 안 고용기간보장

물가 -.13* -.24*** -.12* -.11

건강 -.31*** -.33*** -.24*** -.32***

날씨 응 -.39*** -.43*** -.35*** -.35***

언어 소통 -.23*** -.25*** -.17** -.07

문화 차이 -.09 -.06  .00 -.03

무시  편견 -.08 -.22*** -.17** -.21***

주) *p<.05, **p<.01, ***p<.001임.

4.3.2. 직무 환경만족도 결정 요인 

  <표 15>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직무 환경 만족도에 생활 애로나 

사업장 변경 이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

(multiful regression)한 결과이다. 우선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회귀모델의 계수는 각각 1.55~1.65이었다. 작

업량 만족도에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모델의 26%, 임금 및 보상 만족도에 투입된 변인

들은 전체모델의 27%, 작업장 안전만족도에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모델의 27%, 고용기

간 보장 만족도에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모델의 27%를 설명하고 있었다. 

  회귀분석(multiful regression) 모델에 투입된 변인 중, 작업량 만족도에는 물가(β=.22), 

음식(β=-.21), 날씨 적응(β=-.20) 변인만이 순차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물가에 

대한 애로 수준이 높을수록, 음식 또는 날씨 적응에 대한 애로 수준이 낮을수록 작업량 

만족도가 높았다. 임금 및 보상 만족도에는 날씨 적응(β= -.30), 무시 및 편견(β=-.18), 문

화 차이(β=.16), 성별(β=.13), 연령(β=-.12)변인만이 순차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날씨 적응 또는 무시 및 편견에 대한 애로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 차이에 따른 애로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보다 남성근로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 및 보상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다. 작업장 안전 만족도에는 의복(β=-.21), 문화 차이(β=.20), 날씨 적응(β

=-.19), 물가(β=.18), 무시 및 편견(β=-.17), 숙소(β=-.17)변인만이 순차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의복·날씨 적응·무시 및 편견·숙소에 대한 애로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 

차이·물가에 대한 애로 수준이 높을수록 작업장 안전 만족도가 높았다. 고용기간 보장 

만족도에는 날씨 적응(β= -.22), 무시 및 편견(β=-.20), 성별(β=.18), 건강(β=-.18), 문화 차

이(β=.15), 사업장 변경 이유(β=.13), 연령(β=-.12)변인만이 순차적으로 유의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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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날씨 적응·무시 및 편견·건강에 따른 애로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보다 남성

이, 문화 차이에 따른 애로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 변경을 고려하는 주요 원인이 임

금 문제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기간 보장 만족도가 높았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인지하는 작업량, 임금 및 보

상, 작업장 안전도, 고용기간 보장에 따른 직무 환경 만족도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나 사업장 변경 사유 변인 보다 날씨 적응, 무시 및 편견, 물가, 음식 등과 같은 생활 

애로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언어 소통 애로 수준, 학력수준, 출신국가 변

인의 영향력은 모든 영역의 직무만족도에 무의미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들의 일상생활 적응이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Malek 외(2015)8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인 반면 Takeuchi 외(2002)9의 주장과는 부분적으로 불일치

한 결과이다. 또한 매슬로우(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에 비추어 볼 때 생리적 또는 

존중의 욕구와 직결되는 날씨 적응, 무시 및 편견, 음식, 의복, 숙소와 같은 요인은 직

무 환경만족도와 부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거시 사회적으로 당연히 존재

하는 문화 차이나 물가 차이 특성은 일부 직무 환경 만족도의 영역에 따라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양상이었는데, 문화나 물가차이에 대한 인지가 크면 임금이나 작업

량의 상대적 가치인식이 상승하게 된데서 비롯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8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적응능력의 향상은 그들의 직무수행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lek 외, 2015).

9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언어의 유창성, 사전 지식, 소통의지와 같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어유창성은 일상직무 적응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사전지식도 일상생활과 직무 적응 모두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소통의지는 상호작
용적 적응에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Takeuchi 외, 2002).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애로와 직무 환경만족도의 관계 분석 117



  제39권 제4호118

  둘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인지하는 작업량, 임금 및 보상, 작업장 안전, 고용

기간 보장에 따른 직무 환경 만족도에 날씨 적응 애로 수준이 유의하면서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하였다. 즉 날씨 적응 애로 수준이 높을수록 4가지 영역의 직무 환경 만족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아열대성 기후대에서 생활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4계절 변화 특히 겨울철의 혹한기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장 안전도에 의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는 4계절 날씨

변화에 따른 옷차림이 직무 환경 안전 및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의 애로를 해결하고 직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 애로 및 직무 환경 실

태, 생활 애로 수준과 직무 환경 만족도 상관성, 직무 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며 제언하면,

  첫째, <표 15>에 의하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인지하는 작업량, 임금 및 보상, 

작업장 안전, 고용기간 보장에 따른 직무 환경 만족도에 날씨 적응 애로 수준이 유의하

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 아열대성 기후대에서 생활해 온 외

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4계절 변화 특히 겨울철의 혹한기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

경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4계절 변

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의복 및 체온을 관리해 갈 수 있도록 가이드 북을 개발하여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Pinder 외(1987)는 새로운 외국

의 환경에 놓이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현지정착에 필요한 주거, 교통수단, 은행 및 

병원 등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 아니

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적응을 촉진시키게 된다고 주장(최윤호 2012, 재인용)했는데, 

이와 같은 가이드 북에는 교통 서비스, 한국의 화폐와 물가, 한국의 명절과 생활 문화, 

농작업 환경과 건강 관리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러한 가이드 북 제공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또는 이직하려는 동기 및 생활

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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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표 15>에 의하면 작업장 안전도에는 의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장이 농작업 환경의 재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로, 농업 분야별로 적절한 농작업복을 착용토록 가이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표 15>에 의하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인지하는 임금 및 보상, 작업장 

안전도, 고용기간 보장에 따른 직무 환경 만족도에는 무시 및 편견 생활 애로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표 11>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문화 및 관계 이해에 

대한 취업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네팔·중국 출신 근로

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에 의하면 상호간의 접촉이 늘어

나면 편견이 제거되며, 이러한 효과는 좋은 접촉이 이루어 질 때 효율적이라고 주장된

다(추병완, 2011). 따라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시 및 편견 인지도를 낮추고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 교육과

정에 고용인과의 친교 시간을 개설하고, 동시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기초 소양 교육

의 차원에서 인종 차별이나 편견을 개선하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표 9>에 의하면 농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및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임금 문제였다. <표 15>에 의하면 날씨 적응, 무시 

및 편견 생활 애로 변인 이외에도 여성 보다 남성 근로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 및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 고용 농가 차원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

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문화나 예절을 이해하거나, 이들을 관리하는 기법을 교

육하는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 32.7%가 

고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1%가 문화 차이 특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연구 결과(양순미 2014)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언어 소통 애로가 모든 영역의 직무 환경 만족도에 유의하게 작용하진 않으

나, <표 7>에 의하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지하는 생활 애로 수준

은 언어 소통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Takeuchi 외(2002)의 주장이나 양순미

(2014)10의 주장에 비추어, 외국인 취업 교육 중 한국어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한

10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취업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대상 취업교육에 대한 강화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중 56.5%는 취업 교육 내용중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12.4%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9.5%는 농업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것으로 요구하였다(양순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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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공부를 위한 다양한 사이트와 방법을 소개하거나, 각종 교재 자료들을 한국어와 

병행한 다국어 번역물로 개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농촌사회의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농업생산력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 및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가 전 세계의 혁신적이고 정력적인 사람들

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데서 비롯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사회도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노동 이민에 의한 노동력 유입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사업장 변경 고려 이유 · 9개 영역의 생활 애로 변인이 직무 환경만

족도에 작용하는 특성을 규명하여, Malek 외(2015)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을 완화하는 방안을 경험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고용 업체 및 

고용자와 근로자를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탈 의도에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이탈 현상을 직

접 규명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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