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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농업 고용환경을 변화시키며
농업부문의 노동력 초과수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 고용
인력 유입 정책을 국내 고용인력 유입 정책과 함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가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
제도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
과 미등록 외국인력 부문을 함께 검토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현장과 제도 사
이의 간극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제시가 필요
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
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통계청 자료 분석은 물론, 데이터가 부재한 부분은 농
업인(작물재배업, 축산업), 사설인력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보완하였다. 추
가적으로 농업인 심층면담을 통해 현장의견을 담았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조사·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 추진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용노
동부 등 범부처 차원의 폭넓은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가 농업이 안고 있는 농
업 노동력 문제와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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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농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이제 흔히 볼 수 있지만, 농업 일손이 부족하다는 기
사도 자주 보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렵
다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농가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 심화가 농업 고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 노동력 총량이 감소하고, 특성이 변화하
며, 농가 규모에 따른 노동력 투입 형태의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농업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인 유입,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의 내국인 농업 고용인력 유입 정
책과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유입 정책을 병
행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농업
노동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 체류 및 취업 상태의 미등록 외
국인근로자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 및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고용체계가
공존하는 농업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밀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
중 및 경로, 고용 형태, 근로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농
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할 중장기적 정책 방향
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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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
였다.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등 다양한 2차 통계자료와 계량모형을 이용
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및 결정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 통계자료에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할 목적으로 엄진
영 외(2018)에 이용되었던 설문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리고 2차 통계자
료와 2018년 설문조사 자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농업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KREI 현지통신원과 인력소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와 인력소개소
담당자 등을 심층면접하여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었던 미
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및 실태, 현장과 제도와의 괴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외의 외국인 인력 정책을 사례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적용
할 가능성 및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서술하고 외국인력 고용과 내국
인 고용 간의 관계, 국내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례 및 법제 등을 분석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농업, 외국인근로자,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
로자제의 운용 원리와 제도별 체류 자격 및 요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1
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와 장기체류 계절근로
비자(E-8)를 소개하여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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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분석하고 2010년 및 2015년 농업총조사 등 2차 통계자료 분석를 통해 작물재
배업과 축산업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작물재배
업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및 2020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등록 및 미등록 농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시기, 근로시간, 임금 등 농업 현장의 외국인근로
자 고용 조건 및 경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비
공식적 경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성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
업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공급 방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제4장에서는 2018년 및 2020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 이외의 방법으로 농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농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요가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본 원인이며, 작물재배업과 축
산업 모두 농업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농업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농업 현장의 탄력
적인 외국인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공급측면에서 농업부문 작업
장의 근로 조건과 이탈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제도적으
로 고용인력 정책 수립과 전달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
농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 비일관적인 불법체류 단속 정
책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v

○ 제5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EU, 일본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
용의 역사와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 외국
인근로자 고용에 적용될 정책적 함의를 찾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6장에서는 제1장~제5장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 비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및 수요가 존재하며 이러한 농업시장 실패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의 제도로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
계와 운영 필요, ②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③ 시·군 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④ 농업 근로환경 개선,
⑤ 다양한 불법 체류 관리 정책 필요를 제시하였다. 덧붙여, 각 정책 방향에 부
합한 세부 정책 방안들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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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Tasks for Foreign Worker Employment ami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mployment Environment
Background and Purpose

○ Although foreign workers are commonly seen in rural areas,
newspapers still report that agricultural labor is in shortage. They say
that it is not easy to find foreign workers in rural areas due to
COVID-19.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aging
in rural areas also affect the agricultural employment environment.
The total amount of agricultural labor force has decreased and the
characteristics have changed. Also, there has been a difference in the
type of labor input depending on the size of farm households. In
respon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policies to increase domestic agricultural workforce, such as
attracting returning farmers and fostering young farmers; and policies
to induce foreign agricultural worker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easonal employment. Al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seasonal labor
program were implemented nationwide, excessive demand for
agricultural labor continues, and the employment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in illegal stay is prevalent. In order to precisely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labor market, in which foreign
workers are hired both legally and illegally,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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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undocument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presented problems of the current employmen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mid- to
long-term policy directions to tackle them.
Research Methodology

○ We reviewed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prepared improvement measures by referring to
prior studies at home and abroad related to foreign worker
employ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Using various secondary
statistical data and quantitative models such as the Agricultural
Census and Farmhouse Economy Survey, we analyzed the
employment status and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s and derived
implications. In addit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in the second statistical data and the 2018 survey data, an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agricultural employment market, we
conducted a survey through local KREI correspondents and human
resource agencies. In add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armers currently hiring foreign workers and personnel in charge of
the labor force management, we investigated the employment routes
and conditions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which could not be
identified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surveys, and the gap between
the actual situation and the system. In addition, the feasibility of
applying it to Korea’s agricultural sector were exam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workforce policies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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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and reviews the prior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employment, employment
cases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t home and abroad, and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chapter sets the scope of agriculture, foreign
workers, and regions discussed in this study. It also explains the 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 Chapter 2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ers by referring to
the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Regard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
analyze the principle of operat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seasonal labor system, and the status of residence and
requirements for each system. In particular, we deal with the
Foreigner Skill Point Visa (E-7-4) and the Long-stay Seasonal Work
Visa (E-8), which have been in force since January 2018, to find out
the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system.
○ Chapter 3 analyzes the size of foreign workers introduc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seasonal labor system, and
examines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by item in crop
cultivation and the livestock industry through secondary statistical
data analysis such as the 2010 and 2015 Census of Agriculture. In
addition, using the 2018 and 2020 surveys that targeted crop and
livestock farmers, the chapter analyzes the employment status of

ix

registered and unregistered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farm workforce amid the pandemic. Also,
the chapter covers employment conditions and routes of foreign
workers, including the employment period, working hours, and
wages. Our analysis result confirms that both the crop cultivation and
livestock industries employ foreign workers through informal
channels and that COVID-19 has made it difficult to hire foreign
workers as well as Koreans. In addition, our analysis confirms that the
method of supplying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operating as a system.
○ Chapter 4, using the 2018 and 2020 survey data, analyzes the causes
of hiring foreign agricultural workers through methods other tha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easonal labor system and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The chapter confirms that the
excess demand in the agricultural labor market is the root cause of
hiring foreign workers through methods other than the legal systems,
and both crop cultivation and livestock industries are experiencing a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 Specifically, in terms of demand for
agricultural labo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easonal labor
restrictions do not reflect the flexible demand for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al fields. In terms of supply, the working conditions and
measures to prevent employee churn are insufficient. Issues causing
these problems are the absence of a control tower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workforce employment
policies, policies that fail to meet the demand in agricultural fields,
and inconsistent crackdown measures against the illegal stay.
x

○ Chapter 5 analyzes the history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U.S., Canada, Australia, the U.K., the E.U.,
and Japan, as well as the current system, to find and offer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s agricultural sector.
○ Chapter 6, based on the discussions from Chapters 1 to 5, presents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o utilize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efficiently. The existence of informal supply and
demand for foreign workers in the sector, and the continued failure in
the agricultural market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a short supply for agricultural workforce in the current system.
Policy directions to overcome the failure are as follows: I) devise a
foreign worker employment system customized for agricultural item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farm households, II) establish
a policy for agricultural worker employment and build a transfer
system, III) pursue workforce matching for domestic and foreigners
in cities and counties and encourage labor exchanges among human
resource centers, IV) improve the agricultural working environment,
and V) set up policies to control foreign workers’ illegal stay.
Besides, Chapter 6 presents detailed policy measures in line with the
policy directions discuss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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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여 년 동안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점차 높아져 왔다. 또한, 고용노동력도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9년 3,117
천 명에서 2018년 2,315천 명(연평균 2.6%감소)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농가
당 가구원 수는 2.6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가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08년
34.2%에서 2018년 44.7%로 10.5%p 상승하였다. 고용노동력은 2006년 6월 196천
명에서 2014년 6월 144천 명(연평균 3.6%감소)으로 감소하였다. 참고로 같은 기간
가족노동력은 1,628천 명에서 1,101천 명(연평균 2.7%감소)으로 감소했다.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농업 고용환경을 변화시켜 오고 있다.
고용환경 변화는 첫째, 농업노동력 풀(pool) 자체의 감소와 둘째, 농업노동력 내의
노동력 특성(characteristics) 변화, 셋째, 농가 규모에 따른 노동력 투입 형태 차이
를 가져온다. 농가의 가구원 수 감소와 고령화는 고용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
시켰지만, 일용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노동력과 가족노동력 모두 감소
하고 있어, 농업노동력 풀(pool) 자체가 감소하였다. 농업노동력 특성
(characteristics) 변화는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엮여, 내국인 중·고령 여성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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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증가와 고령 노동력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과 연관된다. 고용노동력 투
입시간에서 2017년 여성의 투입시간 비중은 72.7%, 일손돕기와 같은 전통적 노동
력 공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0.4%다. 또한 여성고용노동력 중 50대 여
성농업인의 평균 노동 투입시간이 농가당 평균 243시간으로 가장 높고, 농가 경영
주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32.7%에서 2018년 60.3%로 급증하였다. 이에 반
해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농가 수는 33천 호에서 8천 호까지 감소하였다(엄진영
외 2018).
농업총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고용노동력 투입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대규모
농가일수록 고용노동력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농업부문의 인
력 공급 부족 문제와 연결된다. 인력 공급 부족 문제는 내부 노동력 공급 유입이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 인력 유입의 대표적인
형태는 귀농인 유입과 청년농업인 유입이다. 귀농인의 경우, 2013년 10,312명에
서 2017년 12,76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유입 자체가 감소
된 농업노동력을 충당할 정도로 크지 않고, 그리고 고용노동력으로서 고용되는
인력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농업부문의 부족한 인력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실제로 농가들의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엄진영 외(2018) 연구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의 인력 부족율은 평균
27.3%, 축산업은 평균 5.7%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력의 초과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고용인력 유입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함께 외부 고용인력 유입 증가 정책도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내부
고용인력 유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앞서 언급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을 고용노
동력으로 고용하는 방안과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를 연결해 주는(matching)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 외부 고용인력 유입 증가 정책은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한
노동력을 외부 인력, 즉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초과 수요를 완화하는 정책인데,
관련 정책은 고용허가제1), 계절근로자제2)가 있다.

1) 고용허가제는 연중고용 대상으로 농업부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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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
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한계
로는 초과수요 문제, 외국인력 고용체계 내의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 문제, 표준근
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계측 문제, 낮은 정책 활용도의 문제, 근무처 추가제도의
낮은 이용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엄진영 외 2017; 엄진영 외 2018). 계절근로자제
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문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
로자 간의 관계 설정 문제, 불법체류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제도화(법적 근거 마련)
방안 마련 필요, 도입절차와 관리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혜경 외 2018).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관련 연구는 합법적 테두리 내의 외국인근로자
에 대한 고용 실태(최서리 외 2013; 엄진영 외 2017)만 제시하거나, 관련 정책의 단
기적 개선 방안만을 제시(엄진영 외 2018; 이혜경 외 2018)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불법체류·불법취업) 고용이 등록 외
국인력 고용을 앞서고 있는 현실이다.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물재배업 290농가의 외국인근
로자 고용 경로는 사설인력소개소 41.0%, 지인의 소개 20.7%, 지역 내 농작업팀
7.9%,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통한 고용이 6.2%로 나타났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한
비율은 18.3%,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0.7%에 그쳤다. 최석현·김재신
(2018) 연구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규모는 전체 3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42.3% 폭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농업부문의 경우,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사설인력소개소, 다문화 이주
민, 농작업팀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공급 경로, 고용 형태 등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농업고용

부문을 포괄한 제도로, 2003년 처음 시행되었다.
2) 계절근로자제는 최소 68일에서 최대 90일(최대 5개월도 가능)까지 외국인근로자를 농번기철에 한시
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농업부문에 한해 운용된다. 2015년 10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본사업
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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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왜곡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문제 중, 현장과 제
도상의 불일치 문제는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근본
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다.

2. 연구목적
농업부문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현장에서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이
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향후 감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는 고용허가제 내에서의 개선,
또는 계절근로자제 내에서의 개선만을 다루고 있어, 농업부문에 미등록 외국인근
로자 고용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과 차이가 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 고용 경로, 고용 형태, 근로환경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단기적 해결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농업인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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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선행연구 검토
3.1.1. 외국인력 고용과 내국인 고용간의 관계 연구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인력 수요가 있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는 외국인력으로 상당수 대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내국인력과 외국
인력 간의 일자리 자원경쟁이 크지 않고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고용 잠식 등의 부
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적인 외국인력 유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한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정아(2019)는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외국인력(E-9, H-2)의 고용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력의 고용이 증가해 내국인력 고용을
잠식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이 증가하여 내국인 고용시장을 잠식한다면,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근로자 해고를 방지하는 등
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찬영(2018)은 2008~2015년 동안 9개 광역시·도의 154개 시·군 지역을 대상
으로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간 고용 관계를 살펴보았고, 시·군 전체로는
외국인과 내국인근로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생산현장 공백의 최소화에 일조한다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시·군 노동시장의 구조 분
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경수(2013)는 숙련도를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 정의하여 숙련수준별 외국인
인력의 공급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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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인 유입은 미숙련 청년층 노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임금과
고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
려 취약 계층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3.2.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관련 연구
3.2.1. 농업부문
농업부문에서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공동화 문제에 의한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력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여 왔다. 따라서 농축산업 분야에 미등록
외국인 고용 문제는 내·외국인력 고용 현실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루
어지고 있다.
정숙정(2019)에 따르면 감·곶감 주산지인 경북 상주시는 지역 내 부족한 가용
인력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민 인력시장과 이
주민 인력시장이 이원화되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력의 수급은
해소되었지만, 차별적 관행도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묵인
을 유지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양순미 외(2018)는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고용 농가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근무지 이탈
과 불법체류로 나타났고, 주요 발생 원인은 비공식 고용알선, 임금문제, 인력수급
불일치 등이었다. 사례조사에 근거하여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분야의 배정 인원

8 |

확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인력 배정 허용 기준 완화, 사업장 의무근로 기간
제도화, 비공식고용 알선을 규제하는 방안 도입 등의 개선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3.2.2. 비농업부문
비농업부문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에 대한 연구는 법적 지위상의 인권문제, 사
회적 차별 등을 다루면서 점진적인 미등록 외국인의 감소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정미(2017)는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의도 정도
와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준거집단의 영향력과 처벌의 엄격성이 불
법체류 의도 정도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의 신뢰성
과 정책 지식·정보 수준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부담
감으로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기범(2017)은 일본의 미등록 외국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관리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자는 한·일 양국이 미등록 외
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혹은 유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치안 문제,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문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법
적 지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조규식·이선희(2017)는 대법원 판례에 따
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노동조
합 설립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합법적 활동도 가능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들의 신분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라고 보았다.
최정호(2016)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는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전제에 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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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다만 강제퇴거가 되면 이들의 단결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를 보완
할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서리 외(2014)는 한국, 유럽, 미국, 일본의 불법체류 관련 정책들의 효과와 부
작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분류하여 관리정책을 입안･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불법 입국한 외국인과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취
업 허가 없이 취업 활동하는 외국인, ② 고용허가제하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③ 장기불법체류 외국인, ④ 난민 인정 거부자, ⑤ 불법체류 외국국
적 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한 정부 정책 제안이 있었다.
노재철(2010)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현
장과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미등록을 포함한 외국
인근로자의 권리실태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법적 신분
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3. 해외 사례 관련 연구
해외 사례연구는 우리와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미등록 외국인 등
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독일의 사례가 중심이
된다.
김명중(2015)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은 연구자, 기술자 등 전문인력에 한해 외국
인 수용을 허가해 왔지만, 최근 규제완화에 의해 개호(돌봄)나 가사서비스 분야에
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들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의 개호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
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문제를 겪는 한국도 일본
의 법안 개정 등의 사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학춘(2011)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역사가 짧아, 이주자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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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 교육 문제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독일 외국인력 정
책 사례에서 주요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
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 검토,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중
심의 외국인 구조 개선, 우수인력 확보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 추진, 불법 외국인력
합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이정언(2007)은 독일의 사례를 불법근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측면을 중심
으로 소개하였다. 독일은 자국내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불법근로 및 고용관련 법률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독일 내 외
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완화되지 않자 독일 정부는 불법고용 관행을 심각한 경제범
죄로 정의하고, 강력 대응정책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독일정부는 저임
금·미숙련부문 노동시장과 건설부문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 적발 활동
및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4. 외국인력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
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계속적 고용 문제, 불법체
류, 농업부문의 외국인 인력수급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
구들은 법률 및 제도적 관점에서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노호창(201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쟁점을 검토하고,
이중 핵심인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사용자를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밀한 고용심사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대등한 계약관계 성립에 한
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고용허
가제의 탄력적 운용, 외국인근로자 자발적 귀국지원책의 개발, 사업자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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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 등의 제도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은채·박재영(2019)은 고용허가제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
간 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재
취업 결정 및 제반 규칙개정과 관련해서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기업의 구
조조정과 합리화를 지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준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한 노동시장 테스트 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두년(2014)은 우리나라 농어업인력의 계절적인 집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며, 농어업분야에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외국의 입법 사례
와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근
로인력을 우리 농어업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인력 수요의 예측
과 재외동포 유인방안이 요구되며,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국가를 인력송출국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윤철(2018)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제
를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사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으며, 현행의 고용허
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을 지나치게 경제적, 기능적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김성률·이원식(2017)은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 자격요건과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외국인근
로자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 고용허가제의 인력 송출국과의 협조
방안 마련, 작업장 내 차별 금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체계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남진(2016)은 고용허가제의 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의 이주근
로자 정책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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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과 같은 규정은 ｢대
한민국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지적하였
다. 외국인 장기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를 구별하여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송재일(2016)은 농업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현행 법
제 개선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해외의 농업 근로인력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농
업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초과수요 충족에 미흡하며, 오히려 불법체류자 양산
과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송출국에서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인력에 대한 검증, 농업
부문의 사업장에 대한 재정의, ｢근로기준법｣ 규정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최홍엽(2015)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
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노동
위원회의 사례 검토 및 유형화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무단결근과 이탈 등
의 이유로 인한 고용변동에 대해 현행 판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
하였다.
한인상(2011)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관련 법제를 검토하
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불
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발생 원인 해소, 현재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의 자발적 귀국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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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업부문 관련 제도 연구
3.5.1. 고용허가제
농업부문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은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농
업인력의 수급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 등과 같은 비농업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 유사하게 발견된다. 선행연구들은 농업 및 농업 현장의 인력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고용허가제의 운용현황과 제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연홍·이성순(2019)은 농축산업부문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소규모 농축산업 영세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관
리의 어려움, 이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부재, 체류
지원 인력 부족과 격오지 사업장 종사자의 체류 지원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이 있
는데, 해결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현장컨설팅의 도입의 필요성과 수행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엄진영 외(2017)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허가
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와 정책집행과정을 살펴본 후 제도의 한
계와 미비점을 개선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실태에 관련
된 통계의 미비사항, 농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불일치,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감독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력계획 및 운영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조율의 필요성, 농업노동력 실태에 대한 통계생산방안, 농업부분 외
국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3.5.2. 계절근로자제
계절적 변동이 큰 농업인력 수요의 특성상 장기간 상시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농업 현장의 노동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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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2017년부터 시행된 계절근로자제 도입의 사전적 필요성과
도입 이후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을 다루었다.
최서리·이창원(2016)은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시범사업 중이었던
계절근로자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 계
절근로자제도의 운영상 중요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제의
도입 시기를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계절근로자제가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
업경영체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혜경 외(2018)는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한 실태분석과 향후 확대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병행운
영 방안을 도입허용 분야와 활용기준, 인력의 도입 및 선발 방법, 외국인근로자 체
류 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농업부문에 특화해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외국인근
로자 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부문에 한정하여 관련 제도를 분
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최서리·이창원(2016), 엄진영 외(2017, 2018),
이혜경 외(2018), 김연홍 외(2019), 정숙정(2019) 등에 불과하며, 최근에서야 논의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경우,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연구는 정숙정(2019)의 연구가 유일한데 상주시의 감 작업에 투입되는 미
등록 외국인 고용 실태만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고용
의 문제를 농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고용 실태 및 경로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고용 실태가 정책의 미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책은 갖추어졌으나 다른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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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의 틀에서 농업부문
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보다 통합적이고 긴 안목을 가지고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활용 실태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수, 외국인근
로자 근로환경, 고용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둘째,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 공급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인력 부족 문제와 함
께 내국인의 유입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이를 다시 수요자 측면에서, 외국인근로
자 측면에서,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
4.1. 농업의 범위
2003년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은 농작물재
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농업”은 현행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되고, 고용노동력 투입이 높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으로 한정된다.

4.2.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농업부문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 방법에 따라 합법체류자와 미등록 외국인
으로 나눌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은 위장입국자3), 불법잠입자4), 체류 기간 경과

3)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정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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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 체류자격 외 활동자6), 소정의 의무 혹은 준수사항 위반자7) 유형으로 구분된
다(이정미 2017). 따라서 체류 자격에 따라 합법체류자와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칭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에서 입국하여 작물재배업과 축산업부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합법체류
자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불법취업)을 모두 포함한다.

4.3. 지역의 범위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는 도시 및 농촌지역 농업에서 모두 종사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에 초점을 두므로 지역 구분을 따로 두지 않는다.

여권상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 등으로 여권이나
사증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자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상적인 출입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를 일컫
는 용어로서, 도피 혹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이용한 밀항을 통해 관계기관이 모르게 상륙하
여 잠입하는 자
5)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허가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
6)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사증 혹은 거류신고증상에 기재된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에 종
사하는 자
7) 법령에 정한 등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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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5.1. 주요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기존의 외
국인근로자 연구와 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 결과와 쟁
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실태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통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
와 특징, 각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 불법체류 외국인 수 등을 행정자료 등을 통해
서술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취업 체류 자격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농업부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2020
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연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첫 번째로 농업부문의 외국인근로자 수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
다. 행정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가 아니고, 각 작물별
로 근로자 고용 비중이 어떠한지 나와 있지 않아, 2차 통계자료 중 외국인 고용자
수를 유일하게 조사한 농업총조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을 분석하
였다. 2015년 자료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자료이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합법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작물재배업 402농가, 축산업 14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농가들의 제도권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제도권 외국인(미등록 외국
인) 근로자 고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 시기, 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외국인근
로자 고용 경로 등을 조사하여 농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더불어 농가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세세하
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비공식적 경로
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성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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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외국인근
로자 공급방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의 장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이외의 방법으로 농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현 제도의 한계
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원인은 무엇보다도 농업 노
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일손부족과 내국인들이 농업부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수요가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고, 농가들은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함을 밝혔다. 더불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농업 현장의 탄
력적인 외국인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공급측면에서 농업부문 작업
장의 근로조건과 이탈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제도적으로
고용인력 정책 수립과 전달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 농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 비일관적인 불법체류 단속 정책이 문
제로 지적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5장에
서는 해외사례를 풍부하게 담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사례를 담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부문의 단기 고용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일본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 조사한 해외 정책 분석 결과를 마지막 장에서 정책 제언에 참고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분석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 비공식적인 외
국인근로자 공급 및 수요가 존재하며 이러한 농업시장 실패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의 제도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
영 필요, ②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③ 시·군 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④ 농업 근로환경 개선, ⑤ 다양한 불법
체류 관리 정책 필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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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되었던 쟁점과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및 농업인력 분석을 목적으로 행정자료, 2차 통계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행정자료와 2차 통계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
사, 고용허가제 조사 자료, 계절근로자제 조사 자료,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자료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분석하고자 한 내용에 부합한 통계자료는 별로 없어,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통계자료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2차 통계자료의 내용과 장·단점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활용 가능 통계 내용과 장·단점
통계명

경제활동
인구조사

수집
주체

공개
여부

통계청

산업
대분류
까지만
공개

1986~
2019

- 월별, 연간 국내 농업 노동력 변
화 파악 가능

- 농업면적, 작목 등 농업 관련 정
보와 농업고용(상시, 임시) 간의
개략적 관계 파악 가능
- 외국인 상시, 임시 고용 파악 가능
- 영농형태별, 영농작업별, 면적
별 등 농가단위 노동 투입시간
파악 가능

연도

농업
총조사

통계청

공개

2000~
2015

농가경제
조사

통계청

공개

2003~
2018

고용
허가제
조사

고용
노동부,
법무부,
농협

계절근로
법무부
자제 자료
출입국·외
국인정책 법무부
통계월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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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비공개

-

공개

-

장점

단점
- 농업, 임업, 어업 분리 불가능
- 표본에서 농업부문에 포함된 내
국인, 외국인 구분 불가능, 외국
인 포함 비율은 매우 미미할 것
으로 유추
- 영농형태 분석 불가능
- 월별, 연간 농업 노동력 파악
불가능
- 외국인근로자 관련 통계는
2010년, 2015년에만 있음.
- 임시, 상시근로자별 노동시간
파악 불가능
- 외국인근로자 불포함
- 영농형태별 정확한 노동시간
파악 불가능

- 농업부문 E-9과 H-2입국 외국
인근로자 수요(신청건수), 쿼터 - 불법체류자 파악 불가능
공급 인원 파악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자료
-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배분 현황
제한적
파악 가능(농협 내부자료)
- 계절근로자제 시행 지자체별 신
청건수, 배정품목, 배정인원 등
- 외국인근로자 전체 현황 파악 - 농업부문의 자료 분리가 가능한
가능
지 확인 필요

위의 통계자료들이 농업부문에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를 충분
히 담고 있지 못하므로,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자료를 일
차적으로 분석하고, 2018년 자료에 미흡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농가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은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외국인근로자 인권 활동가, 관련 전문가, 사설인력 알선업체 운영자
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과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
로자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한 위탁연구
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비공식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완화할 정책 방안 및 방안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검증한 후, 제시하였다.
주요 장과 주요 연구 방법을 연결한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 방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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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의 연혁과 변화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의
연혁과 변화

1.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 체류 개요
1.1. 전체 외국인 체류 현황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급증
하고 있다. 2005년 747,467명에서 2019년 2,524,656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2
월 기준 2,271,372명이다. 체류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총 체류자 대비 불법
체류자 비중은 2005년 27.3%에서 2007년 21.0%, 2015년에는 10.2%까지 감소하
였으나 2017년 11.5%로 반등하면서 2020년 2월 기준 17.4%까지 증가하였다. 불
법체류자 수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17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20만
명대에서 2018년 35만 명으로 증가한 현상은 불법체류 단속 강화와 연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라 범정부적 불법체
류 관리체계를 추진하여 불법체류 단속 집행을 본격화하고, 2015년 연중 상시단
속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2016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
류 외국인을 입국 금지를 면제하였고, 2017년 7월 10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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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하였다. 불법체류자 수를 낮추기 위
해 정부는 단속과 본국 귀환 등의 정책을 활용하였다.
<표 2-1> 외국인 총 체류자와 불법체류자(2005~2019년)
연도

총 체류자(명)

불법체류자(명)

붑법체류율(%)

2005

747,467

204,254

27.3

2006

910,149

211,988

23.3

2007

1,066,273

223,464

21.0

2008

1,158,866

200,489

17.3

2009

1,168,477

177,955

15.2

2010

1,261,415

168,515

13.4

2011

1,395,077

167,780

12.0

2012

1,445,103

177,854

12.3

2013

1,576,034

183,106

11.6

2014

1,797,618

208,778

11.6

2015

1,899,519

214,168

11.3

2016

2,049,441

208,971

10.2

2017

2,180,498

251,041

11.5

2018

2,367,607

355,126

15.0

2019

2,524,656

390,281

15.5

2020년 2월

2,271,372

394,368

17.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2월호.

1.2. 외국인 취업 체류 자격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야 가능하며, 외국인의 취업 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
정된다.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현재 17개이다. 17개의 체류 자격은 우선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의 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 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
(F-5),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는 체류
자격은 위의 자격을 제외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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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이다.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일 경우,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 관광취업(H-1)의 경우는 관
광이 주목적이어야 하고,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는 경우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지정근무처 근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E-1부터 E-7까지는 소위 전문인력
으로 분류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농업부문에서 외국인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원칙상 F-2, F-4, F-5, F-6, E-9, H-1, H-2, C-4, E-8이다. 그러나 E-9, H-2,
C-4(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 E-8의 취업 체류 자격자를 제외한 다른 취업
체류 자격자들은 대부분 농업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위의 체류 자격 중, 농업
부문에 한정하여 특별히 신설된 취업 체류 자격은 E-8(계절근로자 장기체류)이
다.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외
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시행되지 못하였다.
E-8을 제외한 E-9, H-2, C-4 취업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부문에
서 근무하고 있는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이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취업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법률에 규정된 취업 체류 자격에 따라 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는 취업 활동과 근무처에 제한이 있다. 2018년부터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
(H-2) 비자로 농업부문에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자
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체류 기간으로 구분하면, 고용허가제(E-9, H-2)는 장기체류, 즉 1년 이상 고용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절근로자제(C-4, E-8)는 1년 미만의 고용을 의미한다. C-4
는 최장 3개월, E-8은 최장 5개월 고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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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취업 체류 자격 분류
취업 활동 제한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있음.

비자 종류

비자 명칭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E-10

선원취업

H-1

관광취업

C-4

단기취업(계절근로자)

E-8
(신설)

계절근로자 장기(5개월)체류

근무처 제한 여부

근무처 제한 없음.
전문
인력

장기
체류*
단순
기능
인력

근무처 제한 있음.
단기
체류*

주: 장기체류는 1년 이상, 단기체류는 1년 이하를 의미함.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
3&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20. 9. 3.).

1.3. 외국인 취업 체류 자격별 체류자 현황
취업 체류 자격에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는 취업 체류 자격별 체류자 수 현황
을 살펴보았다. 전문인력보다는 단순기능인력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전문인력
체류자 수는 2019년 기준 총 46,581명인 것에 반해, 단순기능인력 체류자 수는
520,680명이다. 단순기능인력 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취업 체류 자격은 비
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이다. 2019년 기준, 비전문취업(E-9) 체류자 수는
276,755명이었고, 방문취업(H-2) 체류자 수는 226,322명이다. 계절근로자제와
관련된 단기취업(C-4) 체류자 수는 같은 기간 1,6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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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체류 자격별 ‘불법체류자’8) 현황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특정활동(E-7) 순서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율9)’을 기준으로 하면,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비전문취업(E-9), 특
정활동(E-7) 순서이다.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과 연결되는 체류자격인 C-4 비자 체류자 수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약 10.2%이고, 마찬가지로 E-9은 16.7%, H-2는 1.0%로
나타났다. 물론 이의 수치는 농업부문에 한정된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을 비교하면, E-9비자 체류자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2-3>. H-2는 2.8%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E-9비자 체류자의 높은 비율은 체류자 중, E-9체류자 수가 다른 체류자격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H-2 체류자들의
경우 E-9과 비슷한 숫자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낮아, 체류자격자들의 수가
많아 불법체류율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표 2-3>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2018년)
구분

비전문
(E-9)

일반연수 선원취업
(D-4)
(E-10)

거주
(F-2)

방문동거
(F-1)

방문취업
(H-2)

유학
(D-2)

기타

계

명

46,142

11,675

5,689

2,631

3,072

2,177

1,357

17,324

90,067

%

51.2

13.0

6.3

2.9

3.4

2.4

1.5

19.2

100

자료: 법무부(2019: 83).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8) 법무부 출입국 관련 통계 분류 용어에 따라 ‘불법체류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불법체류자’는 비합
법외국인과 동일한 개념이다.
9) ‘불법체류율’=각 취업 체류 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수/각 취업 체류 자격별 체류 외국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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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연혁과 소개
2.1. 단순기능인력 고용 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포함한 단순기능인력 고용과 관련
한 제도는 1991년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가 처음 시작이다. 이후 외국인 산업연
수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송출금액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불법체류의 증가, 연수생들의 열악한 임금
과 노동환경, 중소기업 3D업종의 극심한 인력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고용허가제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200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
국인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6년까지 산업연수
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2007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
하고 고용허가제로 통일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품목 중, 시설원예와 작물재배업
(채소, 과수 등)에서 농번기와 농한기의 업무량 차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농업부문에 한해 근무처
추가제도를 실시하였다. 고용허가제 내에 근무처 추가제도를 추가적으로 실시하
였지만, 연중고용이 원칙인 고용허가제는 일부 농가의 인력 수요에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에 계절적 인력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계절근로자제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 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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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국인 단순인력 고용 관련 제도 변천 과정
시기(년도)

내용

1991

-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실시

1993

-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1995

-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2000

- 연수취업제(연수 2년 + 취업 1년) 도입

2002

- 연수취업 기간 확대(02. 4. 17. 이전 입국자는 2+1년, 이후 입국자는 1+2년)
-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 마련(연수생· 연수취업자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
- 이재정의원 등 33인｢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안)｣국회 제출
-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시행

2003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 입장 확정 ·발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 2003년 3월 31일 기준 국내체류 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외국인(227천명)에 대하여 합법화조치
시행

2004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송출국가와의 협의대상을 구체화)
- 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 입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개최

20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근거규정 마련, 재취업 제
한 기간 단축, 고용특례자에 대한 취업 허용업종 확대 등)

20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의 취업 관련 절
차 정비

200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
계약 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
- 2009년 7월, 고용허가제하에서 농업부문에 한해 근무처 추가제도 실시

20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성실 근로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확대 등)

201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한국어능력시험 수수료 징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201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농업, 축산업 표준근
로계약서 신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차등화, 적극적 구인노력 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시범 실시(괴산, 보은)

2016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4개 지역 확대(양구, 괴산, 보은, 단양)

2017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국 지역 확대 실시

2018

- 특정활동(E-7)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뿌리산업,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과 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2018년 1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시행)

2019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2월 24일 이후부터 농어업부문에서 최대 5개월까지
체류·고용 가능한 계절근로자제 장기체류자격 신설)

자료: 이혜경 외(2018); 한국고용정보원 EPS 시스템 자료 및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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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소개
2.2.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부문 모두를 포괄한다.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로, 취업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숙련근
로자 확보 차원에서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이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의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통해,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신청할 경우, 출국 후 3개월 이내(2020년 1개월 이내로 변경 예정)에 재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으로 구분된다. H-2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사증인 H-2를 발급받거나, 국내에 친척방
문(F-1-4)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가 H-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 사업
체에 취업하게 된다. E-9은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어시험 등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증이다.
2018년 법무부는 해당 부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뿌리산업, 중소 제조업, 농
축산업과 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9,
E-10, H-2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대상이고, 숙련도를 포함한 항
목에서 일정 자격요건(점수)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는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를 배정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2-5>와 같다. 고용허용기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고, 부문별 외국인근로자 수는 각 부문별 인력 부족
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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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영농규모별･품목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기준
업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시설원예·특작

4,000∼6,499

시설버섯

1,000∼1,6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5,900 이상

작물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과수
재배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업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60,00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소

1,400∼2,399

2,400∼4,399

한육우

3,000∼4,999

5,000∼8,999

돼지

1,000∼1,999

2,000∼3,999

말·엘크
양계
기타축산

3,100∼4,499

21,500 이상

4,500∼5,899

축산
업

1,700∼3,099

4,400∼6,399

90,000 이상
1,250 이상

6,400∼8,399

8,400 이상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내국인 피보험자
축산 관련 서비스업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51∼100인
100인 이상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8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인 이하

2인 이하

3인 이하

3인 이하

4인 이하

주 1) 영농규모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함.
2)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3)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4)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5)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6)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7)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내국인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자료: 엄진영 외(2017: 41).

2.2.2. 계절근로자제
계절근로자제는 농업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처럼 다른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도입 규모가 결정되진 않는다. 계절근로자제는 농업부문 임시근로자의 인력 부족
에 적절히 대응하되, 국내 노동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 규
모를 결정한다. 고용허가제처럼 허용품목과 규모에 따라 개별 농가당 고용허용기
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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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허용인원
재배면적

영농규모별(기준: ㎡)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2,600 미만

2,600 ~ 3,900

3,900 초과

② 버섯*

5,200 미만

5,200 ~ 10,400

10,400 초과

③ 과수

16,000 미만

16,000 ~ 24,000

24,000 초과

④ 인삼, 일반채소

12,000 미만

12,000 ~ 18,000

18,000 초과

⑤ 종묘재배
⑥ 기타원예·특작
⑦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허용인원

350 미만

350 ~ 650

650 초과

7,800 미만

7,800 ~ 11,700

11,700 초과

50,000 미만

50,000 ~ 300,000

300,000 초과

2명 이하

3명

4명

자료: 이혜경 외(2018: 15).

계절근로자제는 C-4(단기취업비자)과 E-8(장기체류자격 계절근로 비자)로 구
분된다. C-4비자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소 68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해당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E-8은 취업 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2019년 12월부터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계절근로자제의 도입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에서 C-4 또는 E-8 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어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하여 국내에 유입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근로자 모집
형태는 다양하고,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고 다음의 모집형태 중 단수 또는 복수의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제의 모집형태는 (1) 해외국의 지자체와 MOU
를 맺어 모집하거나 (2)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 (3)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 한국 내 체류 방문가족을 고용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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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1. 제도, 통계, 현장을 통해 본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수
1.1. 제도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자 수
고용허가제는 매년 각 부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공
급량(Quota)이 결정된다. 2003년 고용허가제는 처음 시작되었으나 산업연수생
제도와 함께 시행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고용허가제 E-9 도입 규모(Quota)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하였고, E-9의 전체 도입 규모 대비 농축산업부문 비중은 6.7%에서 11.5%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대략 6천~7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1>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
단위: 명, %
구분
합계
농축산업
비중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4,788 38,481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9,822 50,837 53,855 51,365
2,333

3,079

4,557

4,931

5,641

6,047

5,949

7,018

6,855

6.7

8.0

9.3

9.2

9.6

11.7

11.7

11.7

13.5

5,820 5,887
10.8

11.5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허가제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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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9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 6,504명에서 2019년 31,378명으
로 연평균 29.9% 증가하였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가 연평균 1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농업부문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농업부문 E-9 외국인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32.8%로 2008년 26.5%와
비교할 때, 6.3%p 증가하였으나 대략 3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부문 근로자 대부분은 E-9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이다. E-9 체류자격의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기준, 31,378명으로 나타났다.

<표 3-2>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A)

남성

여성(B)

여성 비율(B/A, %)

2007

6,504

-

-

-

2008

6,778

4,982

1,796

26.5

2009

7,896

5,753

2,143

27.1

2010

9,849

7,107

2,742

27.8

2011

13,487

9,550

3,937

29.2

2012

16,484

11,507

4,977

30.2

2014

23,687

16,335

7,352

31.0

2015

25,428

17,261

8,167

32.1

2016

27,984

18,676

9,308

33.3

2017

30,582

20,255

10,327

33.8

2018

31,462

20,908

10,554

33.5

2019

31,378

21,088

10,290

32.8

자료: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현황.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된 지역은 경기
도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충남, 경남,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의 경
우,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은 채소류 고용노동 투입
이 집중되는 지역이고, 경상남도는 과수 고용노동 투입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동
시에 경기도는 축산의 고용노동 투입이 집중되는 지역이다(엄진영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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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소류, 과수류, 축산의 고용노동 투입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일부 지역
에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경기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제주도는 고용노동 투입이 집중된 지역이지만, 고용허가
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낮다.
<표 3-3> 농업 고용허가제(E-9) 지역별, 업종별 근무 현황(2019년)
단위: 명, %
구분

비중(%)

구분

경기

인원(명)
9,514

30.3

대구

경남

3,337

10.6

충남

5,217

16.6

경북

2,650

충북

1,751

인원(명)

비중(%)

18

0.1

울산

75

0.2

광주

192

0.6

8.4

강원

1,529

4.9

5.6

제주

1,190

3.8

인천

126

0.4

서울

28

0.1

전남

2,914

9.3

세종

162

0.5

부산

133

0.4

대전

9

0.0

전북

2,533

8.1

합계

31,378

100

자료: 법무부(각 연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현황｣.

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근로자제 C-4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본 사업이 된
2017년 21개 지자체의 1,086명에서 2019년 47개 지자체의 3,612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3-4> 계절근로자제 외국인근로자(C-4) 농업분야 도입 규모
단위: 개(곳),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 지자체 수

1

6

21

42

47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9

200

1,086

2,822

3,612

주: 2015~2018년은 도입 인원 기준, 2019년도는 배정 인원 기준임.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2019년 기준으로 계절근로자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신청 규모는 10개도 47
곳 지자체에서 4,562명이며, 최종 배정 인원은 3,61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도 지역에 1,643명이 배정되었고(45.5%), 다음으로 충청북도(23.1%), 경상북도
(1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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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절근로자제(C-4) 지역별(지자체별) 농업분야 배정 현황(2019년)
단위: 명
구분

강원

경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합

배정
인원

1,643

185

5

833

27

617

19

84

115

84

3,612

%

45.5

5.1

0.1

23.1

0.7

17.1

0.5

2.3

3.2

2.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 12. 16.).

1.2.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본 농업품목별 외국인근로자 수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9년 기준
으로 총 31,378명이었고,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규모는 총
3,612명이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품목별
배정 사항 등은 알 수 없다. 계절근로자제는 시행하는 지역마다 요청한 품목에 대
한 정보는 있지만, 각 품목에 몇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었는지 정확한 자료
가 있지 않다. 품목별로 외국인근로자 수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농업총조사 자
료가 유일하다.
농업총조사 자료에서는 농가의 품목, 내국인 고용자 수, 외국인 고용자 수를 조
사하였다. 농가의 품목은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
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 고용자 수와 외국인
고용자 수는 고용 기간에 따라 2010년부터 조사되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내·
외국인 고용자 수, 6개월 이상 내·외국인 고용자 수로 조사되었다. 농업총조사는 5
년 단위 통계로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도 자료이다.
농업에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0년 3~6개월 고
용 외국인근로자 수는 4,111명에서 2015년 9,992명으로 연평균 28.6% 증가하였
다. 6개월 이상 고용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0년 10,352명에서 2015년 19,432명으
로 연평균 17.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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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6개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인력 대비 4.7%, 6개월이
상 근로자 고용 비중은 16.5%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2015년에는 9.3%, 28.5%로
증가하였다. 2010년 대비 각각 4.6%p, 12%p 증가하였다.
2010년과 2015년에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된
품목은 채소·산나물(노지, 시설)과 축산이었다. 2010년에 3~6개월 미만으로 고용
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고용된 품목은 채소·산나물(시설)로 1,172명이 고용되었
고, 다음으로는 채소·산나물(노지) 품목으로 총 632명이 고용되었다. 6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품목은 축산으로 총 3,549명이었고, 다음으로 채소·산
나물(시설)로 3,137명이었다. 2015년에도 3~6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
이 고용된 품목은 동일하게 채소·산나물(시설, 노지) 품목이었다. 채소·산나물(시
설) 품목에서는 2,667명, 채소·산나물(노지) 품목에서는 1,982명이 고용되었다. 6
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품목은 2010년에는 축산 품목
으로 총 3,549명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채소·산나물(시설)품목으로 총 3,137
명이 고용되었다. 2015년에는 6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품목은 채
소·산나물(시설) 품목으로 총 6,132명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 축산 품목에서
5,279명이 고용되었다.
공통적으로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높은 품목은 축산과 시설작물이
었다. 2010년에는 일부 품목의 시설작물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았으
나, 2015년에는 채소·산나물(시설)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에 3~6개월 외국
인 고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 특용작물·버섯(노지), 축산이었고, 6개월 이상 외국
인 고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축산, 특용작물·버섯(시설), 화초·관상작물(시설)이
었다. 2015년에는 3~6개월 고용 품목에서는 특용작물·버섯(시설), 약용작물, 채
소·산나물(시설), 축산에서, 6개월 이상 외국인 고용 품목에서는 식량작물(시설),
축산, 특용작물·버섯(시설), 화초·관상작물(시설), 채소·산나물(시설)에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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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수(2010년·2015년)
단위: 명, %
3~6개월 고용
품목

내국인 수

논벼(노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특용작물·버섯

2010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노지

내국인 수

외국인 수

외국인
비중

10,299

354

3.3

5,481

324

5.6

3,615

323

8.2

1,929

159

7.6

292

1

0.3

25

2

7.4

노지

13,559

632

4.5

6,341

750

10.6

시설

21,244

1,172

5.2

14,734

3,137

17.6

노지

4,334

334

7.2

2,772

548

16.5
22.7

시설

1,901

79

4.0

2,992

878

노지

16,487

346

2.1

4,803

269

5.3

시설

960

14

1.4

292

16

5.2

노지

981

42

4.1

651

32

4.7
27.3

시설

53

0

0.0

40

15

노지

2,441

70

2.8

1,961

69

3.4

시설

1,922

140

6.8

2,312

574

19.9

노지

193

0

0.0

28

3

9.7

시설

560

0

0.0

451

27

5.6

4,104

604

12.8

7,503

3,549

32.1

총합

82,945

4,111

4.7

52,315

10,352

16.5

논벼(노지)

17,251

1,288

6.9

6,127

1,035

14.5

노지

6,529

414

6.0

2,958

527

15.1

시설

51

2

3.8

16

24

60.0

노지

14,766

1,982

11.8

8,014

2,662

24.9

시설

16,589

2,667

13.9

10,912

6,132

36.0

노지

5,802

720

11.0

3,006

934

23.7

시설

409

132

24.4

1,237

1,134

47.8

노지

24,050

1,479

5.8

6,024

446

6.9

시설

2,636

193

6.8

295

62

17.4

노지

1,464

105

6.7

760

60

7.3

시설

28

6

17.6

55

14

20.3

노지

1,757

81

4.4

1,591

176

10.0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시설

776

103

11.7

783

469

37.5

노지

937

133

12.4

452

133

22.7

998

137

12.1

941

345

26.8

축산

시설

3,508

550

13.6

5,679

5,279

48.2

총합

97,551

9,992

9.3

48,850

19,432

17,251

자료: 통계청(2010, 2015).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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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중

시설

축산

2015

외국인 수

6개월 이상 고용

2010년과 2015년은 고용허가제만 실시되었던 시기이며, 계절근로자제는 아직
본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즉, 장기 취업 체류와 근무처 제한이 있었
던 시점이었음에도 3~6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가 이미 2010년에 4,111명, 2015
년에 9,99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의 제도상으로는 3~6개월 고용이 가능하지
않았다. 더불어 고용허가제의 허용품목에는 논벼와 식량작물은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품목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권 밖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3~6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 및 논벼와 식량작물에서 고용되고 있는 외국
인근로자를 모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6개월 이상 고용하
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
서 2015년 기준으로 농업부문에 고용되고 있는 29,424명 중 몇 명이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인지 알 수 없다. 둘째, 농작업 특성 상, 일용근로자가 전체 고용노동력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10)에서 농업총조사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 근
로자(일일단위 고용 근로자), 1~3개월 고용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관련된 정보를 알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규모에 대한 통계와 이의 추산과 관
련한 조사는 거의 없다. 유일한 연구로 엄진영 외(2018)에서 수행한 농가 대상 설
문조사 결과와 정숙경 외(2019)에서 상주시의 겨울철 감 작업과 관련하여 고용되
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수를 심층면접을 통해 추산한 수치만 있다.
현재의 제도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경우는 계절근로자제와 고용허
가제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
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320농가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한 농가는 22.2%, 계절
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한 농가는 0.6%에 그쳤고, 사설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 비중은 58.8%였다. 다시 말하면, 58.8%에 달하는

10)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기준으로, 농업부문의 고용노동력 중 일용근로자 연간 평균 비중은
59.6%에 달했음.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1달 미만 고용 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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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제도권 밖에서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농업총조사 자료가 유일
하지만, 2015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를
통한 외국인 고용과 미등록 외국인 고용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일용근로
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 분석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을 분석하
려면 기존의 통계로는 한계가 있어, 설문조사와 현장면접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
석하였다.

1.3. 농업 현장을 통해 본 외국인근로자 고용자 수
1.3.1.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생산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64.2%로 대다수
를 차지한다. 설문조사 대상 402농가 중, 2019년 한 해 동안 내국인만 고용한 농가
는 35.8%, 외국인만 고용한 농가는 24.9%,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고용한 농가는
39.3%로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는 64.2%에 이른다.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점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7> 작물재배업: 고용노동력이 있는 농가의 내·외국인 고용 현황
구분

내국인만 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외국인만 고용

내국인+외국인 고용

2018 조사

해당농가 수(비중)
(N=700농가)

410(58.6%)

71(10.1%)

219(31.3%)

2020 조사

해당농가 수(비중)
(N=402농가)

144(35.8%)

100(24.93%)

158(39.3%)

주 1) 2018 설문조사 문항은 최근 1년 동안의 노동력 활용을 질문한 것으로, 2017년과 2018년의 고용 시점을 의미함.
2) 2020 설문조사 문항은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므로, 설문조사 시 2019년 한 해와
코로나 발생 이후를 구분하여 질문함. 따라서 2020년 조사는 2019년 한 해 동안의 노동력 활용을 의미함.
자료: 엄진영 외(2018)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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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를 통해 고용되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11)를 통해 고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는 전체 응답 농가 256농가 중에서, 6농가에 지나지 않는다. 250농가는 고용허가
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외국인만 고용
하고 있는 농가의 85.0%, 내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94.9%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외국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 기준으로 10농가(10.0%),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
두 고용하고 있는 농가 기준으로는 7농가(4.5%)로 나타나, 제도를 통한 고용이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작물재배업: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호, %
구분
2018조사
2020조사

외국인만 고용
내국인+외국인 고용

제도
18(25.4%)

미등록+제도

미등록

8(11.3%)

45(63.4%)

전체 농가 수
71(100%)

20(9.1%)

19(8.7%)

180(82.2%)

219(100%)

외국인만 고용

5(5.0%)

10(10.0%)

85(85.0%)

100(100%)

내국인+외국인 고용

1(0.6%)

7(4.5%)

148(94.9%)

156(100%)

주: 제도권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을 의미하고, 미등록은 고용
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제외한 고용 경로를 이용하여 채용한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엄진영 외(2018)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농가는 일일 고용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계절근로자제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기보다 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비공식적인 경로라 함은 현재의 법률과 제도, 정책에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이 아
닌 이외의 방법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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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작물재배업: 고용 기간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단위: 호, %
구분
일일고용
월고용

제도

미등록+제도

미등록

전체 농가 수

외국인만 고용

0

4(8.7%)

42(91.3%)

46(100%)

내국인+외국인 고용

0

3(3.0%)

98(97.0%)

101(100%)

외국인만 고용

5(9.3%)

6(11.1%)

43(79..6%)

54(100%)

내국인+외국인 고용

1(1.8%)

4(7.3%)

50(90.9%)

55(1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품목별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제도를 통한 고용에서 점차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작물재배업: 품목별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호, %
노지
채소

구분

2018
조사

2020
조사

특용
작물

과수

시설
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합계

제도

0.0

7.7

0.0

22.4

27.3

0.0

37.5

12.8

미등록+제도

6.4

7.7

6.7

10.3

27.3

0.0

18.8

9.4

미등록

93.6

84.6

93.3

67.2

45.5

100.0

43.8

77.8

농가수

47

26

60

116

11

12

16

288

제도

2.8

0.0

0.0

0.0

7.4

0.0

16.7

2.4

미등록+제도

8.3

11.1

6.0

4.8

7.4

0.0

16.7

6.7

미등록

88.9

88.9

94.0

95.2

85.2

100.0

66.7

90.9

농가수

36

9

116

21

54

12

6

254

주: 2020년 결과 값은 중복응답을 포함한 값임. 즉, 복수의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각각의 품목에
계산됨. 참고로, 표본에 포함된 2품목 이상 농가를 제외하고 각각의 품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2품목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3품목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 결
과, 현재의 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의 추세를 바꾸지 않음.
자료: 엄진영 외(2018)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전반적으로 2018년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점차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공
식적 경로를 통한 고용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출입국통계와
농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수는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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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일일 단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외국인 일용근로자 평균
고용자 수를 품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에 따라 구분하면 <표 3-11>과 같다.
노지채소만을 재배하는 농가는 평균적으로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할 때
는 농가 당 최대 15명을 고용하고, 가장 적게 고용할 때는 3~4명을 고용하였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8~15명으로, 내국인 일용근로자는 농가 당 평균 0~3명 수
준이다.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이다.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할 때 평균 2~12명
이었고, 최소 고용인원은 1~7명이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는 1~10명으로, 내국
인 일용근로자는 최대 고용 기준으로 대략 1~2명이었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의 일용근로자 고용인원은 가장 많이 고용할 때는 농가
당 평균 13~14명이었고, 최소로 고용할 때는 4명이었다. 이 중 외국인은 평균
10~11명을 고용하였다. 내국인근로자 고용자 수는 약 1~3명이다.
시설원예를 재배하는 농가는 가장 많이 고용할 때 7명, 가장 적게는 4명을 고용
하였고, 이 중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4명을 고용하였다. 시설원예는 일반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임시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고용 수요가 있는 품목이지만, 농번기 일
용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훼품목의 농가는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할 때 4~5명, 가장 적게 고용할
때는 평균 2명을 고용하였고, 이 중 외국인근로자는 2명이었다.
2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할 때는 농가당 11~17
명을, 가장 적게 고용할 때는 4~10명을 고용하였고, 이 중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8~13명, 내국인 고용은 3~7명 범위이다. 3품목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수는 가장 많을 때는 20명, 적을 때는 4명이었다. 외국인근로자는 평
균 5~17명이다.
품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내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범위는 1~3명 범위이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자 수는 평균 7명으로,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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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작물재배업: 품목별 농가당 평균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수
단위: 명, 호
노지채소

구분
②
단일품목
재배농가

③

최대
전체고용

15.0

최대

3.0

최소

2.0

15.0
10.5

2.7

과수

1.0

최대
12.6

1.0
11.8

7.2

시설원예

최소
4.0

최대
-

-

7.3

4.4

9.8
13.9

4.2

화훼

최소

최대
5.0

-

최소
2.0
2.0

4.0

2.0

외국인

7.7

9.6

11.4

3.8

2.0

응답 농가수

31

6

90

8

2

2품목

구분
②
다품목
재배농가

최소

외국인
전체고용

특용작물

③

최대
전체고용

3품목 이상
최소

17

외국인
전체고용

최대
10

최소
12.0

13
10.9

외국인
농가수

3.6

6.0
5.0

19.5

4.0

8.3

16.5

58

27

주 1) ②는 미등록 외국인과 제도를 통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 ③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를 의
미함. 참고로 일용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한 고용이 없음.
2) 단일품목에서 곡류, 두서류 해당 데이터가 없음.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각 품목별로 한 해 동안 고용한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고용 경로, 품목, 내
외국인으로 구분하면 <표 3-12>와 같다. 노지채소에서 임시근로자를 고용한 농
가를 기준으로 평균 고용자 수를 계산하면, 농가당 평균 3.5명을 고용하였고, 모두
내국인이다.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에서 고용한 사람은 내국인 상용
근로자 평균 2명, 외국인은 평균 8명이다. 고용허가제와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고용
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평균 3명이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고용한 경우는 평
균 5명이었다.
특용작물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시 및 상
용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의 내국인 고용자 수는 평균 1명, 외국인 고용자 수는
평균 3명이다.
과수에서 임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모두 고용허가제와 비공식 경로를 통
해 고용하거나, 비공식 경로에만 의존하여 고용하였고, 평균 외국인 고용자 수는
농가당 3~4명, 내국인은 3명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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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에서는 모두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상용근로
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은 평균적으로 3명의 내국인과 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임시근로자 평균 고용자 수는 내국인 4명, 외국인 2명이었다. 화훼는 상용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1농가로, 고용 근로자는 비공식 경로와 고용허
가제를 통해 고용하였고, 2명을 고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고용은 일부 농가에서 나타나고, 외국인 임시근로자
수 평균은 2~4명, 상용근로자는 2~8명13)범위였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상용근
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평균 8명을 고용하였다. 내국인 고용 범위는 임시근로자는
1~4명, 상용근로자는 2~3명이었다.
농업부문에 외국인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고용은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
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농가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이 더 많았다.
<표 3-12> 작물재배업: 품목별 농가당 평균 내·외국인 임시, 상용근로자 수
단위: %, 호
구분
①
②
③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

시설원예

곡류

화훼

임시 상용 임시 상용 임시 상용 임시 상용 임시 상용 임시 상용 임시 상용

내국인

2.0

외국인

8.0

내국인

3.0

외국인

3.0

2.4

2.0

내국인

3.5

1.0

3.0

3.0

4.0

3.0

0.8

외국인

2.0

5.0

3.0

3.4 21.0

2.3

2.0

3.2

4

4

2

4

3

농가수

두서류

48

2

3.3
1.5

2.3

4.0
1

주 1) ①은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 ②는 미등록 외국인과 제도를 통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
③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를 의미함.
2)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를 의미하고, 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자를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12) 과수농가에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 수를 응답한 농가는 1농가였는데, 이 농가의 경우 외
국인근로자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고용하였고, 총 21명을 고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내국인은 3명
이 고용되었다.
13) 21명을 고용하고 있는 과수 농가를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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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축산업
축산업 설문응답 농가 중, 84%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84%중 외국인만 고용한 농가는 39.2%,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44.8%이다.
<표 3-13> 축산업: 고용노동력이 있는 농가의 내·외국인 고용 현황
구분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내국인만
고용

외국인만 고용

내국인+외국인고용

2018조사

해당농가 수(비중)

11(26.8%)

18(43.9%)

12(29.2%)

2020조사

해당농가 수(비중)

23(16.1%)

56(39.2%)

64(44.8%)

자료: 엄진영 외(2018)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축산업은 작물재배업과 달리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
수를 이루지만, 여전히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이
존재하였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64농가로 전체 응답 농가의 53.3%에 해
당한다. 그러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도 53농
가(44.2%)에 이르고 있어, 비공식 경로가 여전히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축산업: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개수, %
구분
2018조사
2020조사

외국인 고용
농가

제도

미등록+제도

미등록

전체 농가 수

14(48.2)

7(24.1)

8(27.5)

29(100)

64(53.3)

3(2.5)

53(44.2)

120(100)

자료: 엄진영 외(2018)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축종별로 구분하면, 양돈 농가일수록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상용 근로자
를 고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산란계/육계 농가일수록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여 상
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

50 |

양돈 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전체 응답 농
가의 79.5%,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농가는 18.1%이다. 한육우/젖소 농가는 고
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비율은 53.4%, 비공식 경로를 통
해 고용하는 농가는 46.6%로 나타났다. 산란계/육계 농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율은 28.6%에 그쳤다.

<표 3-15> 축산업: 축종별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 호
구분

돼지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제도

79.5

53.4

28.6

미등록+제도

2.2

0.0

4.8

미등록

18.1

46.6

66.6

농가 수

44

30

4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평균 상용근로자 수는 산란계/육계에서 가장 많이 고용
하였고, 그 다음으로 양돈, 한육우/젖소 농가 순서로 나타났다. 산란계/육계 농가
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총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가당 평균
7명을 고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양돈 농가로 총 230명을 고용하였고, 한 농가당 6
명의 상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한육우/젖소 농가에서 고용된 상용 외
국인근로자는 총 50명이었고, 농가당 평균 2명이 고용되었다.
그러나 산란계/육계 농가의 상용 외국인근로자 중 230명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고용되었고, 농가당 평균 고용 근로자 수도 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
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19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농가당 평균 6명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
용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양돈 농가의 경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를 고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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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축산업: 축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자 총 인원수와 농가당 평균 고용자 수
단위: 명, 호
구분

돼지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총수

평균

총수

평균

총수

평균

197

5.6

27

1.7

30

2.5

미등록+제도

8

8(1농가)

0

14

7(2농가)

미등록

25

3.1

23

1.6

235

8.4

제도

응답 농가수

44

30

4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후 ‘코로나’)는 외국인근로자 입국과 출국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가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이 절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2.1. 제도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입국 상황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여파 및 확산세의 지속으로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제한, 자가 시설에 따른 비용과 부담 등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외
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대부분 무산되었다.
특히 2020년 상반기 46개 시·군에 4,532명이 배정되었던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배정된 쿼
터 6,400명 중 1,131명만이 입국하였고, 이중 재입국자가 424명, 신규 입국자가
7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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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만,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인력 수급 영향을 분석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절에 세부 분석을 서술하였다.

2.2.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력 수급 관련 영향
2.2.1. 인력고용 어려움
2020년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생
기면서, 해당 농가들은 대체할 인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더불어 코로나
발생 이후, 불법체류·불법고용 상태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일부 출국하면서 인력난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본격적인 파종·정식기와 수확기가 도래하면
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엄진영 2020).
코로나 발생 이전(2019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시설원예, 양돈을 제외하고 모
든 품목에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농가 비율이 50%를 초
과하였다.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경종 농가는 두서류(75.0%), 노지채소
(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화훼(45.5%) 순서로 나타
났다. 축산 농가는 산란계/육계 응답 농가의 70.2%가, 양돈과 한육우/젖소는 각각
46.0%, 51.2%의 농가가 코로나 발생 이후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내·외국인 구별 없이 대부분의 농가는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구하기 어
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
자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국인근로자 구인 어려움 대비 외
국인근로자 구인 어려움이 특히 높은 농가는 작물재배업에서는 시설원예, 축산업
에서는 양돈 농가로 나타났다. 양돈 농가가 모든 품목 중,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근로자 고용이 높은 품목임을 감안하면 코로나 발생에 따른 고용허가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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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제한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원예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외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이후, 제도권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제한과 코로나 발
생 초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의 자진 출국 등으로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 규모
가 감소하여, 국내에 있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일당) 상승,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
은 축산업부문에서의 인력 수요 증가로 시설원예에서 임시 및 상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을 이탈할 유인이 높아졌다. 이
러한 이유로 시설원예에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렵다고 생각하
는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표 3-17> 코로나 발생 이후 내·외국인력 고용 어려움 정도
단위: %, 호
노지
채소

특용
작물

과수

시설
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66.0%

55.1%

58.3%

48.0%

57.0%

75.0%

45.5%

156

49

230

50

107

24

11

작물재 내국인 고용 어려움.
배업 외국인 고용 어려움.

21.4

22.2

14.9

16.7

18.0

16.7

40.0

32.0

29.6

37.3

45.8

32.8

33.3

0.0

모두 어려움.

46.6

48.1

47.8

37.5

49.2

50.0

60.0

농가 수

103

27

134

24

61

18

5

구분
고용 어려움이 있었음.

구분
고용 어려움이 있었음.
축산업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46.0%

51.2%

70.2%

50

41

47

내국인 고용 어려움.

18.1

31.5

31.2

외국인 고용 어려움.

27.2

21.0

29.1

모두 어려움.

54.5

47.3

39.5

23

21

34

농가 수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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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코로나 이후, 외국인근로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출국여부
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출국 규모와 품목내의 이동 및 타 산업으
로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이동 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8>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에 따른 수급 어려움 정도
단위: %, 호
구분

작물
재배업

축산업

노지
채소

특용
작물

과수

시설
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고용센터

9.9

14.3

8.8

10.0

14.0

0.0

33.3

계절근로자제

3.7

0.0

0.0

0.0

4.0

0.0

0.0

지인소개

13.6

4.8

20.2

15.0

8.0

6.7

0.0

사설인력소개소

56.8

57.1

49.1

70.0

60.0

73.3

33.3

다문화가정이주민

8.6

0.0

8.8

0.0

6.0

13.3

0.0

고용했거나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6.2

19.0

12.3

5.0

8.0

0.0

33.3

기타

1.2

4.8

0.9

0.0

0.0

6.7

0.0

농가 수

81

21

114

20

50

15

3

구분

돼지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① 고용센터

64.8

53.1

57.6

② 지인소개

5.4

6.2

7.6

③ 사설인력소개소

5.4

12.5

7.6

④ 다문화가정이주민

5.4

6.2

0.0

⑤ 고용했거나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0.0

0.0

7.6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가

8.1

21.8

11.5

①~⑤ 모두 해당

8.1

0.0

7.6

기타

2.7

0.0

0.0

농가 수

37

32

2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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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그 외 어려움: 영농규모 변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공급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
국인력 감소가 단기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
한적인 상황에서 임금 외적으로 농가들이 겪는 현상을 제시하였다<표 3-19>.

<표 3-19>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영향도
단위: %, 호
구분

노지
채소

과수

시설
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합계

정식·파종 면적 감소

33.0

37.0

26.1

33.3

32.8

33.3

40.0

30.4

수확 면적 감소

25.2

22.2

32.8

20.8

26.2

33.3

20.0

28.3

32.0

29.6

23.9

33.3

24.6

22.2

0.0

26.3

임금상승 제외하고 동일

9.7

11.1

17.2

12.5

16.4

11.1

40.0

15.0

농가 수

103

27

134

24

61

18

5

240

작물 가족, 친지, 지인에게
재배업 도움 요청

구분

축산업

특용
작물

돼지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사육 두수 감소

2.4

11.4

7.6

타 지역 가족, 친지, 지인에게
도움 요청

2.4

22.8

10.2

내국인 인력 고용 증가

2.4

8.5

10.2

임금 상승 제외하고 동일

92.6

57.1

71.7

41

35

39

농가 수

주: 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 중, 임금 상승 현상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임. 질문에서 임금 상승 현상을 제외한 이유는 농축산물소득조사
자료의 품목별 임금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조사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기 때문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와 제주지역을 제외한 현장
조사 출장 결과,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임금상승 현상은 현장조사 출장지역 모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임금상승 효과가 당연히 있을 상황에서 임금상승을 보기에 포함할 경우, 임금상승을 제외한 그 이외의 효과
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질문 구성에서 임금상승 효과를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작물재배업 농가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제한에 정식·파종 면적이 감소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4%, 수확 면적 감소가 28.3%, 가족, 친지, 지인에게 도움
을 요청한 것이 26.3%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 농가와 달리, 축산 농가는 사육 두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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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임금상승을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돈 농가는 92.6%의 농가가 임금상승을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돈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즉, 고용허가제는 4년 10개월, 최장 9년 8개월
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을 가
능성이 높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외부환경 변화로 외국인근로자 규모
가 감소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서는 일차적으로 임금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추
후 정식·파종·수확 면적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은 작물재배업과 달
리 사육 두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3.1. 고용 시기
작물재배업 농가가 생산하는 상위 3개 품목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 시기를 분
석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4~6월, 10월에 가장 많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채소는 5월과 6월에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다음으로는 4월과 10월
에 가장 많이 고용하였다. 과일은 5월과 6월에 일용근로자 고용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고, 다음으로는 10월, 4월과 7월, 8월 순서로 나타났다. 곡물은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다음으로 10월에 일용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았다. 화훼
는 응답 농가 수가 적어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가 기준
으로 일용근로자 고용 시기는 10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월에 많이
고용되었다. 그 외의 품목에서는 4월과 10월에 일용근로자를 빈번히 고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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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작물재배업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시기는 4~6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2019년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와 일
치한다.14) 작물재배업의 일용근로자 고용 수요는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여, 일용
근로자 인력난을 심화시킨다.

<표 3-20> 작물재배업: 일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월)
단위: %, 호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가수

채소

7.0

13.2

21.6

31.1

52.6

46.5

28.9

28.0

26.7

37.5

25.6

6.8

450

과일

7.1

14.4

24.9

34.9

53.1

46.7

30.9

30.2

27.6

36.4

24.2

6.9

68

곡물잡곡

7.4

5.9

1.5

5.9

54.4

51.5

11.8

8.8

16.2

42.6

38.2

5.9

9

화훼

0.0

0.0

0.0

0.0

33.3

11.1

0.0

0.0

11.1

66.7

22.2

0.0

5

기타

20.0

20.0

20.0

40.0

20.0

40.0

60.0

60.0

80.0

40.0

20.0

20.0

3

주 1) 상위 3개의 재배품목의 고용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비중 계산 시 중복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2) 재배품목을 기입하도록 하여 채소 품목의 경우 시설채소인지 노지채소인지 구분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재
배품목을 ‘시금치’로 기입한 경우, 노지재배인지 시설재배인지 응답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한 달 이상을 고용하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는 일용근로자 고용
시기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로 나타났다.
채소 품목에서는 한 달 이상을 고용하는 근로자는 5월에 가장 많이 고용하였고,
다음으로 4월과 6월, 9~11월로 나타났다. 과일 생산에 고용되는 임시 및 상용근로
자는 5~6월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었고, 다음으로 8~9월에 주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 품목은 설문조사 응답 농가에 한해,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시기
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의 계절성으로 인해 한 달 이상 고
용하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도 일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와 비슷
하게 나타났다.

14) 이혜경·정기선·최홍엽·엄진영·김선웅. 2020 발간 예정. 다양한 농축산분야 외국인력 공급방식
연구.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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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월)
단위: %, 호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가수

채소

26.9

30.0

36.9

43.1

53.8

47.7

32.3

34.6

38.5

39.2

38.5

28.5

130

과일

8.3

8.3

8.3

16.7

58.3

58.3

16.7

25.0

25.0

16.7

16.7

8.3

12

화훼

50.0

50.0

100.0

1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기타

0.0

0.0

0.0

0.0

50.0

0.0

50.0

50.0

50.0

50.0

0.0

0.0

2

주 1) 상위 3개의 재배품목의 고용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비중 계산 시 중복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2) 곡물/잡곡은 임시 및 상시근로자 고용 월에 대한 응답이 없음.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가가 고용하고 있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고용과 2개월 고용이 가장 많았고, 4개월 고용이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중 28.5%의 농가는 근로자 고용을 1개월만
하였고, 24.4%의 농가는 2개월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농업부문 근
로자를 4개월간 고용하는 농가는 15.5%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12개월(1년)을 모두 고용하는 농가는 14.6%였다. 작물재배업
설문조사 농가 중에서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30.6%(123농가)이
었고, 이 중 14.6%만이 1년 고용을 하고 있어, 전체 농가 기준으로 4.5%에 해당하
는 농가만 1년간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대다수의 작물재배업 농가의 인력 고용은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형태가 주
를 이루고 있다.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75.7%의 농가가
6개월 미만을 고용하였고,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24.3%에 지나지
않았다.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 전체 기준으로는 23.2%의 농가가 1개월 이상~6개
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1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7.4%이
다. 농업부문의 인력 고용은 일용근로와 6개월 미만의 임시 근로 형태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시근로도 대부분 1~2개월 고용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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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 근로자 고용 월 수
단위: %, 호수
개월
작물
재배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5

24.4

4.9

15.5

2.4

2.4

2.4

0

3.3

0.8

0.8

14.6

응답
123

주 1) 상위 3개의 재배품목의 고용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비중 계산 시 중복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2) 개월 수가 연속적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년 중 고용된 개월 수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축산업에서는 9개월 이상 고용이 지배적이며, 대부분은 1년 이상 고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작물재배업과는 달리 연중고용의 형태를 보였다. 산란계·육계
농가보다 양돈 농가와 한육우·젖소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긴 농가들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가의 88%는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젖소
농가에서는 85.3%가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육계 농가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61.7%, 9개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38.3%로 나타났다. 산란계·육계 농가는
축산농가 중에서 근로가 고용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표 3-23> 축산업: 상용근로자 고용 월 수
단위: %, 호수
9개월 이하

9~12개월 미만

1년 이상

농가 수

돼지

0

12.0

88.0

50

한육우/젖소

0

14.6

85.3

41

산란계/육계

0

38.3

61.7

4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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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용계약과 근로시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농축산업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형식을 준용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이다. 표준근로
계약서에 따라 사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정해진 노동시간 내에 노동력을 제공하
고, 정해진 임금(보통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는 농업의 특성을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된 것
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농번기, 농한기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다.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서 형식으로 인해 사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엄진영 외 2017; 엄진영 외 2018).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되지 않는 비공식 경로의 외국인근로
자들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15) 일례로 근로환경 조사
에서 농림어업부문에서 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응답한 내국인근로자는 153명
중 10%에 지나지 않았고(KOSIS),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농업 내국인근로자(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7%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현민철·문지은 2019). 내국인근로자 대부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거나 근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들
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에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시작 시간은 7시가 가장 많았고, 근로 종
료 시간은 5~6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와도 일치
한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농
번기에는 78.1%에 해당하는 농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

15)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각 지역별 농가 면접조사 결과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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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8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13.8%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근로한다는 응답이 58.4%로 감소하였
고, 8시 미만 근로라고 응답한 농가가 32.5%로 농번기에 비해 해당하는 농가가 증
가하였다.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인 4월, 6월, 10월에 고용되는 근로
자들 중 많은 수의 근로자가 7시에 농작업장에 도착해서 5~6시에 일을 마치는 것
으로 파악된다.
축산에서는 모든 농가의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고,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 96.5%, 12시간 이상이 3.5%이다. 상대적으로 작물재배업보다 축산에서의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대부분은 고용계약을 구두
로 맺고, 근무시간도 구두로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초과근무와 관련
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반장(농작업팀 반장)과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 초과수당을 협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역
에서는 초과근무 시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농업부문 일평균 근로자 노동시간
단위: 명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

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9.1

12시간 이상
0

응답 수

농한기

32.5

58.4

77

농번기

13.8

78.1

8.1

0

123

0

0

96.5

3.5

143

주 1) 노동시간은 설문조사에서 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의 차이에,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한 값임.
참고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차감함.
2)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조사함. 설문에 앞서 조사한 현장 면접조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을 구분 짓지 않음.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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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금
임금은 품목과 종사상 지위,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임금은 1년 동
안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고용한 농가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비교하여 내·외국인 간 임금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평균 임금을 분석하였다.
일용근로자의 임금(일당)을 비교하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간 임금
차이는 거의 없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높게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높았다.
평균 임금에서도 내국인근로자 여성 임금과 외국인근로자 여성 임금 간 차이는 거
의 없었고, 남성 평균 임금에서 약 1만 원 차이가 나타났다. 일용 남성근로자를 기
준으로 농번기철에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내국인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농가 비중
은 3.2%,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비중이 47.6%, 내국인 임금이 높은 농가 비중
은 49.2%이다. 여성 기준으로는 각각 6.0%, 66.4%, 27.5%였다. 내국인 남성 일용
근로자와 외국인 남성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내국인 남성
일용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농가 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내국인 남성의
경우, 소위 말하는 ‘남성 일’, 즉 체력과 힘을 요하는 작업,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외국인 남성은 이러한 체력과 힘을 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소위 말
하는 ‘여성 일’, 즉, 기계 작업 이후 수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도 하게 된다. 수작업
으로 하는 일의 강도는 체력과 힘을 요하는 일에 비해 낮아, 임금이 낮게 지급된다.
농작업자의 일당(임금)은 성별의 차이보다는 노동 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엄진영 외 2018). 따라서 외국인 남성 일용근로자들은 체력과 힘을 요하
는 작업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하는 수작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내국인근로
자 임금이 외국인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근로자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농번기
에 농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일당은 내국인 남성에게는 11.5만 원, 외국
인 남성은 10.5만 원, 내국인 여성은 8.3만 원, 외국인 여성은 8.3만 원이었다.
농한기의 임금(일당)은 농번기철 임금에 비해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5천
원,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천 원 정도 낮았다. 농번기와 비교하여 농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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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지
고, 외국인근로자보다 내국인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농가 비율이 다소
낮아진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는 농번기철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거나,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
금을 주는 농가 비율은 평균적으로 50.8~55.3%(남성근로자), 72.4~73.2%(여성근
로자)로, 내국인과 외국인 일용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일당)이 내국인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일당)보다 높거나 같게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은 농번기 기준,
특용작물, 과수, 곡류, 두서류, 화훼로 대부분 노동 투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16)
농번기와 농한기에 관계없이 노지채소, 곡류에서 외국인 여성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이 내국인 여성 평균 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는 모든 품목에서
평균적으로 내국인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작물재배업: 품목별 일용근로자 임금(일당)
단위: %, 만 원
구분

노지
채소

Wd=Wf

Wd>Wf

Wd=Wf

Wd<Wf

40.0

60.0

0.0

25.0

62.5

12.5

농한기
(N=8,N=12)

25.0

75.0

0.0

16.7

66.7

16.7

농번기
농한기

Wf:10.8, Wd:10.9

농번기

Wf:10.1, Wd:9.8

농한기

Wf:8.9, Wd:8.5
Wf:8.9, Wd:7.9

농번기(N=5,8)

60.0

40.0

0.0

12.5

87.5

0.0

농한기(N=1)

100.0

0.0

0.0

0.0

100.0

0.0

평균 임금(N=22)

농번기

Wf:11.1, Wd:12.5

농번기

Wf: 8.1, Wd: 8.2

농한기

Wf:11.0, Wd:13.2

농한기

Wf: 7.5, Wd: 7.5

16) 농가경제조사(2019) 원자료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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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Wd<Wf

농번기
(N=15,N=24)

평균 임금(N=50)

특용
작물

남성
Wd>Wf

(계속)
구분

과수

Wd=Wf

Wd<Wf

4.5

34.3

61.4

4.3

농한기
(N=45, N=49)

53.3

44.4

2.2

38.8

57.1

4.1

농한기(N=10)
평균 임금(N=27)

농번기

Wf: 10.2 Wd: 11.5

농번기

농한기

Wf: 9.6, Wd: 11.1

농한기

16.7
20.0

83.3

0.0

80.0

0.0

Wf:8.3, Wd: 8.6
Wf:8.0, Wd: 8.3

8.3

91.7

0.0

0.0

100.0

0.0

농번기

Wf: 11.2, Wd: 11.6

농번기

Wf: 8.1, Wd: 8.1

농한기

Wf: 10.4, Wd: 10.4

농한기

Wf: 7.7, Wd: 7.4

농번기
(N=20,N=26)

55.0

40.0

5.0

26.9

61.5

11.5

농한기
(N=15,N=17)

40.0

53.3

6.7

23.5

64.7

11.8

농번기(N=4,N=6)
두서 농한기(N=4,N=6)
류
평균 임금(N=24)

농번기

Wf: 10.6, Wd: 11.7

농번기

농한기

Wf: 10.6, Wd: 11.5

농한기

50.0
50.0

50.0

0.0

50.0

0.0

Wf: 8.2, Wd: 7.8
Wf: 8.3, Wd: 7.8

16.7

83.3

0.0

0.0

100.0

0.0

농번기

Wf: 10.8, Wd: 11.2

농번기

농한기

Wf: 10.1, Wd: 10.8

농한기

Wf: 8.1, Wd: 8.1
Wf: 7.8, Wd: 8.1

농번기(N=3)

33.3

66.7

0.0

33.3

66.7

0.0

농한기(N=2)

50.0

50.0

0.0

50.0

50.0

0.0

평균 임금(N=11)

평균

Wd>Wf

40.3

평균 임금(N=89)

화훼

여성
Wd<Wf

55.2

농번기(N=12)

곡류

Wd=Wf

농번기
(N=67,N=70)

평균 임금(N=175)

시설
원예

남성
Wd>Wf

농번기

Wf: 10.8, Wd: 12.6

농번기

Wf:8.0, Wd: 7.2

농한기

Wf: 10.7, Wd: 12.8

농한기

Wf:7.3, Wd: 7.4

농번기
(N=126,N=149)

49.2

47.6

3.2

27.5

66.4

6.0

농한기
(N=85,N=97)

44.7

52.9

2.4

26.8

67.0

6.2

평균 임금(N=398)

농번기

Wf: 10.5, Wd: 11.5

농번기

Wf: 8.3, Wd: 8.3

농한기

Wf: 10.0, Wd: 11.1

농한기

Wf: 8.1, Wd: 8.0

주 1) Wf는 외국인 임금, Wd는 내국인 임금을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 비교는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을 모두 응답한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함.
2) N은 해당항목 응답자 수를 의미함
3) 외국인 평균 임금과 내국인 평균 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동시 고용 농가뿐만 아니라, 내국인만 또는 외
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을 포함하여 계산함.
4) 품목은 다품목 생산이 모두 고려된 중복으로 계산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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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에서 한 달 이상 고용하는 내·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표 3-26>과 같다. 일용근로자와 달리 내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보다 높다고 응답한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을
가장 많이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지급된 내국인 남성근로자 월급이 외국인 남성
근로자 월급보다 높은 경우가 54.6%였고, 여성의 경우도 50.0%로 내국인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질문에 응답한 농가 기준으로 내외국인근로자 월급
을 내국인근로자 월급보다 높게 주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어, 앞의 일용근로자에
서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거나 더 높게 주는 농가 비율이 높은 분석 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이 임시 및 상용근
로자에 비해 초과노동수요가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내국인근로자가 평균적으
로 높게 나타나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내국인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
은 가장 많이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193.4만 원으로 외국인 남성근로자보다 11.4
만 원이 높았다.
외국인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은 164.5만 원으로 내국인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
보다 11.3만 원이 높았다. 시설원예, 두서류에서는 내국인 여성근로자 평균 임금
이 높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외국인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이 내
국인 여성근로자 월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들이 담당하는 농작업 대부
분은 단순작업인 경우가 많아(엄진영 외 2018), 남성과 달리 체력이나 기술을 특
별히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생산성이 연령대가 높은 내국인 여성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성 외
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외국인근로자 기준으
로 평균 임금이 높은 품목은 두서류, 과수, 시설원예, 특용작물, 곡류, 노지채소 순
서로 나타났다. 여성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두서류, 과수, 곡류, 노지채소, 시설원
예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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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작물재배업: 품목별 임시 및 상용근로자 월급
단위: %, 만 원
구분

노지
채소

특용
작물

과수

최대(N=1,N=2)
최소(N=1,N=2)
평균 임금(N=8)
최대(N=1)
최소(N=1)
평균 임금(N=3)
최대(N=4)
최소(N=2,N=1)
평균 임금(N=62)

시설
원예

곡류

최대(N=3,N=2)
최소(N=3,N=2)
평균 임금(N=13)
최대(N=1,N=0)
최소(N=1,N=0)
평균 임금(N=28)

두서
류

화훼

최대(N=1)
최소(N=1)
평균 임금(N=5)
최대(N=0)
최소(N=0)
평균 임금(N=3)

평균

최대(N=11,10)
최소(N=9,N=7)
평균 임금(N=122)

Wf>Wd
0.0
0.0
최대
최소
100.0
100.0
최대
최소
50.0
100.0
최대
최소
66.7
66.7
최대
최소
0.0
0.0
최대
최소
100.0
100.0
최대
최소
최대
최소
54.6
66.7
최대
최소

남성
Wf=Wd
Wf<Wd
100.0
0.0
100.0
0.0
Wf: 168.1, Wd: 150.0
Wf: 164.4, Wd: 150.0
0.0
0.0
0.0
0.0
Wf:179.0, Wd: 200.0
Wf:175.7, Wd: 200.0
50.0
0.0
0.0
0.0
Wf: 184.7, Wd: 187.5
Wf: 181.0, Wd: 201.0
33.3
0.0
33.3
0.0
Wf: 180.0, Wd: 210.0
Wf: 163.0, Wd: 187.5
100.0
0.0
100.0
0.0
Wf: 177.0, Wd: 196.3
Wf: 165.4, Wd: 183.8
0.0
0.0
0.0
0.0
Wf: 207.5, Wd: 200.0
Wf: 197.5, Wd: 200.0
Wf: 186.7
Wf: 180.0
45.5
0.0
33.3
0.0
Wf: 182.0, Wd: 193.4
Wf: 174.7, Wd: 190.0

Wf>Wd
0.0
0.0
최대
최소
100.0
100.0
최대
최소
25.0
0.0
최대
최소
100.0
100.0
최대
최소
최대
최소
100.0
100.0
최대
최소
최대
최소
50.0
57.1
최대
최소

여성
Wf=Wd
Wf<Wd
100.0
0.0
100.0
0.0
Wf: 158.6, Wd: 150.0
Wf: 157.1, Wd: 150.0
0.0
0.0
0.0
0.0
Wf: 151.0, Wd: 180.0
Wf: 147.7, Wd: 180.0
75.0
0.0
100.0
0.0
Wf:165.4, Wd:146.6
Wf:164.6, Wd:157.8
0.0
0.0
0.0
0.0
Wf:157.8, Wd: 172.5
Wf:152.2, Wd: 173.3
Wf: 161.3, Wd: 120.0
Wf: 152.3, Wd: 120.0
0.0
0.0
0.0
0.0
Wf: 176.0, Wd: 180.0
Wf: 172.0, Wd: 180.0
Wf: 180.0
Wf: 180.0
50.0
0.0
42.8
0.0
Wf: 164.5, Wd: 153.2
Wf: 161.4, Wd: 160.0

주 1) Wf는 외국인 임금, Wd는 내국인 임금을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 비교는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을 모두 응답한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함.
2) N은 해당항목 응답자 수를 의미함
3) 외국인 평균 임금과 내국인 평균 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동시 고용 농가뿐만 아니라, 내국인만 또는 외
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을 포함하여 계산함.
4) 품목은 다품목 생산이 모두 고려된 중복으로 계산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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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서는 대부분 내국인근로자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가에서 내국
인근로자 지급 임금이 외국인근로자 지급 임금보다 높은 농가 비율은 81.8%, 산
란계/육계 농가에서는 81%이다. 한육우/젖소 농가에서는 71.4%로 나타났다. 평
균 임금에서도 모든 축종에서 내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이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
보다 19만 원에서 139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은 양돈,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순
서로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가는 조사대상 축종 중,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이
216.6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근로자 평균 임금도 355.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육우/젖소 품목에서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은 197.3만
원, 내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은 216.8만 원으로 양돈보다는 낮고 산란계/육계 품목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산란계/유계 품목의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은 179.4만
원, 내국인근로자 평균 임금은 199.3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7> 축산업: 축종별 평균 임금과 내·외국인근로자 임금 차이
단위: 만 원
구분

Wf>Wd

Wf=Wd

돼지

6(18.1)

0(0.0)

Wf<Wd
27(81.8)

외국인 평균 임금

내국인 평균 임금

216.6

355.7

한육우/젖소

2(28.5)

0(0.0)

5(71.4)

197.3

216.8

산란계/육계

4(19.0)

0(0.0)

10(81.0%)

179.4

199.3

주 1) Wf는 외국인 임금, Wd는 내국인 임금을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 비교는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을 모두 응답한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함.
2) N은 해당항목 응답자 수를 의미함
3) 외국인 평균 임금과 내국인 평균 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동시 고용 농가뿐만 아니라, 내국인만 또는 외
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을 포함하여 계산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미등록 외국인과 제도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임금 차이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낮았으나 축산업에서는 미등록 외국인근로
자 평균 임금이 제도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임금을 최대로 지급했을 때를 기준으로, 남
성의 평균 월급은 179.3만 원으로 제도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남성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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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3.3만 원보다 약 14만 원 정도 낮았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통해 고용
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평균 165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
게 지급된 평균 임금은 162.4만 원이었다. 축산업부문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는 평균 220만 원을 지급받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14.8만 원이었다.

<표 3-28> 미등록 외국인과 제도권 외국인근로자 임금 차이 여부
단위: 호, %, 만 원
구분
작물
재배업

일용(농번기기준)

축산업

상용

상용(최대지급기준)

미등록 외국인 평균 임금

제도권 외국인 평균 임금

10.4(남성), 8.3(여성)

N/A

179.3(남성), 162.4(여성)

193.3(남성), 165.0(여성)

220

214.8

주 1) Wi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임금, Wl는 제도권 외국인근로자 임금을 의미함.
2) 축산 및 작물재배 농가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와 제도권 외국인을 동시에 고용하는 농가 수가 적고, 이
농가들이 임금 항목에서 응답하지 않아, 미등록 외국인과 제도권 외국인의 임금을 비교하여 농가의 비중
을 제시하기 어렵고, 평균 비교만 가능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4. 숙박 및 식비
축산농가에서는 숙박이 거의 제공되었고,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만 제공되었
다. 숙박이 제공된 경우, 숙박과 관련한 비용은 농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비율은 93.3%였고, 작
물재배업 농가에서는 26.0%였다. 축산업에서는 1년 단위의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숙박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더불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숙
소를 제공하는 축산 농가 중, 4.5%의 농가가 숙소 비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평균
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 비율이 26.0%이었
고,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숙박비를 일부 지불한다고 응답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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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로 나타났다. 숙박비를 지불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월평균 9.7만 원을 지불하
였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은 상용근로자 고용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농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고용 기
간에 따라 숙박 제공 여부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고용(상용
근로)일 경우,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였고, 임금(월급)이 낮으면 대개의 사
례에서는 숙박비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받지 않았다. 일용근로자일 경우는 사설
인력소개소 또는 자국민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근처 지역의 빌라, 아파트, 오피스
텔 등을 얻고, 숙소 임대료 및 부대시설 비용을 외국인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스스
로 부담하는 형태였다.

<표 3-29>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제공과 비용 지불
단위: %, 만 원, 호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가 숙박 제공

26.0

93.3

숙박 제공 시, 외국인근로자 숙박비 지불함.

18.8

4.5

지불금액 평균

9.7

2

응답 수

123

12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식비 또는 식사 제공은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점심과 간
식은 농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점심
과 간식 비용은 모두 농가에서 부담하였다. 아침과 저녁은 외국인 스스로 해결하
고, 비용은 농가에서 따로 부담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점심 도시
락을 지참해서 작업장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가가 점심 비용으
로 약 5천 원 정도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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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4.1.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현황
앞 절에서 분석한 대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어떠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
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30>과 같다.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로는 제도권을 통한 고
용(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과 비공식 경로를 통한 고용이 있다. 비공식 경로는
동네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설인력소개소 또는 농작업
팀에 속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의 지인,
가족 등을 소개받거나 이전에 고용했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본
인의 지인 등을 소개하는 형태가 있다.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지역 내에서 활
동하고 있는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농가에 고용(52.7%)되었고, 이
전에 또는 현재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고용되는 비중
(22.3%)도 높았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응답은 매우 적지만 일부 나타났다.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작물재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에서는 이전에 또는 현재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를 통해 고용되는 비중이 5.2%로 매우 낮았다. 2020년 설문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중이 일용근로자 고용 경로에서 증가하였다. 최근의 변화된 추세라고 판단되
며, 이전보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경로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현재 고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한 비중이 각각 3.4%와 1.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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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직접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한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면접조사 결과 참고). 즉, 다른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했거나 사업
장을 이탈한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 등으로 유추된다.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고용된 비중
은 6.3%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지역 내 농작업팀이나 사설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서 고용하였다(66.3%). 다음으로는 동네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지인, 보통은 행정
리 내에 거주하는 농가)을 통해서 고용하는 것(17.5%)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
고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통해서 고용하는 비중
이 6.3%로 높았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 대
부분은 고향 내의 친척, 지인 등을 소개하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등을 소
개하기 때문에 이동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한 달 미만의 일용 고용 농가에는 소개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근로자 고용 경로에는 1.4%인 것에 반해 임시근
로자 고용 경로에서는 6.3%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0>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단위: %, 호
항목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3.4

5.0

계절근로자제 신청

1.4

1.3

동네 한국사람(지인) 소개

18.2

17.5

농작업팀, 사설인력소개소

52.7

66.3

외국인근로자 모임(SNS등)

-

-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1.4

6.3

22.3

3.8

이전 또는 현재 고용 외국인근로자를 통해서
기타

0.7

-

농가 수

148

80

주: 임시근로자는 6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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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용근로자 고용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축산업
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다수를 이루는 데 반해, 작물재배업
에서는 사설인력소개소나 농작업팀과 현재 또는 이전에 고용했던 외국인근로자
가 소개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축산업은 외국인 상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이
55.8%였다. 다음으로는 동네 한국사람(지인)이 소개하거나 이전에 또는 현재 고
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이 각각 14.1%에 해당하였다. 작
물재배업 농가의 경우는 상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설인력소개소, 농작업팀을
통해 고용하는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전에 또는 현재 고용하
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26.7%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동
네의 한국사람(지인)의 소개를 통한 비율이 13.3%,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통한 비율이 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해서 고용하는 비중
은 10.0%에 그쳤다.

<표 3-31>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상용근로자
단위: %, 호
구분

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신청

축산업

10.0

55.8

동네 한국사람(지인) 소개

13.3

14.1

이전 또는 현재 고용 외국인근로자를 통해서

26.7

14.1

사설인력소개소, 농작업팀 통해서

36.7

10.0

-

1.6

10.0

1.6

외국인근로자 모임(SNS 등)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기타

3.3

2.5

농가 수

15

120

주: 작물재배업 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농가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분석 결과도 위의 결과
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축산업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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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작물재배업에서는 지역 내 농작업팀, 사설인력소
개소를 이용하는 비중이 지배적이었다.

<표 3-32> 지역 내 농가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고용 경로)
단위: %, 호
고용 방법

작물재배업

축산업

고용허가제 신청

8.6

60.1

계절근로자제 신청

1.4

35

동네 한국사람(지인) 소개

17.5

15.3

농작업팀, 사설인력소개소 이용

51.9

10.4

외국인근로자 모임(SNS 등)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이전 또는 현재 고용 외국인근로자를 통해서
기타
농가 수

-

-

3.4

2.8

17.2

11.1

-

-

291

14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4.2. 외국인근로자 공급채널(channel) 유형과 특징
앞 절에서 분석했듯이, 작물재배업 농가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은
89.9%에 달하고 있어,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일상화·고착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의미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농업 노동시장에
서 체계를 갖추고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고용 경로 현황은 현재의 실태만 보여줄 뿐, 이러한
공급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
사를 통해 보완하였다.17)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심층 분석이 선행되어야 향후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공급채널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

17) 현장조사 농가 선정 및 면접조사 결과는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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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발견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공급채널의 특징은 첫째, 비공식 외국인근
로자 알선·소개·파견 규모의 확대, 둘째, 외국인근로자 공급방식 유형의 다양화,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체 이동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아래와 같다.

4.2.1. 비공식 외국인근로자 알선·소개·파견 규모 급격한 확대
농업부문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가 농업부문에 적용되기 전
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중국동포 또는 중국인들이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농가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인력소개소에 내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역 내 인력소개소가 지금과 비교할 때 많지 않았다. 또한, 지역 내에 내
국인근로자로 구성된 농작업팀들도 다수 있었다.
내국인근로자의 고령화, 낮은 신규인력 유입 등으로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였
고, 고용허가제의 경우 1년 이상 고용과 영농규모 제한, 쿼터로 농업부문 인력 부
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고용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농가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랐
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인력소개소를 통한 고용
과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진화하였고, 이러한 방식을 통한 노동력 공급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조사한 지역의 경우, 올해(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을 알선·소개·파견하는 인
력소개소 업체 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면 단위당 최소 1~7개, 군 지역 기
준으로는 군 지역당 10~30개 정도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소개소에서 농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모두 외국인근로자이고, 인력소개소당 보유하고 있는 외
국인근로자는 평균 10~30명 범위이다. 대규모 인력소개소 규모는 최대 200~300
명까지 인력을 보유하고,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한 지역 중, 전라도 F지역 양파품목에서 농번기에 인력소개소를 통해 공급
되는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산이 약 2,000명, 경상도 C지역 감의 농번기 시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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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를 통해 공급되는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산은 최소 3,000명이다.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한
시기는 평균 4년 전부터 급증하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더 늘어났다고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력소개소 등에 속한 외국인근로자
임금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
법체류·불법취업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력소개소를 통해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출신국은 현재 태국
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중국,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사람
들이 주를 이루었다. 경상도 C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광비자로 와서 장기체류
하는 형태가 많았다. 짧게 체류한 사람이 2~3년이었고, 많은 수의 외국인근로자가
5~10년, 최장 20년인 사람도 있었다. 단기 형태도 있었는데, 경상도 C지역의 경
우, 중국에서 대규모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2개월간 합법체류·불법취업 형
태로 근무한 후, 본국으로 출국하고 차년도에 다시 대규모로 입국하는 형태를 반
복적으로 취하고 있다.
조사한 지역에서 고용노동력을 활용하는 농가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
가 비율은 100%였고, 외국인근로자 중 제도를 통한 고용과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고용 비율이 1:9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농업부문에 만연한 일손부족 문제를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가 해결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

4.2.2. 외국인근로자 공급방식 유형의 다양화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알선·소개·파견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전에는 소규모 인력소개
소를 통한 소개, 지인을 통한 소개에 그쳤다면, 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76 |

1)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외국인근로자 공급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과 노동 강도에
따라 사업장을 이동한다. 마치 임금과 노동환경에 따라 농업→건설업→제조업으
로 노동력이 옮겨가듯이, 농업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노지채소→시설원예→시설버섯→축산(양돈)
으로 옮겨가고자 한다.18)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업장 이동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때로는 사업장을 이탈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장 환경과 임금 조건이 좋은 시설버섯과 축산(양돈)농가의 경
우,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센터를 통해 쉽게 고용할 수 있
다. 시설버섯과 축산 농가가 사업장 이동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고용
허가제 신규신청을 했으나, 낮은 점수를 받아 신규신청에서 탈락했거나, 신청한
인력을 모두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이동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은 현재의 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이 지속될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지채소 농가의 일부
상용 외국인근로자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한 인력을 모두 공급받지 못해 사업장 이동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
은 이동한 외국인이 이전에 있었던 농가에서의 인력 부족을 의미하므로, 이전 농
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신규배정이 없는 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배정 농가의 인력 파견
작물재배업 농가 중, 대규모 시설작물 농가에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 배
정을 받은 후, 본 사업장에 일이 없을 때, 지역 내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의 인력을 파견받은 농가는 인력을 일일 고용한 후, 임금을 인력을
18) 고용센터(2017, 2018, 2020)의 농가대상 면접조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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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한 시설작물 농가에 지급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파견된 농가에서 임금을 따로
받지 않고, 원 사업장 농가에게 월급을 받는다. 대규모 시설작물 농가를 하면서 알
음알음 인력을 보내주는 것에서 벗어나, 대규모 시설작물 농가를 운영하면서 인
력소개업도 전문적으로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3) 인력소개소 및 농작업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공급
인력소개소 및 농작업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공급은 내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형태, 외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인 운영 인력소개소는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시 대규모 인력소개소, 중·소규모 인력소개소/농작업팀 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 인력소개소는 장기체류형과 단기방문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인력소개 형태는 다문화 이주여성 농작업팀,
미등록 외국인 농작업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내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①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는 평균 80명에서 최대 200여 명까지 미등록 외
국인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체류 기간은 최소 1~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다.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장기간 불법체류·불법취업 하는 형
태이다.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의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타부문(건설업)일용
직 알선·소개·파견도 함께 하기도 하고, 포전 매매를 통해 농업생산에도 직접 참여
하기도 한다.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 분포하기도 하지만, 서울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인력소개소에서 인력을 보내기도 한다. 장기체류형 인력소
개소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 군 지역, 넓게는 광역단위(도단위)까지 이동
하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알선·소개·파견한다. 이 경우, 해당 농가에 알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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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견하는 인원이 많고 지역이 멀 경우, 인력소개소의 차량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가가 인력소개소 사무실로 오거나 택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임금은 일당으로 농가가 사장에게 지급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게 된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할 경우, 평균적으로 시간당 만 원을 지급한다. 임금은 지
역 임금이 아닌 인력소개소에서 정한 임금을 수요자인 농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
는 구조이다. 인력소개소는 지급된 일당에서 평균적으로 1만 원~2만 5천 원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대도시와 떨어진 농촌지역의 경우, 인력소개소 사장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
게 농촌지역 내 구형 모텔을 장기임대하거나 농촌지역의 빈집, 원룸, 빌라,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숙소를 마련해 준 후, 외국인근로자가 숙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또는 출신 국가가 같은 외국인근로자끼리 모여서 숙소를 스스
로 얻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단위 작업단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한 예로, 상주 지역에 있는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는 음
성, 충주, 의성, 김천 등의 작업단 조직이 협의해 지역별로 다른 수급 시기에 대응
하고 수익을 나누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이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중
개인 간 영역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정숙정 2019).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국인 대상 직업소개소
처럼 그날그날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을 하게 되어, 외국인근로자 간 경쟁이 발생
하기도 한다.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의 경우,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미등
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와 협력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농번기 때 서로 간의 이
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은 본인들이 직접 거래하고 있
는 농가의 농작업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의 농작업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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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규모 단기방문형 인력소개소
대규모 단기방문형 인력소개소는 장기체류형과 달리 합법적 체류·불법취업을
하는 형태이다.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기간 동안만 거주한 후, 출국하
는 형태이므로 합법적 체류이다. 그러나 정해진 비자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불법취업 형태이다. 단기간 불법취업 후 출국한 후, 차년도에 재입국하
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한국에 있는 브로커(또는 연결자)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 연령대의 현지
인을 모집해서 농번기에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한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
한 후 바로 귀국한다.
사업장 이탈 방지를 위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미흡한 사람들만 모집하고
담보도 설정한다. 또한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연계망이 전혀 없는 사람만 모집
한다. 한국 브로커(연결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개료
에는 숙식비, 통근비, 무선인터넷 요금 등이 포함된다. 만약, 농가가 임금을 체불
하거나 병원비 지불을 거절할 경우, 한국 브로커(또는 연결자)가 이를 외국인근로
자에게 지불한다(정숙정 2019).
단기방문형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과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지역이 한국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이동
비용이 저렴하고, 귀국길에 한국 물품 구매 후 자국 내 판매로 이차적인 수익이 발
생하여, 외국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이다. 대규모 단기방문형은 대규모 장
기체류형에 비해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다.
③ 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농작업팀
농촌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10~30명
정도를 보유하고, 소개소가 위치한 지역의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알선·소개·파
견을 한다.
농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국인은 없고, 미등록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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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부분 같은 출신국 외국인들로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사람들의 비
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는 대부분 사무실을 갖춘 형태가 많으나, 전
화로만 운영되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두 유형 사이에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주 업무는 숙련도가 높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1~2인,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근로자 1~2인으로 팀을 배정하여, 농가에 일용 고용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파견 업무를 주로 한다. 그리고 팀원 중에 기초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1인을 두어, 농가에게 작업지시를 받아 농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에 속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크지 않
아, 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다른 소개소로부터 인력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서로
간의 인력지원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는 소개소가 위치한 군 지역 내의 농작업 인
력을 주로 알선·소개·파견을 하고, 인접 군 지역 농가에도 인력을 공급한다. 대부
분 기존에 거래해 오던 농가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광
역단위(도단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농가들은 대부분 본인이 거래하는 인력소개소가 존재한다. 인력소개소 거래 시
작은 대부분 지역 내 어느 한 농가가 이용한 후,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 임금 협상은 농가와 인력소개소 간 이루어지며, 대규모 인력소개소
와 마찬가지로 인력소개소에서 임금을 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농가가 수용할지를
결정한다. 농업부문에서 초과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임금 협상이 가능하다.
임금은 지역과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당 9만 원에서, 농번기철에
는 일당 12만 원(최대 14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인력소개소는 중개수수
료로 1만 원~2만 5천 원을 외국인근로자 임금에서 차감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된 지
역 중 한 지역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50%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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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는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숙소 비용은 외국인근로자가 부
담하는 구조이다. 식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한다.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와 마찬가지로 농작업 현장까지 이동방법은 인
력소개소 봉고차 또는 미니버스로 외국인근로자들을 이동할 수 있게 하거나, 농
가가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를 인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인력소개소가 인력 알선·소개·파견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영농작업
반 개념으로 내국인 사장이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사례
도 있다. 농가들은 작업장 관리와 생산성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를 선호한다.

■ 외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운영 농작업팀19)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과거에는 대부분 지역 내 내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또는 농가 등에 출신 국가의 지인을 소개해 주거나, 육아 등을 위
해 방문한 가족들이 주변 농가에서 일을 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역할은 보다 확대되어, 이전과는 다른 전문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출신 국가 내 지인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진
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 내 농가와 인력소개소에 인력을 알선·소개했다면, 현
재는 광역단위로까지 전문적으로 인력을 알선·소개한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관광비자로 입
국하여 남부지역 농가 또는 인력소개소로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개수수료는

1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외국인 운영 인력소개
소 범주에 포함시킨 이유는 전통적으로 농작업팀의 운영자 또는 반장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보통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외국인 운영 인력소개소는 최근에 나타
난 형태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 내의 농업에서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범주에 두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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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농가에게 모두 받는 경우가 많고, 농가에게만 받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새로운 인력 공급 형태도 등장하였다. 이전에는 지역 내 농가와 인력소개
소에 인력을 알선·소개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현재는 이러한 알선·소개 역할과 함
께, 본인이 농작업팀을 구성하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와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수
행한다. 함께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불법취업
활동을 하거나, 만약 가족일 경우는 합법체류·불법취업 활동을 하는 형태이다.
②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운영 농작업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운영 농작업팀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형태가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가 운영하는 농작업팀이다. 기존에 인력소개소 등에 소속된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가 팀을 꾸려 인력소개소에서 나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형태이다. 자생
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에 고용되었던 농가와의 일정 부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농작업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농작업을 할당받을 수 있고, 농가 입
장에서는 숙련도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검증받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례 지역에서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이 그 지역 내
에서 노동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몇 품목의 농가들이 모여서 장기간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의 경우, 조사 지역에서 14~16명 정도 팀을 이루
어 고용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지역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은 인력소개소와 달리 농가와 임금을 조정하기도 한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은 사장, 관리자, 현장반장이 미등록 외국인이
고, 자국 내 지인 등을 모집하여 함께 농작업 활동을 한다.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
하고, 농작업팀을 운영하는 외국인은 이미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을 운영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작업팀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내 농가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소개하기도 한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과 기존에 속해 있었던 인력소개소 간 관계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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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닌 협력관계이다. 인력소개소 입장에서는 농번기철 일시적·대규모 인력
수요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농작업팀과 협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일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에서 일하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농장을 농가에
게 인계받아 농장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농작업팀을 꾸리고, 주변 지역 내
농가의 위탁영농과 인력 알선·소개를 병행하기도 한다.

4) 브로커 또는 고용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을 통한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직접 고용
시설채소와 축산 농가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시설채소와 축산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
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의 급격
한 상승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기피한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알선·소개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고용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자국 내 지인을 소개하거나 자
국 SNS 네트워크를 통해 농가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본인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
발적이어서20)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 이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이다. 고용주와의 관계가 좋은 곳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국 내 지인을 모집하고 농가에서 함께 고용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농가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는 낮지만, 자국 내 임금과 비교
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용주와 일종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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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체 이동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이
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는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어 있고, 계절근로자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
다. 고용주에게 사업장 이동과 관련한 권한이 주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용 형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인력소
개소, 농작업팀, 농가 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인력소개소, 농작
업팀, 농가와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또는 타 지
역의 다른 인력소개소, 농가 또는 농작업팀에 재취업을 한다. 지역 내 또는 타 지역
재취업은 자국민으로 구성된 SNS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한다. 정부 정책에서는
고용주에게 권한을 두고 있는 경직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
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고용체계는 보다 유연하고, 사업장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
유롭고 사업장 이동 권한이 일정 부분 외국인근로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자인 농가와 공급자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인력사
무소 간,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족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이
유는 농업 노동시장이 초과수요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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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과 제3장에서는 현재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와 외국인근로자 고
용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중고용을, 계
절근로자제를 통해 3개월, 5개월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작물재
배업에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각각 10.0%와 1.4%, 축산업
에서 고용허가제 이용 비중은 55.8%였다.
축산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이용률이 높지만,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 작물재배업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이용률이 매우 낮고, 비공
식 경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공급 경로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물재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한
달 미만의 일일 고용이 주를 이루었고,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은 1~2개월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고용하거나, 제도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원인)를 분석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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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부족과 내국인의 고용 어려움
제도 이외의 현재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식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필요한 만큼 인력이 충분히 구해지지 않는 데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 중,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 곡류, 두서류에서 인력 부족을 경험
한 농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두서류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축산업에서는 설문조사 대상 축종 모두에서 인력 부족을 경험한 농가 비율이 작물
재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가가 6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2019년 한 해 농사일에 인력 부족 여부
단위: %, 호수
작물재배업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

시설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인력 부족으로 적기영농 어려움

64.7

69.4

65.7

50.0

60.7

70.8

72.2

농가 수

156

49

230

50

107

24

11

축산업
인력 부족으로 적기영농 어려움
농가 수

돼지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68.0

61.0

66.5

50

41

4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작물재배업 농가 중, 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농가들은 수확 작업, 적과, 김매
기, 가지치기, 순따기 작업에서 인력이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5가지를 제
외한 작업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4%를 넘지 않아, 농가들의 일손부족이 주
로 위의 5가지 작업에서 나타났다. 특히, 수확과 적과 작업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도 설문 응답 농가의
28.4%에 해당하는 114 농가에서는 여전히 수확과 적과 작업에서 인력 부족을 경
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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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과 적과 작업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개월 이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
이 대부분이고(농사로 작목별 영농순기표21) 참고), 작물재배업의 노동 투입이 집
중되는 시기(4~6월, 9~11월)에 수확 작업이 서로 겹쳐 인력 수요가 집중되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작물재배업의
수확과 적과 작업에 외국인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노동력
이 현재보다 더 투입되거나, 농가들의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노동력 수요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내국인근로자 노동력 투입 증가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다.

<표 4-2> 작물재배업 인력 부족 상위 5순위 농작업
단위: %
구분
농작업(N=114)

수확
51.8

적과

김매기
29.8

가지치기
25.4

순따기

16.7

9.6

주: 중복응답을 모두 포함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가들이 생각하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지역 내 거주
하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청년층의 유입이 적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인력이
구하기 어렵고, 둘째,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농업이 아닌 건설업,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타 부
문으로의 인력 유출은 결국 농업인력 풀(pool)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음에도 사설인력소
개소, 농작업팀, 동네 사람의 소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27.1%(전체 농가: 258
농가)에 달하였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2순위였다.

21) 농사로 홈페이지(http://www.nongsaro.go.kr/, 검색일: 2020. 10. 5.).

제4장 비공식 외국인근로자 공급 발생 원인과 제도의 한계 |

91

<표 4-3> 농업 내국인 고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구하기 어려움.

70.1

31.1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농업 대신 다른 일자리 원함(예: 건설업, 공장, 공공근로 등).

19.9

36.2

인력이 요구하는 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움.

8.2

23.1

기타

1.7

9.4

농가 수

402

13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번기철 농가에서 인력 고용 경로로 많이 이용하는 사설인력소개소22) 중, 농
업 일자리를 알선·소개하는 사설인력소개소를 대상으로 이들이 알선·소개하는
작업장과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일용 초과 노동시장에
추가 노동력 유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농업 일자리를 알선·소개하는 인력소개소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주요 작업은 주
변 농작업(44.6%), 철거, 건설현장 등 일용직 인부(37.5%)로 나타났으나,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은 철거, 건설현장이 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작업 현장은
18%로 노동공급자들의 선호와 실제로 투입되는 비율과 차이가 나타났다.
인력이 철거, 건설현장 등의 작업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금조건이 농업보다
높고(29.5%), 작업여건이 좋은 이유(21.1%)가 가장 컸다.
<표 4-4> 사설인력소개소 인력 투입 작업장과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
단위: %

<사설인력소개소 인력 투입 작업장>
작업현장
철거, 건설현장 등 일용직 인부

주요 인력 투입 작업장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

37.5

75.0

주변 농촌의 농작업

44.6

18.0

경비, 공장 생산직 등 기간제 비정규직 인력

17.4

5.0

기타

0.4

2.0

총 응답 수

100

100

22) 내국인력 고용 경로도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한 인력 고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엄진영 외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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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력 소개자 입장에서 인력이 농작업을 제외한 근무처를 선호하는 이유>
선호 이유

비율

임금이 높아서

29.5

일이 쉬워서

8.4

작업여건이 좋아서

21.1

작업장과 거주지 거리가 가까워서

14.0

해당 직종 일거리가 많음.

11.2

직종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함.

7.0

기타

8.4

응답자 수

71

주: 농업 관련 인력 소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소개소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사설인력소개소의 인력 중, 대부분의 인력은 농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 공급자가 밝힌 이유와 비슷하게
임금의 문제와, 농작업의 어려움(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열악한 작업장 환경으
로 인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농작업 선호도 및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매우 선호함

선호함

보통

선호하지 않음

매우 선호하지 않음

선호도(%)

5.0

6.0

38.0

38.0

13.0

선호하지 않는 이유

비율

일(농작업)이 어려워서

25.5

임금이 적어서

51.0

거리가 너무 멀어서(운송 수단이 없어서)

-

고용이 한시적이어서
작업장 환경(식사 등)이 열악해서

2.0
15.7

기타

5.9

총 응답 수

5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업부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일용근로자부터 임시 및 상용근로자까지 많이 고
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입장에서 만약 40~60대의 내국인이 농업부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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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다면, 과연 외국인과 내국인 중 어느 집단을 선호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축산
은 외국인근로자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작물재배업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선호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축산업에서 위의 질문에 40~60대 내국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이유를 들었
고, 작물재배업에서는 내국인근로자들의 나이가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많은 이유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내국인 선호 정도와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40~60대 내국인

구분

작물

선호비율

30.8

축산

작물

26.5

응답자 수

외국인

상관없음
축산

32.3

작물재배업: 402농가
40~60대 내국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60.8

작물
35.8

모름/무응답

축산

작물

9.7

축산

1.0

2.8

축산업: 143농가
작물

축산

나이가 많음.

60.0

10.3

작업숙련도가 떨어짐.

10.8

3.4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음.

10.8

35.6

-

1.1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 고용하고 싶지 않음.
고용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둠.

0.8

16.0

16.9

22.9

기타

0.8

10.3

총 응답 수

130

87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높음.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근로자 고
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급의
측면에서, 농가가 인력을 구하는 데 주로 활용하는 인력소개소의 인력들의 경우,
실제로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지만 여전히 건설업 현장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
건설업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 농작업 현장에 내국인 외부 유입
이 쉽지 않다. 또한 수요자의 측면인 농가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의 경우, 만약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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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외부 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 내국인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속할 개연성이 많다.
인력 부족과 함께 내국인의 고용 어려움은 결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지속적으
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와 농
업부문의 내국인력 확충 관련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식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
의 농업부문에서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단순히 농작업팀 또는 인력소개소 등에 노동력을 제공
하는 위치에서, 스스로 숙소와 여건 등을 갖춘 농작업팀을 만들어 농가와 교섭하
고, 나아가 위탁영농까지 맡고 있는 현재의 상황23)은 결국 수요자(농가)와 공급자
(외국인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자(농
가)와 공급자(외국인근로자)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와 각 주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가 이를 포괄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수요자 측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특성과 제도의 한계
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의 특성 분석
프로빗 표본선택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성과방정식의 평균한계효과
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농가와
농업 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반적 특성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표본선택모형의 한계효과 추정결
23)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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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가 및 농업 경영주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및 농업 경영의 특성이 농가의 농
업 근로자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농업 경영주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종학력을 들 수 있으
며, 농가의 특성으로 가구원 수, 겸업 여부 및 농외수입 비중, 농기계, 정보화기기,
교통수단 보유 여부, 농축산물 판매금액, 최대 판매금액으로 구분된 주요 재배품
목, 거주지역을 들 수 있다.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 그 이외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 경영주 및 농
가의 특징이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 3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보유한 농가
의 비율이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2%에 불과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는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농업 근로자의 외국인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으
므로, 전반적으로 모수 값이 과소 추정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많은 농가가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농가 및 농업 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및 농업 경영에 관
련된 특성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모형이 농림
어업총조사 2010, 2015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 2017년에 전국으로 확대된 계절근
로자제도가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친 영향이 반영
되지 못하였다.
특히,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2%에 불과하
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큰 농가일수록 그 효과가 컸다는 것은, 판매금액이 기준
선 이하인 농가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의 <표 3-2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임시 및 상용 외
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55.8%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1~2개월 고용한다
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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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업 근로자 고용에 따른 3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보유 여부(프로빗 표본선택모형 평균한계효과)
구분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
(Outcome)

평균한계효과

p-value

평균한계효과

p-value

경영주 연령

-0.0002***

0.000

0.0000***

0.000

경영주 성별(남성=1)

-0.0139***

0.000

-0.0001*

0.054

경영주 결혼상태
(기혼 또는 유배우자=1)

-0.0081***

0.000

-0.0001**

0.027

경영주 고졸 이하(=1)

-0.0331***

0.000

-0.0002***

0.000

가구원 수

-0.0058***

0.000

0.0001***

0.000

전업 전업
및 겸업 - 농업 수입이 많음
겸업 겸업 –농업 외 수입이 많음

-0.0021**

0.013

0.0003***

0.000

0.0057***

0.000

0.0002***

0.000

0(omitted)

0(omitted)

농기계 보유

0.0126***

0.000

-0.0001***

정보화기기 보유

0.0162***

0.000

0.0004***

0.000

교통수단 보유

-0.0031***

0.000

0.0001***

0.000

판매액 없음
설
명
변
수

농업근로자고용(Selection)

0(omitted)

0.000

0(omitted)

120만 원 미만

0.0380***

0.000

0.0000

0.983

120만~300만 원

0.1040***

0.000

0.0001

0.427

300만~500만 원

0.1751***

0.000

0.0005***

0.001

500만~1천만 원

판매
1천~2천만 원
금액
2천~3천만 원

0.2439***

0.000

0.0009***

0.000

0.3297***

0.000

0.0020***

0.000

0.4110***

0.000

0.0047***

0.000

3천~5천만 원

0.4838***

0.000

0.0095***

0.000

5천~1억 원

0.5619***

0.000

0.0246***

0.000

1억~2억 원

0.7376***

0.000

0.0708***

0.000

2억 원 이상

0.7435***

0.000

0.2054***

0.000

벼농사

0(omitted)

주요
작물
재배
축산

거주 동
지역 읍·면

0(omitted)

0.0610***

0.000

0.0007***

0.000

-0.1350***

0.000

0.0015***

0.000

0(omitted)
-0.0985***

조사 2010년
년도 2015년
N

0(omitted)
0.000

-0.0003***

0(omitted)
-0.0639***

0.000

0(omitted)
0.000

0.0004***

2,260,058

상관계수(  )

0.000

571,825
0.7357

독립성 검정 Wald test (rho = 0): chi2(1) = 209.78

Prob > chi2 = 0.0000

주: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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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력이 특별히 부족했던 농작업인 수확 작업, 적과 작업 등의 영농순기표
가 대부분 1개월에 끝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가가 필요한
인력은 일용근로자와 1~2개월의 임시근로자이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은 일
부 대규모 농가에 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
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1~2개월의 임시근로자이지만, 현재의 관련
정책 부재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
한 시사점이 실제적으로 그러한지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
농업부문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에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농가 비율은 매우 낮다. 설문조사
대상 농가 기준으로,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채용에는 각각 5.0%, 1.3%, 작물재
배업 상용근로자 채용에 10.0%, 축산업 상용근로자 채용에 55.8%이다. 작물재배
업에서 제도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축산업에서는 상용근로자
채용 시 고용허가제 이용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도의 낮은 인
지도 때문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은 작
물재배업에서는 각각 8.3%, 11.1%, 축산업에서는 13.2%에 지나지 않아, 많은 농
가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2018년 엄진영 외(2018)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축산농가는 평
균 40.6%, 작물재배업 농가는 평균 50.7%, 계절근로자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작물
재배업 농가 비율은 69.1%였다.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많은 농가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는 <표 4-8>과 같았다. 작물재배업 농가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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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42.9%)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17.5%)는 점이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력을 3개월보다 짧게 하고 싶으나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4.1%, 임금부담이 17.6%, 고용 시기와 입국 시기가 맞지 않아서가 17.1%로 나타
났다. 앞의 농가 특성 분석에서 언급한 대로,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재
배업 농가가 필요한 인력은 짧은 기간 대규모로 투입되는 인력임을 알 수 있다.

<표 4-8>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이용하지 않는 이유
고용허가제를 모름.

비율

단위: %, 호

계절근로자제 이용하지 않는 이유

8.3 계절근로자제를 모름.

비율
11.1

1년 고용이 필요 없음.

42.9 인력을 3개월보다 짧게 고용하고 싶음.

24.1

신청해도 인력 배정 확률 낮음.

17.5 임금부담이 커서 고용 포기

17.6

임금부담이 커서 고용 포기

11.7 숙박시설 마련 부담

13.3

신청 절차가 복잡함.

15.6 고용 시기와 입국 시기 맞지 않음.

17.1

이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하였으나, 불만족

3.8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음.

기타

0.3 계절근로자제 이용한 다른 농가 불만을 듣고 포기

총합

231

11.7
4.3

기타

0.8

총합

252

<축산업>
고용허가제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비율

고용허가제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비율

고용허가제를 모름.

13.2

신청해도 인력 배정 확률 낮음.

22.6

신청 절차가 복잡함.

35.8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음.

20.8

28.3

이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하였
으나, 불만족

18.9

임금부담이 커서 포기

총합

5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축산 농가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35.8%로 가장 높았고, 임금부담은 28.3%, 신청을 하더라도 인력을 배정받을 확률
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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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작물재배 특성과 인력고용 체
계에 현재의 제도가 부합하지 않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축산 농가의 경우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여
력이 있음에도 복잡한 신청 절차의 문제와 신청해도 인력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작물재배업은 외국인근로자 제도
설계 측면에서의 불일치<그림 4-1>, 축산업은 외국인근로자 제도 운영 측면에서
의 불일치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재의 제도
상에서는 1~68일 고용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외국
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많은 수가 이 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다.
축산업은 평균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
용하는 것이 기간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제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인력
배정 측면에서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

<그림 4-1> 작물재배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와 정책 간의 괴리

자료: 저자 작성.

100 |

따라서 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인
력 고용 형태가 제한적이고, 대안이 없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번기 때의 일용근로자 부족 현상
을 현재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데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일용 외국인근로자 공
급이 공고한 고용체계로 이미 자리 잡혀 있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2.3. 고용비용 절감 효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인력 자체 부족 문제 이외에, 작물재
배업 특성상, 일용근로자 또는 1~2개월의 임시근로자를 현행 제도에서 고용할 수
없는 이유도 있으나,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만 또는 짧은 기간에만 외국
인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할
때만 또는 짧은 기간에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정해진 고용 기간 동안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등
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축산 농가도 작물재배업 농가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
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 이외에 양돈 농가에서는 외국
인근로자의 근무태도·숙련도 등의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
답이 뒤를 이었고, 한육우/젖소 농가와 산란계/육계 농가에서는 임금 절감 효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분석한 외국인근로자 임금 내용과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작물재배업 일용근로자 임금은 외국인근로자가 오히려 높거나 내국인근로
자와 같은 비율이 많았고,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근로자 임금에서는 내국인근
로자 임금이 외국인근로자 임금보다 높았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제도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낮았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의 미등록
일용근로자 고용은 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와 이를 대응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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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작물재배업의 미등록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
은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임금 절감 효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임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노지 채소의 경우 5.8%, 시설원예의 경우 15.4%로 나타난 사실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표 4-9>.

<표 4-9> 작물재배업: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단위: %, 호
구분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

시설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다른방법으로 인력 구하기 어려움.

40.4

19.2

21.7

21.1

25.4

46.2

33.3

짧은 기간 또는 필요할 때만 인력 고용 가능

35.6

34.6

50.3

36.8

39.7

38.5

33.3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 통해 고용하는
것보다 임금이 낮음.

5.8

13.2

7.7

15.4

7.9

0.0

0.0

숙박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7.7

11.5

6.3

15.8

14.3

7.7

0.0

밥, 간식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1.9

3.8

2.1

2.6

4.8

7.7

0.0

이용하고 있는 고용 경로 외국인근로자 숙련도가 높아서

1.9

0.0

2.1

0.0

3.2

0.0

16.7

이용하고 있는 고용 경로 외국인근로자 근무태도가 좋음.

1.0

0.0

3.5

5.3

1.6

0.0

16.7

주변 농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3.8

7.7

5.6

5.3

3.2

0.0

0.0

농가 수

104

26

143

38

63

13

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표 4-10> 축산업: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단위: %, 호
구분
다른 방법으로 인력 구하기 어려움.
고용허가제 통해 고용하는 것보다 임금이 낮음.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전체

37.5

50.0

32.1

38.0

0.0

21.4

21.4

18.0

12.5

7.1

7.1

8.0

이용하고 있는 고용 경로 외국인근로자 근무태도가 좋음.

12.5

14.2

7.1

10.0

주변 농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12.5

7.1

10.7

10.0

이용하고 있는 고용 경로 외국인근로자 숙련도가 높아서

필요할 때만 고용할 수 있어서

12.5

0.0

10.7

8.0

기타

12.5

0.0

10.7

8.0

8

14

28

50

농가 수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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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양돈 농가는 축종 중, 지급하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높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
균 임금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아, 임금 절감
효과로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할 유인은 적다. 그러나 산란계·육계 농가와 한육우·
젖소 농가의 경우는 내국인근로자 임금이 외국인근로자 임금보다 높고, 외국인근
로자 평균 임금은 최저시급 상한이 있어, 임금 절감 효과 유인이 크게 작용할 확률
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표 4-8>에서 축산 농가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임금부담이 커서 포기했다는 응답이 28.3%로 두 번째로 높게 나온 내
용과 일치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품목별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성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구분

현 제도 이용 가능 여부
일용
근로자

X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 인력의 절대적 부족,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낮음.
∙ 현 제도로 1개월 미만 고용 불가능

△

제도
∙ 인력 부족
설계상의 ∙ 1~68일 미만 고용 근로자 고용 불가능과 임시근로자 고용 기간은 1개월이
문제
가장 많으나 현 제도로 불가능
∙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간이 긴 품목일수록,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발생

상용
근로자

O

∙ 인력 부족
제도
∙ 고용허가제 고용 가능하지만, 농한기철 고용 문제(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설계상의
는 농한기에 임금을 낮게 지급)
문제,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상대적 낮은 임금으로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발생
∙ 대규모 농가의 경우, 상용근로자 신청 인원을 모두 배정받지 못해 미등록 외
제도
국인근로자 고용
운영상의
∙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의 복잡함, 기준에 부합한 숙소시설 마련 등의 부담으
문제
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양돈

O

임시
근로자
작물재
배업

축산업 한육우
/젖소
산란계
/육계

O
O

∙ 인력 부족
∙ 임금 절감 효과 유인 적음.
∙ 미등록 고용 이유는 신청 절차상의 문제, 신청 인원 배정 문제가 큼.

제도
운영상의
문제
∙ 인력 부족
∙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발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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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자(외국인근로자) 측면
3.1. 근로환경 불만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미등록 외국인근
로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정된 사업장의 근로환경(시설, 작업 강도 등), 급여
등에 불만을 갖거나 고용주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확보에 목적을 두고 입국을 했기 때문에 임금 문제에 민감하고,
일 관련 조건이 불리하면 고용주와 협상을 하며, 이러한 협상에서 불만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감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정용교 2020).
특히 농업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내의 사업장 이탈 비율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이유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
번기의 근로시간이 길고, 작업 및 주거 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외국인근로
자들에게 농업 일자리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윤구 2020: 174).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력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철거·건설현장 임금은 일평균 12.3만 원, 경비·공장 생산직은 일평균 11.1만 원인
것에 비해 농작업은 일평균 10.7만 원으로 농업부문의 임금은 병립하는 타 산업부
문의 임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표 4-12>. 따라서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타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자리가 날
때, 사업장을 이탈할 유인이 생긴다. 또한, 작업 및 주거 조건에서도 제조업과 건
설업 현장은 많은 수가 도시지역이나 읍면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제조
업과 건설업 일자리를 선호하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축산 농가 또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할 때 부부를 선호한
다. 부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독신으로 사업장에 온 미등록 또는 고용허가제를 통
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장에 자국민이 없거나, 자국민과 좋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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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지 못할 경우 외로워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조사되
었다.24)

<표 4-12> 타 산업과 농업부문 근로자 임금(일당)
단위: 만 원
산업부문

철거, 건설현장

농작업

경비, 공장 생산직

평균 임금

12.3

10.7

11.1

응답자 수

84

100

30

주: 농촌지역의 인력소개소 중, 농가에 근로자를 알선·소개하는 인력소개소 100곳의 운영자에게 설문조사 당시,
인력을 매칭 시 인력에게 제시한 임금 수준을 설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두 번째로 근로환경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대체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제조업
등에서의 고용허가를 희망하지만 본국에서의 선발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농축산업 고용허가 쿼터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처음부터 이들 농업분야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낮다는 점”이다(전
윤구 2020: 174). 따라서 관심과 애착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처해진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갖기 더 쉬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수산업 분야 취업에서는 기술연마나 기능향상이라는 부
수적 효과가 미미하여 오로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장을 따라 움직이
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전윤구 2020: 174).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
가 면접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
은 농업부문 내에서의 이동, 산업부문 내에서의 이동을 자발적으로 하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소득을 따라 농업부문 내에서는 노지
채소→시설원예→시설버섯→축산(양돈)으로 사업장을 이동하고, 산업부문 내에
서는 농업→건설업→제조업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의 순서는 소
득의 순서이면서 동시에 임금 대비 작업환경이 좋은 순서이기도 하다.

24) 2017년 5월, 2018년 9월, 2020년 5월, 8월 축산농가, 작물재배업 농가, 인력소개소 운영자 면담
조사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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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법체류·불법취업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 발생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본국의 임금에 비해 한국의 근로
임금이 3∼20배가량 높으므로(이문호 2019),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해도 본국에서 얻을 몇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관
광비자로 입국한 후 합법체류·불법취업하거나 장기간 불법체류·불법취업을 선택
할 유인이 있다. 또한, 재입국 의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
여 4년 10개월을 일하고 출국하는 것보다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하더라도 불법
체류 및 불법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적발될 확률과 처벌 수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규용·이태정(2007)은 외국인근로자 본국의 빈곤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선
진국의 높은 소득수준이 이민, 더 나아가 불법체류까지 선택하게 하는 근본 원인
이라고 지적한다. 국가 간 임금 격차가 클수록,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의 유인이 증가할 것이며, 본국의 경제 사정이 양호할 경우 불법체류가 감소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7~2010년 멕시코 노동시장의 취업경쟁이 약화되어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최서리 외 2014).
Hanson(2007)은 불법체류자의 유입은 본국의 경제가 침체될수록, 유입국의 경제
가 활성화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국제적 임금 차이(global labor arbitrage)에 기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
득 취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의 취득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취업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령,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한 만
료로 귀국할 경우 본국에 출국 대기인원이 많아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불
법체류 및 불법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양순미 외 2018). 외국인근로자
들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개인, 가족, 공동체의 소득과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
며 가족의 생존, 자녀의 진학 등과 같은 생애주기의 변화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하
려던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귀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김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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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또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어 활용이나 노동 숙련
도가 높아져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규용·이태정 2007). 이 경우, 이들의 높은 한국어 수준 및 생산성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고임금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불법취업이 계속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계속적인 불법 취업 유인과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림·정영
탁(2011)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주국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고 본국과의 관계가 낮아져 장기적인 불법체류의 유인이 증가한다고 지적
하였다.

3.3. 낮은 자진 출국 유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불안정한 체류와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로 취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한국에 있으면서 고용을 유지했을 때 얻는 효
용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될 경우의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앞 절에서 서술한 불법체
류·불법취업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서 오는 효용이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약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 이후 30
만 명대로 진입하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38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사
증 면제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이 전체 불법체류자 중 44.7%에 달하는 등,
불법체류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억제하
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입국불허 비중이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
기 대비 54.5%p 증가하였다. 그러나 입국불허만으로는 급격한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를 꺾기 역부족으로, 2019년 10월 말 기준까지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곧 40
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의 단속·자진 출국 정책이 있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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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면서 유예기간 이후의 불법체류 외
국인에게는 범칙금을 엄정하게 부과하여 유예기간 동안의 자진 출국 유인을 마련
하겠다고 발표하였다(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25)).
2019년 12월 11일 발표 이전에 자진 출국 제도는 주로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
간 완화로 자진 출국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자진 출국 이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
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26)) 불법체류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진 출국 유인이 매우 낮았고, 범칙금도 엄정하게 지켜지지 않다 보
니 자진 출국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칙금 면제 항목이 큰 유인효과가 되지 못
하였다.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환지원 정
책도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귀환지원 정책은 취업비자의 허가된 고용 기간이 만
료할 때, 귀환 예정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귀국지원 서비스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귀국준비 교육이 있다(신지원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귀환지원 정책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정책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환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거주나 취업
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비호신청자(Asylum) 중에서 수용
국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국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 불법적으로 체류하
면서 관련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외국인과 비호신청거부자 중 출국명령을 받지 않
은 외국인, 퇴거 절차에 있는 외국인 중 강제퇴거 되기 전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이
다(최서리 외 2014; Black et al. 2011).
결론적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취업 단속에 따라 강제

25) 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2. 10. “법무부, 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
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26) 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12. 10. “법무부, 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
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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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불법취업에 따른 편익이 자진 출국할 경우에 얻게
되는 편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체류·불법취업을 이어나가는 측면이 발
생한다.

4. 제도적 측면
4.1.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부재
농업 외국인근로자 규모, 도입방법, 배정, 관리·감독, 사후관리에 다양한 부처
가 연결된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조한다. 계절근로자제는 출입국체류자격 등의 신설 등의 도입 당시 법무부의
역할로, 현재 법무부가 주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여 움직인다.
농업부문에서의 고령화와 인력난 속에 근로자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내국인근로자 고용으로 농업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고,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된다면 정부의 정책이 따로 필요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일부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내
국인 노동공급이 수요만큼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책이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는 것이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고용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외
국인근로자 규모를 어느 수준의 범위에서 유지해 나갈 것인지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 현재의 중앙정부 단계에서의 정책은 내국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도농인력중개서비스 플랫폼 제공의 정책
과 외국인근로자 정책으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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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은 하나의 인력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정해지고, 시·도 단위, 시·군 단위까지
전달체계가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 파편적인 개별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어, 시
의성이 낮다.
파편적인 정책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농업정책에서 고용인력 정책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인력 관련 정책은 청년영농인 육성과 농기자재 개발·보급
정책만을 포함하고 있다.

<표 4-13>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일자리 관련 로드맵
2018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 청년영농정착지원제
∙ 농업법인취업지원

2019~2020
∙ 미래농고·영농특성화
대학 확대

2021~2022
∙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비축량
(~22:15천 ha)
∙ 농기자재 개발·보급 확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이러한 상황에서 시·군 단위에서도 통합된 농업 고용인력 정책을 찾아보기 매
우 어렵다. 일례로 계절근로자제를 초창기에 시작한 ○○군에서도 계절근로자제
담당은 농식품유통과에서,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는 경제과27)에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인 정책을 세워 시행하기에 부서 간 칸막이가 존재하며, 지역단위에서 인
력 정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도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 ○○도청의 조직도에서 농
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조직도를 살펴보면, 업무를 총괄
하는 팀장은 농업경영, 여성농업인지원, 농촌개발 부문에 두고 있다. 개개인의 업
무에서도 고용인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업무 담당은 공표된 조직도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고용인력 정책이 수립되기란

27) 위의 내용은 2017년 계절근로자제 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현재의 군 홈페이지에 있
는 조직도에서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음. 농업인력 담당이라고 명시된 담당자를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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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상황이 아니다. 일손부족과 대응에 있어, 담당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인력 소요 파악, 외국인근로자 파악, 부족 인력 파악 등이 시·군, 시·도 단위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림 4-2> ○○도청 농업담당 조직

∙ 농업정책과 업무총괄팀장

∙ 농업경영팀장(농업경영 업무 전반)
∙ 여성농업인지원팀장(여성농업인 지원팀 업무 총괄)
∙ 농촌개발팀장(농어촌개발 업무 전반)

주: 자료 검색 주소에서 해당 도청을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함.
자료: 해당 도청 홈페이지(https://www.OOOOOOOO.go.kr/pj/StaffInfoListAction_Home.do?menuId
=○○○○0913010200&deptCd=6461213&pageIndex=1, 검색일: 2020. 10. 10.).

<그림 4-3> 경기도 조직도-노동국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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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경제와 노동 업무를 분리하여, 전국에서 처음으
로 노동국을 단독국으로 두고,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를 두고 있다. 특히 도내 외국인의 체류·고용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 단위였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과 단위로
확대하여 일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4.2.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첫 시작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이었다. 그러
나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연중 노동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산업부문에 적합한 제도였다. 농업부문은 앞서 분석한 대로, 축산 농가를 제외하
고 연중고용이 힘든 업종이다. 물론 시설원예도 연중고용 수요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1년간 고용이 불가능하여, 2007년 근무처 추가제도가 생겼다.
한 산업부문에 내국인을 구인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부
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형태와 근로환경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을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축산농가의 외국인 고용만 커버
할 수 있다. 시설원예의 경우, 일반적으로 11~1월에 농한기가 발생하여 근무처 추
가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대부분 품목의 농한기가 겹치므로 근무처 추가제도 이용
률은 1%도 되지 않는다(엄진영 외 2018). 대부분의 시설원예 농가들은 11~1월 동
안 근무처 추가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외국인근로자와 협의하여 임금을 낮추거
나, 왕복 비행기 표를 지급하여 본국으로 무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
설원예는 변형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제는 작물재배업의 임시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고용이 필수적이므로, 3개월의 일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작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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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업의 농가들은 영농규모·품목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설
정되어 있다. 특히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1~2개월 임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농가의 수요를 맞출 수 없다.
그러나 인력 부족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고용 형태는 농번기에 일시적·대규모
로 인력이 소요되는 일용근로자 고용 형태이지만, 현재의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
이러한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농업부문의 일용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의 고령화, 더딘 신규 인력 유입
등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의 감소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이혜경 외 2020, 발
간 예정), 향후 인력 부족과 일용노동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많지
만, 현실의 정책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농림어업부문 일용근로
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2017
년 32.6%, 2018년 35.8%, 2019년 39.2%로 증가하였다. 60대 이상은 2017년
66.8%, 2018년 69%, 2019년에는 69.6%로 고령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경제활
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근로자 고용 형태에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림어업부문의 일용근로자 비중은 2017년 10
월 기준 59.5%, 2018년 56.3%, 2019년 47.8%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
석).28)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용근로자 고용 형태의 농가 비중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중, 75%에 해당하였다.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농업부문 쿼터 기준 등으로 고용허가제를 활용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현재의 기준은 품목의 특성이 반영되기보다 제도가 처음 출발할 때 타 산

28) 농림어업 일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로 해석할 수 없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는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의 취업자 수이므로,
일용근로자 비중의 감소는 노동수요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노동공급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노동수요
와 노동공급이 동시에 감소할 때 발생한다. 이에 대한 검증과 분석은 이혜경·정기선·최홍엽·엄진영·
김선웅(2020)의 발간 예정 보고서에서 분석되었다. 일용근로자 비중의 감소는 일용근로자의 급격한
수요 감소보다는 일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의 고령화, 더딘 신규 인력 유입 등으로 인해 일
용근로자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발간 예정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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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문에서 유지하던 항목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농가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한다. 고용허가제의 업종·내국인 상용근로자 고용인원 수· 외국인근로자
허용 규모·업종에 따른 영농규모 등의 기준이 현실과 부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4.3. 장기적 시각의 부재
현재까지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때에
따라 사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그림 4-4>. 현재의 제도 개선 체계처럼 사후적으
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농
업부문의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림 4-4>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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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 ① 현재 농업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② 현재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를 도출한 후 ③ 관련 전문가 논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④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관련 부처의
협의 가운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농가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현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인권과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회비용을 발생
시키며, 향후 사회통합과 안전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 현재 당
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환기, 그리고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4.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논의 부족
2003년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를 대상으로 출국유
예, 조건부 합법화, 대대적 단속추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2년 정부는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체류방지 종합대
책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자진 출국을 위해 미등록 체류자와 고용주 처벌 면제,
2003년 3월까지 출국준비기간을 허가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국 규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였고, 단속반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정영섭 2019).
그러나 2003년이 되면서 1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국 유예 기한 신청 연장
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3년간 출국준비기간 연장이었다. 2003년
3월에 자진신고기간에 이미 출국한 외국인과 출국 유예 기한 신청 연장 허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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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최장 5개월 동안의 한시적 출
국 기간 연장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정책 발표 배경에는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 부
족 현상이 있었다(정영섭 2019).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한 동년 8월, 체류 기간 3년 미만자에 대해 최장 2년
간 취업을 허용하고, 체류 기간이 3~4년인 외국인은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되 5년
한도 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종전 사업장 근무를 허용하였고, 4년 이상인 사람, 미
신고자, 신규 미등록자는 자진 출국 기간을 설정하여 출국하도록 하였다. 이후 11
월부터 대대적 단속을 시행하였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로는 합법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미등록체류 동포 대상으로만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2004년 이후로는 합
동단속을 강화하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단속은 더욱 강화
되어, 한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긴급 개입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
서 한편으로는 자진 출국 기간을 두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
부 때는 합동단속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별 인력 쿼터 결정에 자진 출국률을
포함시켜 자국민 귀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였다. 더불어 자진 출국 기간도 시행
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진 출국 시, 입국 금지 기간을 축소·면
제하여 자진 출국에 대한 유인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합동단속, 광역단속, 특별단속
지역 등을 설정하여 단속 정책을 강화하였다(정영섭 2019).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2017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에 체류 기간 3년 미만자에 한한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로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은 단속 강화
와 자진 출국 정책이 주를 이룬다. 단속 강화와 자진 출국 정책이 매 정부마다 반복
되고 있지만, 이의 정책들이 불법체류자 수를 감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들인지,
또한 한시적 자진 출국 기간과 범칙금 면제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현재의 자진
출국 정책만으로 미등록 외국인이 출국하는 데 충분한 유인(incentive)이 되는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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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리 외(2014)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크게 국경관리, 단속, 합법
화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집단별 특징에 따른 대상별 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불법체류가 되기 전 체류 자격이나 입국 경로가 다
양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이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불법체류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소한 ① 불법 입국한 외국인과 단기비자로 입국하
여 취업 허가 없이 취업 활동하는 외국인, ②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사증으
로 입국한 외국인, ③ 장기불법체류 외국인, ④ 난민 인정 거부자, ⑤ 불법체류 외
국국적 아동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내 외국인 불
법체류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장기불법체류 외국인과 미성년 불법체류 외국
인 대상 합법화 절차 도입과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과 난민신청 거부자 중 노약자 대상 귀환지원을 제언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특정 산업에 국한해서 불법체류 정책을 시행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
서리 외(2014)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의 특징이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 집
단별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속과 자진 출국 유인은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
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한 합법적 체류를 지닌 외국인근로자보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몇 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도 체류 자격이나 입국 경로가
동일하지 않으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불법체류·불법취업에 따른 효용
과 비용이 품목과 고용 형태, 고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농업부문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일 것으로 판
단되지만,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모, 입국 경로, 채용 경로 등에 대한 연구
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지
점이고, 이들이 미등록 외국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유인 또는 경제적·사회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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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평면적인 단속정책과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의 되풀이 속에서는 미
등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단의 특징에 따라 단속정
책,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
다. 더불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는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에
일시적·일회성으로 취해졌으나(최서리 외 2014),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으로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합법화 조치의 시행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정
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정책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파생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때 취해졌던 합법화 조치에 기회를 얻지 못해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사람들이 2,300명 이상 되는 것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
한 지점이다(최서리 외 2014). 장기 불법체류는 현재 진행형이며, 농업부문도 예
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사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한 농가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자녀가 다시 그 농가에 미
등록 외국인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한 지역 내에서 10여 년을 미등록 외국인근로
자로 일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도 존재하였다.
미등록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등록
문제를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학계·정부·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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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29)

1. 미국
1.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1.1.1. 단기고용 형태: H-2A 프로그램
□ 제도 운영 개관
“H-2A 비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미국의 H-2A 한시농업노동자 프로그램
(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program)은 미국 농업인들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농
업인들이 H-2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
국인을 구인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시적 또는 계절적 노동 수요가 많은 파종, 경작, 수확 등에서 필요한 한시적

29) 해당 장은 이민정책연구원 위탁원고를 요약하여 작성함. 본 보고서에는 각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전체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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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노동력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작업이 계절성인지 한
시적인지에 따라 H-2A 노동자는 농가, 농장, 목장, 종묘장, 방목장, 비닐하우스 등
온실, 과수원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계절성 작업(seasonal work)은 연중 특정 시
간에만 필요한 작업으로 해당 시기 평소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작업을 의미
하며, 한시적 작업(temporary work)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
작업이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파업, 작업중단, 또는 정리해고 등이 일어났다면
H-2A 프로그램 자격을 잃게 된다.
농업고용주가 H-2A 비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
추어야 하는데, 우선 일자리가 한시적 또는 계절적 특성의 일자리이어야 한다. 그
리고 해당 작업을 할 미국인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
과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H-2A 프로그램은 이러
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 즉, 농업고용주가 H-2A 외국
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30)
한편 미국의 H-2A 비자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적자만
가능하다. H-2A 대상 국가 리스트는 연방등록고시(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
해 공개되고 공개되면 1년간 유효하다. 2020년 1월 19일에 발표된 H-2A 프로그램
에 참여 가능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총 84개국이다.31), 32)

□ 제도상의 요건
H-2A 프로그램에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요건들이 있다. 농업고용주
는 H-2A 노동자들에게 ‘역효과 임금률’(Adverse Effect Wage Rate: AEWR)이라
고 불리는 임금 기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EWR는 정부가 해마다 조
30)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조하기를 바람.
31) USDA(https://www.farmers.gov/manage/h2a, 검색일: 2020. 9. 13.)
32) 신청방법과 관련 규정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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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지역 평균 임금(regional average wage)이다.33)
미국 노동부는 해마다 조사를 토대로 AEWR를 조정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위
험수당, 상여금, 성과급 및 기타 모든 지급을 임금으로 분류한다. 이것이 다음 해
의 기본 시급 기준을 상승시킨다. 이를 통해 상승된 AEWR는 평균 임금보다 낮은
H-2A와 미국인 이주노동자(미국 내 이주)들에게도 적용되어, 이들 노동자가 중도
하차하면 조사된 임금 수준은 더 올라간다. 많은 농업고용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AEWR가 매년 현실과 더욱 단절되는 상승을 한다고 상향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는다고 느낀다.
H-2A 프로그램에서도 이전의 H-2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미국인 노동자 우선
고용 원칙과 미국인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 방지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유지된
다. 특히 미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H-2A 고용 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미국인 노동자에게 연방(federal)/주(state)/또는
지역(local)의 최저임금, 통상임금(prevailing wage), 또는 AEWR(주로 이 기준이
가장 높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Martin 2016: 31).

1.2. 소결 및 시사점
미국 농업도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농업고용주들이 미
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농업분야 외국인력 제도에서 농업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기준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미
국에서 농업분야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지 않는데, 농업분야 외국인력 제도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숙소 및 교통 등에 대한 지원

33) 2020년 기준 시간당(시급) AEWR는 11.71불(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서 15.83불(오레곤, 워싱턴) 사이인데, 이것은 모든 주의 최저임금보다 평균 57% 높은 금액이다
(Biber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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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무화되어 있으며, 같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소 동
일한 조건으로 처우를 해야 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있다. 미국 농업 임금 노동자의
시급이 비농업분야의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외국인력 제도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
을 받지 않는) 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소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줘야 하기 때문이
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제도 설계 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
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의 농업은 미등록 외국인에의 의존도가 높다. 이들이 제도권 속
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당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법
적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
한 대응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캐나다34)
2.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캐나다의 한시취업은 농업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기후로 인해 연중 농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만 농
업경영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절농업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e Workers Program: SAWP)을 운
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한시취업이민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계절노동자들은
34) 해당 절은 그래미 휴고 외(2013: 18-31)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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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선발되었는데, 본국과 캐나다의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였기 때문에 송출국과 캐나다 정부가 계절노동자 프
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2.1.1. 단기고용 형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 제도 도입 배경 및 변화
SAWP는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민간기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제 외국인력 도입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인
적자원개발부(HRSDC)와 그 산하기관인 대민행정서비스청(Service Canada)이
다. 국내에서 구인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경영인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최
장 8개월 동안 SAWP를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이 SAWP를 통해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캐나다
연방정부와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캐나다 연방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멕시코와 12개 캐
리비안 국가들35)이다.

□ 제도 운영 개관
SAWP 신청 전에 캐나다의 고용주는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 구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일자리센터나 (준)주의 유사한 기관에 최소
14일 동안 구인광고를 내보내야 하고, 동 구인광고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를 신청하기 3개월 내 이루어져야 한다.36) 구인노력 후에도 노동자를 구인하기 어

35) 앙귈라(Anguilla),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Dominica), 그레나다(Grenada), 자메이카(Jamaica), 몬세라트(Montserrat), 세인트키츠네비
스(St. Kitts-Nevis), 세인트루시아(St. Lucia),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트리니다드(Trinidad), 토바고(Tob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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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경우 고용주는 캐나다 정부(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ESDC)에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신청하게 된다.37) 캐나다 정부는 LMIA를
검토하면서 일자리 제의(job offer)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주가 이전에 외국인에게 제시한 일자리 제의를 평가한
다.38), 39) 캐나다 정부로부터 LMIA 통과 결과(positive LMIA letter)를 받으면 고
용주는 송출국 노동부에 그 결과와 고용계약서를 송부해야 한다.40)
SAWP는 양자 간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와 송출국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행정적 부담을 나누어 갖는다. SAWP 노동자의 채
용 등 SAWP 운영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행정업무는 송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
다(Hennebry et al. 2012).
캐나다 정부는 송출국 정부와 매년 SAWP 운영에 관해 협상을 하는데, 국내 실
업률을 완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에 관심이 있는 송출국 정
부는 SAWP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적극적이다. 또한 송출국 정부와의 실
제적인 업무조율은 캐나다 내 대행기관인 농업경영인 단체들(예: FARMS,
FERME)이 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SAWP 운영 관련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Hennebry et al. 2012).
출국 정부는 외국인의 채용 및 선발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노동

36) 구인광고에는 회사명, 주소, 직위, 업무내용, 계약조건, 임금, (해당되는 경우) 기타 혜택, 작업장 위
치, 연락처, 요구하는 기술수준(교육,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Government of Canada(http
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
/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recruitment.html, 검색일: 2020. 8. 25.).
37)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
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apply.html, 검색일: 2020.
8. 25.).
38)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
/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after.html, 검색일: 2020.
8. 25.).
39)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40)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
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after.html: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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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SAWP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송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는 농업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소 18세이어야 하고, 캐나다의 이민
법과 송출국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캐나다 정부는 그 책임을 송출국 정부
에게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농장주는 SAWP 노동자의 동의하에, 이들이 다른 농장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캐나다에 있는 해당 협약 체결국가 대표자와 HRSDC/Service
Canada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멕시코인의 고용계약서에서는 이 조항이 이
미 포함되어 있지만, 카리브해 국가의 국민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SAWP 노동자가 근무처 변경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관련국의 승인 없이 SAWP
노동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이 발각되면 고용주는 최고 5만
달러(C$)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SAWP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98%의
SAWP 노동자가 귀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때 SAWP 노동자는 농업경영
인(고용주)의 근무평가서를 발급받는다. 멕시코의 경우, 고용주의 평가에 따라 다
음 해 SAWP에 참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Preibisch 2011).

□ 제도상의 요건
SAWP 신청을 위해 고용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출신국은 멕시코 혹은 SAWP에 참가하는 카리브해 국
가들41)이어야 한다. 둘째, 캐나다 정부가 정하는 특정 품목(national commodity list)42)
에 속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의 활동이 1차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
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주는 본국과 캐나다 간 노동자
의 왕복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브리
41) 각주 32번 참고.
42) 양봉장 제품, 과일,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경우 이러한 제품의 통조림 / 가공 포함), 버섯, 꽃, 크리
스마스 트리를 포함한 종묘 재배 나무, 온실 / 보육원, 혈통이 있는 카놀라 씨앗, 잔디, 담배, 소, 유
제품, 오리, 말, 밍크, 가금류, 양,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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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시컬럼비아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사후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고용계약에서 고용주가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주는 또한 숙소와 근무지 간의 교통수단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캐나
다금융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정한 적절한 숙소
(adequate, suitable and affordable housing)를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
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검사(inspection)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43)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준)주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workplace safety insurance)도 가입해야 한다.44)
모든 이주농업노동자의 임금은 주정부에서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HRDSC
가 정하는 업종별 통상임금, 고용주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캐나다인에게 지급
하는 임금의 세 가지 임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해서 받는다.

2.1.2. 장기고용 형태: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
(Stream for Lower-skilled Occupations)
SWAP가 계절적으로 농업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보다 긴 노동
력 수요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농
업경영인이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Stream for Lower-skilled Occupations)
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가 정한 특정
농작물45)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차별화된 제도(Agricultural Stream)
를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통로(Agricultural Stream)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농업노

43)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
t/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requirements.html, 검
색일: 2020. 8. 25.).
44)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
t/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requirements.html, 검
색일: 2020. 8. 25.).
45) 각주 38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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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는 앞서 SAWP에서 언급한 ‘1차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SAWP와 다른 점은 농업경영인이 외국인을 채
용할 때 국적에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SAWP를 통해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자들이 캐나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
지만, 이제는 필리핀과 태국,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증가 역시 두드러지는 현상이
다(Preibisch 2011). 또 다른 점은 SAWP 노동자의 경우 최대 8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면 일반 이주농업노동자의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SAWP가 인력의 계절적 수요를 염두에 둔 외국인력 도입프로그램이라면 단
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연중 상시고용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노동시장영향평가
(LMIA)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SWAP과는 동일하다.46)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SAWP와 대별되는 점은 외국인이 단순기능 외
국인력 도입제도를 통해 캐나다의 농업분야에 취업하기까지 아무런 본국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점이다. SAWP 노동자의 선발과 채용에 있어서 송출국 정부가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 캐나다 농업경영인들은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캐나다 고용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농업노동자들은 고용중개업체의 착취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송출국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해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들은 (SAWP 노동자들에 비해) 산업안전
이나 자신들의 권리에 관한 사전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
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Preibisch 2011).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이들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야
하고, SAWP와는 다르게 일반 이주농업노동자의 급여에서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반면 SWAP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46)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
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agricultural/recruitment.html, 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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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적절성은 캐나다금융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검사(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47) 고용주
는 제공한 숙소의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농장 내에 위치했는지, 그리
고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캐나다 정부
는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샘플 고용계약서(HRSDC EMP5510
(2011-04-002)E)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용주와 일반 이주농업노동자가 개별적으
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4개월의 고용계약 기간을 채운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들
은 추가적으로 24개월 동안 캐나다에 근무할 수 있는데 이후 4년 동안 일반 이주
농업노동자는 캐나다에서 취업이 불가하다.48)

2.1.3. 기타: 농식품분야 영주이민 시범사업
(Agri-Food Immigration Pilot)
캐나다 정부는 최근 농업분야에서 영주이민을 허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
다.49) 이 시범사업은 캐나다의 육류 가공, 버섯, 비닐하우스 작물재배, 그리고 축
산업에 있어서 고용주의 노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다. 3년 내 캐나
다 정부가 정한 분야에서 비계절성, 전일제 노동을 최소 1년 동안(최소 1,560시간)
해야 한다.50) 단, 특정 고용주에 귀속되지 않은 노동허가(open work permit) 소지
자나 이 허가로 쌓은 취업경험은 신청 시 취업경험으로 계산되지 않는다.51) 신청
47)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
/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agricultural/requirements.html, 검색일: 2020.
8. 25.).
48) 이는 단순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 등
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시민권이민부(CIC)에서 규정한 요건이나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9)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3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착수가 연기되었다.
50)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
/services/immigrate-canada/agri-food-pilot/pr-eligibility.html, 검색일: 2020. 8. 25.).
51)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
/services/immigrate-canada/agri-food-pilot/pr-eligibility.html, 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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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캐나다 고용주의 전일제(즉, 최소 주당 30시간 노동), 비계절성 일자리 제의
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언어와 교육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소 언어 요건은 캐나다의 공식 언어능력평가(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에서 4단계(Level 4)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수준과 관련해
서는 신청자는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해외의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 이상의 졸업증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캐나다에서 정착할 만큼의 자산
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52)
캐나다의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향후 3년 동안 최대 2,750명의 주신청자
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신청서는 2023년 5월 14일
까지 접수할 수 있다.53) 캐나다 농식품 산업 고용주들은 연방정부에 자신들이 필
요한 노동력을 선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농식품 영주
이민 시범사업은 독립적인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퀘벡주는 포함하지 않
는다. 하지만 계절노동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퀘벡 고용주들은 2년 노
동시장영향평가(LMIA)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종마다 영주권 신청 할당
량이 정해져 있다.

2.2. 소결 및 시사점
캐나다 정부는 오랫동안 SAWS만을 운영해 오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오고 있다.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AWS에 더
하여 연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로(Agricultural Stream)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농업분야 투자를 통해서 영주이민자를 받아들이기도 하였
52)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
services/immigrate-canada/agri-food-pilot/pr-eligibility.html#language, 검색일: 2020.
8. 25.).
53)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icnews.com/2020/05/canada-launches-agrifood-immigration-pilot-0514388.html, 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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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근에는 농업분야 취업경험을 토대로 영주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
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캐나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다양한 사
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기간제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서는 제도 마련이 필
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들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통
해서 국내 장기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축산업을 제외한) 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인해서 농업노동자 중에서 특정활동
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농촌의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의 농업분야 외국인력 정책(취업이민정책)은 단순히 단기 인
력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사회에서 정착이 가능한 인구를 확보하
는 차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장기 관점을 견지할 때, 캐나다의 사례에서 차용 가능한 제도는 주정부의
추천을 받아 영주권은 신청하는 경로이다. 한국은 영주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
문에 한시취업 허가를 받아서 몇 년 동안 취업경력을 쌓은 외국인에 대해 바로 영주
자격(F-5)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농촌지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캐나다에서 최근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영주경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
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SAWS를 통해서 농업분야에서 일해 온 노
동자들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
다. 한국의 계절근로자제도 역시 그 운영이 길어지게 되면 반복적으로 농업분야
에서 일해 온 외국인의 숙련도에 따른 장기취업 요구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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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54)
3.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3.1.1. 단기고용 형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
호주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계절노동자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 SWP)을 운영하고 있
다. 이 제도는 호주 농업분야 인력활용을 위한 제도인 동시에 태평양 도서국가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계절노동자 프로
그램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력의 유연성이다.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화
호주 정부는 계절노동자 프로그램(SWP)을 운영하면서 태평양 도서국가 출신
자들이 호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은 2008년에 신
설되어 2012년까지 ‘태평양 도서국가 계절노동자 시범사업(Pacific Seasonal
Worker Pilot Scheme: PSWPS)’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
고 있다.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은 호주 작물재배업 노동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
지만 제도 도입 이래 계절노동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해 왔다.55)
2012년부터 실시된 SWP도 여전히 시범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2016년 6월 30
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SWP는 농업분야만을 위해서 고안된 프
로그램은 아니고,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
램이었기 때문에 초기 ① 호주 전역 작물재배업, ② 일부 지역에서의 여행 혹은 숙

54) 해당 절은 그래미 휴고 외(2013: 2-17)를 참고하여 작성함.
55) 계절노동자는 12/13년 1,473명, 13/14년 2014명, 14/15년 3177명, 15/16년 4490명, 16/17년
6166명, 17/18년 8459명까지 증가(How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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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업, 사탕수수, 목화, 수경재배업에서 SWP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그래미
휴고 외 2013).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호주 정부는 4단계에 걸쳐서 제도를 개정
해 왔다(Howe et al. 2019). 제도 개선을 통해 호주의 농업경영인들이 좀 더 쉽고
낮은 비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계절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었다.56)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송출국이 9개 태평양 도서국가와 동티모르로 확대되었
고,57) 작물재배업(horticulture)뿐만 아니라 양식업(aquaculture), 목화, 사탕수수
(cane)까지 확대되었으며, 노동자 도입 규모도 12,000명까지 증가했다(Howe et
al. 2019).
2015년에는 세 번째 제도 변화가 있었다.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이 철폐되었고,
계절노동자의 국제 및 국내 교통비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이 감소되었고, 당초 계
절노동자가 호주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14주로 정했지만, 제도 변
화를 통해 기간을 의무화하지 않게 되었다. 더불어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이 농업
의 다양한 직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7~18년에도 추가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다. 주요 변화를 제시하면 복수비자
가 도입되었고, 노동시장 테스트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하였고, 모
든 계절노동자들의 근무 가능 기간이 9개월로 증가하였다.58)

□ 제도 운영 개관
SWP 노동자 모집 및 채용은 ‘공인업체(Approved Employer: AE)’에 의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SWP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업경영인은 공인업체(AE)에

56) 자세한 제도 변화는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57) 키리바시(Kiribati),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통가(Tonga), 바누아투(Vanuatu)가 참
가국으로 초청되었고, 2단계에는 나우루(Nauru), 사모아(Samoa), 솔로몬제도, 투발루(Tuvalu),
동티모르(East Timor), 피지(Fiji)로 확대되었음.
58) 자세한 제도 변화는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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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때 공인업체(AE)이자 외국인의 비자 후견인(Special
Program Sponsor)은 자신의 농장에서 작업할 SWP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업체
(즉, 농업경영체)일 수도 있고, SWP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업경영인들을 위해
대신 SWP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체(즉, 고용중개업체)일 수도 있다. 공인업체
(AE)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59)
호주 정부는 SWP 노동자들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책임이 공인업체(AE)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제도(PSWPS)에 참가한 노동자 중 일부가 불법체류자
가 되었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SWP를 도입하면서 체류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
다(Ball et al. 2011). 따라서 공인업체(AE)가 SWP 노동자의 출국에 관한 안내 및
항공편 준비, 출국 후 교육, 기술 및 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에의 보고 등을 책임지게 되었다.
현재 호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은 범부처 프로그램인데, 교육, 기술 및 고용부
(DESE)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공정노동 옴
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 호주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Austrade)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 제도상의 요건
호주 SWP의 공인업체(AE)는 외국인 채용에 앞서 국내 구인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노동시장 테스트 방식이기는 하
지만 호주 내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공인업체들은 고용주들이
직접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도록 하기보다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의 SWP는 외국인을 농업노동자로 채용하는 공인업체(AE)에 여러 가지 의
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공인업체(AE)는 SWP 노동자들의 호주 입국에서부터

59)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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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까지 출입국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호주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들의 근로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의
무가 있다.
SWP는 그 운영에 있어서 농업경영체에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공인업
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에 준하는 숙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해야 하고, 계절
노동자 채용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계절노동자를 위한 숙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
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주가 계절노동자와 체결하는 고용계약서(offers of
employment)에는 숙소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의 공제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계절
노동자는 반드시 농업주가 제시하는 숙소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숙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절노동자들은 호주에서 숙소를 구할만한 자원
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 입국 전 농업주가 숙소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할 수
밖에 없다(Howe et al. 2019).
공인업체(AE)는 노동자들의 안녕과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계절노동자가 고용주에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주어야 하고,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제공해야 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취미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기
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공인업체는 세금이나 은행계좌 개설에도 도움
을 주어야 한다.
호주의 계절노동자는 다른 피고용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계절노동
자들은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최소한 혜택
(minimum entitlements)을 보장받아야 하고, 동시에 산업별 단체 협약(Award)에
따른 혜택도 보장받게 된다. 호주에서는 동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
며, 노동자(피고용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계절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협약은
Aquaculture Award, Horticultural Award, Hospitality Award, Pastoral Award,
Sugar Industry Award가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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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장기 전환형 고용 형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WHMP)은
1975년 영국과의 양국 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WHMP는 18~30세 외
국인들이 호주에서 장기 휴가를 즐기면서 부수적으로 취업을 통해 휴가비용을 조
달하는 동시에 호주 지역사회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61)
WHMP 참가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호주에서 한시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HMP 참가자들은 특정 사업주와는 최장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62)
WHMP는 두 개의 비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417
비자와 2003년 신설된 462 비자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1980년에서 2006년 사이
에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면서 확대되었다.
2005년 11월에는 417 비자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가 호주의 ‘지방(regional
Australia)’에서 88일간 ‘특정근로(specified work)’를 하는 것을 전제로 체류자격을
연장해주는 ‘워킹홀리데이 체류연장정책(second Working Holiday visa initiative)’
이 도입되었다. 이때 ‘지방’은 호주의 농촌(large parts of rural and regional
Australia)을 의미하고, ‘특정근로’는 농업, 광업, 건설업 분야를 의미한다.63)
60) Fair Work(https://www.fairwork.gov.au/how-we-will-help/helping-the-community
/seasonal-worker-programme, 검색일: 2020. 8. 8.).
61) 2019년 7월 1일부터 참가자 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는 캐나다, 아일랜드 국민에게만
해당함(https://minister.homeaffairs.gov.au/, 검색일: 2020. 8. 25.).
62)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외적으로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북부 호주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농업, 건설업, 광산업, 관광업, 환대업(hospitality)에 종
사하는 경우에는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
63) 05/06 회계 연도부터 WHMP 참가자(Subclass 417 소지자) 중 위 정책을 통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였다. 10/11 회계 연도 기준 전체 WHMP 참가자(185,480명) 중 ‘세컨드 비자정
책’을 통해 체류를 연장한 외국인이 12.1%(22,500명)를 차지한 것을 보면 많은 WHMP 참가자들
이 체류연장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subclss 462 체류자격을 가진 참가자는 워킹홀리데
이 체류연장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DIA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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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농업분야 인력 공급을 위한 주요 제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2017년에는 462 비자
소지자도 호주 북부지역 노동을 통해 거주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
근의 정책 변화는 462 비자 소지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5일에는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 417 비자 소지자들은 2년
차에 6개월 동안 일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거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
다.64) 2018년 11월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비자가 연장된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한 고
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워킹홀리
데이 프로그램이 단기간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을 했다면 이제
는 장기간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변화하였다(Howe et al. 2019).

□ 제도상의 요건
모든 외국인이 WHMP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국가 국민에게만 협
정을 통해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WHMP와 관련된 두 비자(417 혹은 462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년 발급되는 사증 수의 상한선과 참가 자격요건이다. WHMP
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우선 미혼이어야 하고 기혼일
경우 자녀가 없어야 한다. 이전에 WHMP 비자(417 혹은 462)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하며 417 혹은 462 비자로 최장 1년까지 호주에서 체류가 가
능하다. 1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호주에서 12개월 이상 일할 수 없고
한 고용주와 6개월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변화로 현재 462
비자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65)

64) 일부 고용주들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6개월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만을 표현하
고 있다. 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6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음에도 고용주들은 비자 발급 첫해 마지
막 6개월 동안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고용하고, 비자 연장 후 첫 6개월 동안 다시 해당 참가자를 고
용하면서 최장 12개월 동안 동일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How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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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MP 참가자는 호주 임금규정(Australian award rates and wages)에 따라 임
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시간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작업량(piece/bucket
rate)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출신 국가, 성별, 호주에서 체류한 기간,
영어능력 등 WHMP 참가자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Tan et al.
2009).66) 2009년 공정노동법(Fair Work Act)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도 적용
이 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호주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적
용을 받는다.

3.2. 소결 및 시사점
호주에서는 WHMP이 농업분야 인력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
만, WHMP 참가자는 연도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제도
라고 볼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요인들로 인해서 WHMP 참가자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WHMP 참가자들이 상당수 본국으
로 돌아가면서 호주 농업경영인들은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2020년 초반에는 WHMP 참가자들이 140,000명 이상이었는데 반
해 그 수가 7월경에는 85,000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67) 또한 WHMP 참가자들
이 한시적으로만 농장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이들이 안정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음
을 보여준다(Mares 2005).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WHMP 참가자
들은 농장에서 근무하는데, 체류연장을 받기 위한 3개월 근로요건을 충족시키면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Reed et al. 2011).

65)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66) 2000년대 후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WHMP 참가자 중 36%가 시간당 14달러(A$)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았고, 절반(46.6%)에 가까운 응답자가 시간당 15~19달러(A$)를 받았
다. 6.2%만이 시간당 25달러(A$) 이상의 임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Tan et al. 2009).
67) ABC(https://www.abc.net.au/news/rural/2020-07-30/farm-labour-shortage-feare
d-due-to-coronavirus-controls/12504802, 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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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MP가 오랫동안 농업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왔지만,
안정적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호주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SWP를 운영하
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외국인력이 일회성 노동력이
라면, SWP 노동자의 경우 호주에 재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은 이들
을 재고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미 숙달된 농업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다만 SWP가 WHMP를 대체하는 제도로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
가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두 제도를 농업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병행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SWP가 WHMP를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는 WHMP의 유연성(portability) 때문
인데,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각각의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서
로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SWP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
간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SWP를 활용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SWP가 정한 고용 기간보다 장기간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
에도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계절노동자들은 호주에서 9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1개월의 노동력이 필요한 감자 농사의 경우에는 계절노
동자를 연간 두 번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되고 있는 점이 재입국 요건이 오히려 착취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SWP는 계절노동자들의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듬해에도 호주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기를 원하
기 때문에 노동 중 착취를 당하더라도 이를 보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DJSB가 이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주체이고, 농업경영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DJSB가 적극적으로 공인업
체(AE)들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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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4.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4.1.1. EU 계절노동자 제도 및 EU 공통지침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화
계절노동자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초청노동자(Guest worker)제도로 유입된 노동
자들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100% 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이에 농업, 관광 등 계절성을 가지는 분야에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해 활용
하기 시작한다(이혜경 외 2018: 18). 계절노동은 특정 기간 동안 농업이나 관광산
업 같은 특정 경제 부문에서 한시적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EU 회원국 내에서는
EU시민뿐 아니라 제3국 국민도 계절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1).
계절노동자 제도는 저숙련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유럽연합 국가 내로 이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EU 회원국에서는 농업, 건설, 관광 등
의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계절노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계절노동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모로코 출신 이주민들을 가장 먼저 계절노동에 고용한 바 있다. 특
히, EU는 역내 인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국가는 유
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서 주로 계절노동력을 활용하는 한편 다른 회원국들은 제3
국으로부터 계절노동자들을 유입하고 있다(Hooper et al. 2020: 1).
그러나 계절노동자 제도는 단기체류를 기반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규
직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착취의 위험, 초과체류, 비공식 경제를 통한 고용 등의 문
제에 빈번하게 노출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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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제3국 출신 계절노동자들
의 입국과 체류, 권리 등에 대해 합의한 지침(The Seasonal Workers Directive)을
채택68)하여 실천하고 있다.69)
EU 계절노동자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처음으로 비 EU 출신 계절노동자들의 유
입, 체류, 거주에 대한 공통규칙이 마련되었다. 유럽연합 내 체류를 1년에 5~9개월
로 제한했으며, 가족 재결합을 제한하고 노동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
용하며, 고용주가 거주지에 따라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
체적인 체류 기간과 입국 허용인원, 재채용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Hooper et al. 2020: 3).70) 특히 최근 EU 국가들 내에서 계
절노동자들이 자국 내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절노동자들의 유입, 체류, 법적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절노동
자 지침에 대한 EU 국가 및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0: 1).

□ 제도운영 개관
EU 계절노동자 지침은 처음으로 저숙련 혹은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공통된 권
리보장과 노동조건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순환 이주를 촉진시킴으로써 개발도
상국의 두뇌 유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노동력 부족 혹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마찬

68)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EU 시민의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조건
을 알려야 하는 고용주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91/533/EEC)의 적용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는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가능한 EU 시민 이외에 제3국, 비 EU 출신 계절노동자에 적용되는 정책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69) 보다 투명하고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계절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수립된 이 지침
은 농업 분야뿐 아니라 계절노동을 활용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과 순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까지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Hooper et al. 2020: 3).
70) 이 지침은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Hooper et al.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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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외국인력의 고용에 있어, 고용주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과 해당 고용주 및
근로자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정하고(최서리 외 2016: 8) 있으며, 각 국가별로 제도
상의 차이는 조금씩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EU 회원국들은 계절노동자 지
침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주체나 체류기한, 노동자 권리보장 및 고용주 재제조치
등에 있어 공통된 규정을 준수한다.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계절노동자 입국 시스템은 회원국이 정하는 계절
노동 허용인원에 따라 고용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거나 계절노동자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고용계약 혹은 구속력 있는 고용
제안이 필수적이지만 피고용인 혹은 고용인 중 누가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책임하에 결정된다(Judy Fudge et al. 2014: 451).
특히, 공식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고용주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
해 기존 네트워크에 의존해 채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EU 회원국 정부 기관은 출신
국가의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고 있다.71)
지침에 따르면, 계절노동자로서 입국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5~9개월 사이로 각 회원국이 정한 기간에 따라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절 농업의 특성상, 계절노동자가 90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ÁGNES TÖTTŐS 2014: 53).
또한, 지침 Article 11(2)에 따르면 계절 고용의 최대 기간 한도 내에서 여전히
입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절노동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고용주에게 고
용될 수 있다. 체류기한 연장은 계절노동자들이 더 높은 수입을 얻게 하고, 이를 자
국에 송금 가능토록 하여 출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되어
야 할 권리로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ÁGNES TÖTTŐS 2014: 56). 지침 Article

71) 그 예로 2018년 프랑스 ANAPEC 및 OFII는 모로코 국립 이주노동 사무소(Morocan National
Agency)와 협업하여 프랑스 내 농민고용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잠재적 신청자 목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기준들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는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음. 또한, 계절노동 허가 기간 안에 프랑스를 떠난
이주노동자의 재채용을 우선시하는 제도를 통해 초과체류를 방지하고 있음(Hooper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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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따르면 계절 고용의 최대 기간 한도 내에서 여전히 입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절노동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다. 체류기
한 연장은 계절노동자들이 더 높은 수입을 얻게 하고, 이를 자국에 송금 가능토록
하여 출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ÁGNES TÖTTŐS 2014: 56).
EU 공통의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각 회원국별 해석이나 재량에 따라 법적, 제
도적 조건과 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계절노동자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본 지침이 각 회원국별로 계절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기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고, 국가별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계절노동력의 필요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럽위원회에서 공통의 템플릿을 마련하여, 회원국별 계절
노동자 유입 및 체류, 권리보장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72)
한편, 계절노동자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프랑스는 국외출신 노동자
들의 입국 제한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위한 다년간의 거주자격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계절노동자 거주 허가는 3년 동안 유효하며, 노동자는 이 기간 동안
농장주와의 사전 계약을 전제로 매년 최대 6개월간 프랑스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
다. 또한 체류기한 만료 2개월 전에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73) 이러한 조치는 계절노동자들의 초과체류를 방지할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제도상의 요건
지침에 따르면, 제3국 국민이 계절노동자로 EU 회원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무시간 등의 필수요건이 명시된 근로계약 또는 구속력 있는 구인제안이

72) 조사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73) 한국농정 보도자료. 2020. 7. 17. “계절노동자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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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용인 혹은 고용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회원국 책임하에 결정된다. 또한, 고용계약서 혹은 고용제안서에는 노
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근무 장소와 유형, 고용 기간, 유급 휴가 금액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지침에 포함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covered), 적절한 숙소가 있고, 사회적 자
원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회원국
은 제3국 국민이 불법 이민의 위험이 없고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또한 공공정책, 공공보안 또는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간주되
는 제3국 국민은 입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회원국에 있는 계절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연
장하거나 고용주를 한 번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절노동자는 최저
근로연령, 임금 및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 직장 내 건강
및 안전요건을 포함한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유입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국 국민과의 동등한 대우는 사회보장 부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그러나 계절노동자의 체류 특성상 일시적인 체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원
국은 실업 및 가족 혜택에 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세금 혜택
및 교육,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제한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노동자가 회원국의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숙소에 머물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제공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거나 임금에서 숙소비를 자동으
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74) 이는 고용주가 과도한 주택비용
이나 거주 불가능한 편의시설(숙소)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이다. 다만 노동자가 자신의 숙소를 자유롭게 마
련할 수 있는지 혹은 고용주가 숙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회원국의 재량에 따
라 다르다(Judy Fudge et al. 2014: 452-3).

74) Eurofound(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industrial-rela
tions-dictionary/seasonal-work, 검색일: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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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 EU 회원국 중 계절노동자 취업 허가를 많이 발급하는 상위 국가들의
계절노동자 도입제도를 요약 제시하였다. 각국은 EU 계절노동자 지침의 큰 틀 하
에 각국이 필요로 하는 계절노동 수요에 따라 계절노동자를 유입하고 있으며 체류
및 계약 갱신 조건 등은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5-1> EU 주요 농업국 계절노동자 제도 요약
국가

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

스
페
인

∙ 취업 및 거주 허가
∙ 노동 및 거주비자 취득
∙ 취업 허가는 1년에 최대
9개월까지 유효

∙ 할당량(쿼터)에 따라 모집인원 달라짐.
∙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비EU 시
민이 우선권을 가짐.
∙ 취업 및 거주비자 신청 전 고용주는 고용이민 ∙ 적절한 위생상태가 보장된
부 또는 다른 자치 커뮤니티의 공식 노동부로 숙소
∙ 여행비용
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취업 허가 승인 후 지방 외국인사무소에서 취 ∙ 계약 완료 후 귀국
업 허가 및 거주 허가가 부여됨.
∙ 취업 허가 승인 후 거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서 취업 및 거주비자 신청해야 스페인 입국 가능

프
랑
스

∙ 3개월 이상 (농업 또는 기
타) 계절 근로계약 체결 시
계절노동 허가 발급
∙ 취업 허가는 1년에 최대
6개월까지 유효, 6개월
기간 만료 후 귀국 시, 다
년간 계약 갱신 가능
∙ 계절노동 허가증은 3년간
유효
∙ 장기체류비자 필요(양자
협정 체결 시 예외적용한
경우 제외)

∙ 고용주는 외국인 담당 부처에 취업 허가 신청
∙ 모로코 및 튀니지와 노동협정 체결→ 절차 간
소화
∙ 취업 허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솅겐 지역
내 단기거주를 위한 단기체류비자 면제 프로
∙ 가족재결합 불가
그램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취득해야 함.
∙ 취업 허가가 3개월 이상 허용된 경우, 출신국 ∙ EU 장기 거주자 거주 허
프랑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장기체류비 가 신청 불가
자 신청해야 함.
∙ 비자 발급 후 프랑스 도착 이후에는 임시거주
허가증 신청 필요
∙ 계절노동은 1년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새로
계약 시 새로운 취업 허가 신청해야 함.

이
탈
리
아

∙ 매년 쿼터시스템을 통해 계절노동자 유입
∙ 고용주는 경시청에 계절노동자 고용 승인 신
청서 제출
∙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취업 허가 승인을 받
고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
∙ 입국비자 발급 시 취업 허가 필요
∙ 입국 전 취업 허가 및 계절 ∙ 이탈리아 입국 후 8일 이내에 관할 지방 경시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 필요 청에서 거주 허가 신청
∙ 취업 허가는 취업 기간에 따라 최소 20일에
서 최대 9개월까지 유효함.
∙ 체류 허가는 비자에 표시된 기간 및 목적에
따라 발급
∙ 새로운 계절노동 취업 허가가 있을 시, 거주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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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노동자 거주 허가증
은 동일한 고용주 또는 새
로운 고용주에 의해 연장
혹은 갱신 가능
∙ 최소 2년간 계절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으면 계절노
동을 위한 거주 허가를 취
업을 위한 거주 허가로 변
경할 수 있음.
∙ 가족재결합 불가
∙ 장기체류 불가

(계속)
국가

조건

스
웨
덴

∙ 취업 및 거주 허가
∙ 유효여권
∙ 취업 및 거주 허가는 1년
동안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
∙ 계절노동 허가증이 있더
라도 새로운 고용주로 변
경 시 신청서 재제출 필요
∙ 취업 허가 연장을 위해서
는 현 허가증 만료 전 신청
서 제출 필요

절차

권리 및 의무

∙ 스웨덴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계절노동 제안
을 받은 경우
∙ 계절노동 허가신청서는 스웨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입국 전 신청)
∙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스웨덴 건강보험정책
가입
∙ 계약 종료 후 귀국
∙ 계절노동 고용제안을 받지 않은 경우는 비
EU 시민을 위한 일반규칙에 따라 취업 허가
를 신청해야 함.

∙ 관련 업종의 관례적인 고
용 조건 및 급여제공
∙ 건강보험, 생명보험, 산재
보험, 산업연금보험 가입
∙ 숙소 임대료는 동의한 경우
에만 급여에서 직접공제
∙ 고용주는 임대조건을 상
세히 명시한 문서를 제공
해야 함.
∙ 숙소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료: EU Migration Portal 홈페이지(https://ec.europa.eu/immigration/node_en, 검색일: 2020. 8.
10.)의 국가별 계절노동 조건.

4.2. 소결 및 시사점
계절노동자 지침에 따르면, 계절노동자로 EU 회원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노
동자들은 체류갱신 및 고용주 변경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단기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체류 문제나 고용주의 노동착취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한국의 농업 경제의 대부분이 고령
인구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활용은 불가
피한 선택지가 되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미등록이거
나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
이 어떻게 농업에 적재적소에, 지속 가능하게 종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물론 개별 국가 사례들로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있겠으나, EU 회원
국의 전반적인 농업 현황과 외국인력 활용현황은 한국적 맥락에서 충분한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마련한 지침과 같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
자들의 채용 및 체류, 권리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통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대체로 농업 분야 종사 이주민들이 많이 유
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 비율이 높은 국가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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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공통의 지침을 마련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송출국 차원에서도
자국민들의 고용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EU 역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계절노동이 다른 체류 목적을 가지고 들어
온 이들(망명 신청자 등)에 의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비슷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
책들, 예를 들어 2018년 프랑스 ANAPEC, OFII와 모로코 국립 이주노동 사무소
(Morocan National Agency)의 협업 사례, 계절노동자에게 다년체류증 부여 등의
정책들도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본문에서 언급한 유럽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같이, 주요 계절
노동자 협정을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체류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들의 현황과 특성, 입국 및 체류 정책, 고용주 제재 및 노동자 보호 조처
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
히, 계절노동자제도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외에 계절노동적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이주 집단이 존재하는지, 혹은 계절노동적 수요를 대체 혹은 수요에 걸
맞게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계절노
동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가들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는 쿼
터를 마련함으로써,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일부를 적법한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
취 및 불안정한 계약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불법고
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개선할 때, 프랑스의 사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계절노동자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프랑스는 국외출
신 노동자들의 입국 제한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농장주와 사전 계약을 전제로 매년 최대 6개월간 프랑스에서 체류·거주하는 것이
다. 이는 계절노동자에게 고용 기간을 확보하여 짧은 기간 일하고 출국하더라도 3
년간의 소득이 보장되므로 불법체류 유인을 감소시키며, 농가 입장에서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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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해 안정적 인력 공급이 확보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아래 절
인 일본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5. 일본
5.1. 현행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5.1.1. 단기고용 형태: 국가전략 특별구역 농업지원 외국인 수용사업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화
2017년 개정된 ‘국가전략 특별구역법’에 따라 국가전략 특별구역에 한하여 농
업부문의 외국인력 수용이 가능해졌다. 2013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력 수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입관법 관련 제
도의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농업은 건설업처럼 외국인력 수용의 특례 사업이 시
행되지 않았으나 국가전략특구 제도의 틀 안에서 농업부문에 외국인력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2015년 이후 활발해졌다.
2015년 개최된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농업부문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
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아키타현의 제안으로 ‘전략특구 농업지원 외국인 수용
사업’ 도입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6년 1월 내각부가 ‘농업지원 외국인력
사업’의 가안을 작성하여 2016년 1~3월 사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집중적으로 진
행되었다. 부처 간 협의에서는 농업부문에 외국인력 수급의 필요성, 농업부문이
전문적·기술적 분야로 평가되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6년 나가사키현, 이바라키현, 아이치현이 농업부문의 외국인력 수용
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부처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략특구 농업
지원 외국인 수용사업’의 개요를 정리한 ‘국가전략 특별구역법 및 규제개혁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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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7년 3월 10일 각의 결정되었다.75) ‘국가전략
특별구역 농업지원 외국인 수용사업’은 농업부문 외국인력 수용에 대한 지자체의
제안과 요청이 적극 반영되어 실현된 것으로 2017년 9월부터 국가전략 특별구역
인 교토부, 아이치현, 오키나와현, 니가타현에서 시행되고 있다.

□ 제도 운영 개관
국가전략 특별구역 농업지원 외국인 수용사업(이하 전략특구 농업지원 사업)’은
국가전략 특별구역에서 농작업 또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작업 등 농업부문에 외국
인력을 ‘특정기관(파견 사업자)’이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수용하는 사업이다.
전략특구 농업지원 사업은 내각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법무성과 내각부
의 ‘국가전략 특별구역 회의’에서 소관하고 정부 관계 부처와 관계 지자체로 구성
된 ‘적정수용관리협의회(適正受入管理協議会)’가 제도의 실질적 운용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적정수용관리협의회는 특정기관에 대한 순회 지도 및 감사, 특정기관
으로부터의 업무보고 수리, 파견처 농업인 경영체에 대한 현지 조사, 외국인근로
자의 보호 등 업무 등을 수행한다.76)
국가 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적정수용관리협의회의 관리하에 파견 사업
자인 농협이나 중소기업 조합 등의 ‘특정기관’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
결하고 농작업을 할 외국인을 농가에 파견 근로자로서 파견한다. 본 사업은 농업
노동의 계절성을 반영하여 파견 고용 형태를 도입함에 따라 농업인은 농번기에 한
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77)

75) 石田一喜. 2017. “国家戦略特別区域における農業支援外国人受入事業の概要”「農林金融」.
農林中金総合研究所. pp. 630-633.
76) 佐野良晃. 2019. p. 49.
77) 石田一喜. 2017. p. 639.

150 |

<그림 5-1> 전략특구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파견 고용 구조

자료: 全国 農業会議所(2020).

농업 경영체는 파견 사업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파견 기간 등을 명
시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업부문 전략특구 외국인 지원사업의
외국인근로자 종사 업종은 경종 농업과 축산 농업의 모든 분야이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한 제조·가공, 운반, 진열, 판매 작업 등 농작업이 아닌 관련 업무도 파견 기간
의 1/2 이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림 5-2> 전략특구 농업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내용

자료: 全国 農業会議所(2020).

농가당 수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로서 업무에 종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일본인 근로자와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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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통산’ 최대 3년으로 3년 연속 체류하거나 농번기
에 한하여 6개월간 체류하고 농한기에 일시 귀국하여 다시 6개월간 체류하는 방
식으로 일본에 체류한 기간을 총합하여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제도상의 요건
전략특구 외국인 지원사업의 외국인근로자 요건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작
업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농작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농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소지한 자는 농업부문(경종 농업, 축산업) 기
능실습 2년 10개월 이상 종사자(‘기능실습 2호’ 수료자), 전국 농업회의소가 실시
하는 농업지원 외국인 기능평가시험(학과, 실기, 일본어)에 합격한 자가 이에 해
당한다. 일본어 능력은 국제교류기금 및 일본어 교육 지원협회가 주최하는 일본
어능력시험 N4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N4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수준
의 독해와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즉, 사업장에서 같이 농작업에 종사하는 일본
인 근로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78)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경영체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특정기관(파견 사업자)과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하는 농업경영체는 근로자 파견법
과 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79)
또한 농업경영체는 파견 사업자에 1개월마다 외국인의 이름, 종사일수, 업무 시
간(휴게시간 포함) 등을 통지하고, 3개월마다 외국인근로자의 농작업 이외의 직
업 종사 상황, 근무 생활태도, 고충 및 상담 내용, 월별 최장 근로시간 등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全国 農業会議所 2020). 파견 사업자는 농업경영체로부터 보고 받
은 내용을 적정수용관리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적정수용관리협의
회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경영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전략특
구 농업지원사업은 향후 농업부문의 특정기능제도에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으

78) 石田一喜. 2017. pp. 636-637.
79)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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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업경영체로부터의 신규 외국인력 신청 모집을 중단하는 등 실시 규모가 축소
되고 있다.80)

5.1.2. 장기고용 형태: 기능실습제도
□ 제도운영 개관
농업부문의 기능실습제도의 주 부처는 법무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농림수산성
이며 ‘외국인 기능실습기구’와 ‘전국 농업회의소’에서 제도의 관리 및 감독을 담
당한다. 외국인 기능실습기구는 2016년 입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인으로 기
능실습생의 보호를 위해 감리단체, 실습 실시기관 등의 서류 심사, 현지조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농업회의소는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 위원
회의 전국 조직으로 농업부문의 기능실습제도에서 실시하는 ‘농업기능 실습 평가
시험’의 주최 기관이며 농업부문 기능실습생제도의 이용 문의 및 상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입국재류 관리청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시 체
류 기간, 체류 자격 등 재류카드 확인을 통해 불법 취업을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이때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기능실습제도의 외국인근로자 수용형태는 ‘기업단독형’과 ‘단체감리형’이 있
다. 농업부문은 농협이나 중소기업 조합(감리단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수용
하는 ‘단체감리형’ 이며 조합원인 농가나 농업법인은 실습 실시자가 된다.
기능실습생의 입국에서 고용까지의 흐름은 <그림 5-2>와 같다. 감리단체는 송
출국의 송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습 실시기관(농가나 농업법인체)으로부터
기능실습생의 신청을 받으면 실습생의 모집과 선별을 송출기관에 의뢰한다. 매칭
이 성립되면 실습 실시기관은 기능실습생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기능실습계
획’을 작성하고 감리단체를 통해 ‘외국인 기능실습기구’에 실습계획 인정 신청을

80) 佐野良晃. 201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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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습계획이 인정되면 감리단체는 입국관리국에 기능실습생의 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기능실습 1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된다. 입국한 기능
실습생은 2개월 동안 감리단체 하에서 기능실습에 관한 교육(실습 형태가 아닌 강
습)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이 끝난 시점부터
기능실습생은 실습 실시기관인 농가나 농업법인에서 기능실습계획에 맞는 내용
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기능실습 1호’ 기능실습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송출국의 송출기관(국제 인력 파견기업)과의 계약이 체결된 감리단체(농협이나
사업협동조합 등)의 중개를 통해야 하며 이때 농가는 감리단체에 감리비용(2개월
이상 법정 사전 교육 비용,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

<그림 5-3> 농업부문 기능실습생의 입국~고용까지의 흐름

자료: 全国 農業会議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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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업법인이 신청하여 기능실습생이 실습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6개월, 심
사가 길어지면 9~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능실습생의 체류 기간은 ‘기능실
습 1호(1년)’, ‘기능실습 2호(2년)’, ‘기능실습 3호(2년)’를 합하여 최대 5년이며 체
류 기간 중에는 일시 귀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능실습 2호’ 종료 후 ‘기능실습 3
호’로 이행하고자 하는 기능실습생은 기능검정 시험 3급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기능실습 2호’ 실습 종료 후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 ‘기
능실습 3호’에 한하여 동일 업종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농가 및 농업 경영체에서 1년간 실습을 이수한 ‘기능실습 1호’ 기능실습생이 ‘기
능실습 2호’로 체류 자격 변경 시, 전국 농업회의소가 주관하는 ‘농업 기능 평가시
험(초급)’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기능실습생은 입국 3년째까지 ‘기능실
습 2호’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3년간의 실습이 종료되면 귀국하게 된다.81)
농가가 기능실습생 1명 고용에 발생하는 비용에는 입국 및 귀국에 필요한 비용
(고정비, 25~35만 엔), 감리단체에 지불하는 감리 비용(1.5만 엔~4만 엔),82) 급여
(기본급 14~15만 엔/월, 잔업 수당 3~5만 엔/월), 사회보험 등 고용자 부담(0.5~1.5
만 엔/월) 등이 있다. 이를 합산한 연간 환산 비용은 약 230~280만 엔으로 그 중 급
여를 제외한 비용 부담은 30~80만 엔이다. 이는 일본인 고졸자 고용 시 들어가는
비용과 비슷하며 농가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외에도 기숙사 정
비, 서류 작성, 일본어 교육 및 시험 수험료, 노무 관리 등 추가적인 노동 부담 및 경
비가 발생한다. 급여의 경우, 일본 노동시장의 최저 임금을 반영한 것으로 최저 임
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노동 번차가 큰 농업의 특성상 농
작업이 없는 농한기를 포함하여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기능실습생을
고용하는 농가로서는 비용적 부담이 적지 않다.83)

81) 坪田邦夫. 2018. pp. 141-142.
82) 감리단체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기능실습생의 귀국 여비 이외에 2개월 이상의 실습 전 교육비 및 수
당 등이 포함된다.
83) 坪田邦夫. 2018.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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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농가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새로운 고용 형태
로 ‘농협 등이 실습 실시자가 되어 실시하는 기능실습(농작업 청부방식 기능실
습)’방식인 ‘농협 농작업 청부방식’이 도입되었다. 농협 농작업 청부방식은 기능
실습생이 농협의 파견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농협의 조합원인 각 농가에 파견되어
농작업에 종사하는 방식이다.84) 조합원인 농가들과 농협이 작업 일정을 조율하여
하계에는 복수의 농가에서 농작업에 종사하고 동계 기간에는 농협의 시설에서 농
축산물의 출하 및 조정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기능실습생의 연간 고용을 실현하고
있다.85) 이와 같이 기능실습생은 농협과 농작업 청부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사
업장 및 농장과 농협의 선과장 등에서 작업을 편성하여 실습이 가능해졌다.

5.1.3. 단·장기고용 가능형태: 특정기능제도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화
2019년 4월부터 노동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특정 산업 분야86)에 취업을 목적으
로 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제도가 시작되었다. 특정기능제도는
2018년 12월 입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관리하에 특정 산업 분
야에 속하는 일정 기능·일본어 수준을 갖춘 외국인이 수용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
결하고, 수용 기관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특정기능제도의 외국인근로자
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서비스 산업의 단순 노동 직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각 업종별 2
만~5만 명 전후이다. 이러한 특정 산업 분야는 노동 집약적 직종을 중심으로 한 것
으로 AI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분야이다. 생산성 향상이 가장 어려
84) 坪田邦夫. 2018. p. 145.
85) 石田一喜. 2019. “JA等による外国人受入れの概要について請負方式と特定技能に注目して.”
「調査と情報」. 農林中金総合研究所. p. 12.
86) 개호업(요양), 건물청소, 소형재 산업(기계 가공업),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업, 건설
업, 조선선박업, 자동차 정비업, 항공업(공항 지상지원, 항공기 정비), 숙박업, 농업, 어업, 식음료품
제조업(수산가공 포함), 외식업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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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서비스 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하는 것이 특정기능제도의 신설 목적이라
고 할 수 있다.87)

□ 제도 운영 개관
농업부문 특정기능제도의 소관 부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생노동성, 농림수
산성, 외무성, 경찰청이며 특정기능 협의회에서 제도 운용의 관리 및 감시를 맡고
있다. 체류 자격 ‘특정기능’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두 종류가 있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 일정 수준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
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자격이고, 2호는 특정 분야에 ‘숙련된 기
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이다. 농업부문은 ‘특정기능 1호’를 통한
수용만 허용된다.
특정기능 1호’의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고, 체류 기간 동안 동일 업종에서 사
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특정기능 1호’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종사 업종에 관
한 일정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소지해야 하므로 ‘기능실습 2
호’를 양호하게 수료하였거나, 기능시험 및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특정기능 1호’의 체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1년, 6개월, 4개월마다 갱신이 필요
하다. ‘특정기능 1호’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주와 고용계약 체결을 통해 5년 연속
체류하거나 1년, 6개월, 4개월 단위로 체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통산 5년의 체류
기간 중 일시 귀국은 횟수 제한 없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체류한 후, 일시
귀국하여 다시 6개월 간 체류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체류한 기간을 총 합하여 5년
동안 일본에서의 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농번기에 한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고 농한기에는 귀국했다가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근로를 하는 계절노동
이 가능하다.
특정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농업인(개인 농업인, 농업법인 등)과 직
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고용’, 농협, 농협 출자법인 등 파견 사업자를 통해

87) 上林千恵子. 202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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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파견 고용’, 그리고 농협이 조합원인 농가나 농업 경영체로부터 농작업을
청부받아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농협 농작업 청부방식’이 있다.
농업 노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기능제도에서는 농업부문 특정기능 외국인
을 고용할 때 직접 고용 방식과 함께 농업 노동의 계절성 대응 장치로써 외국인근
로자의 파견 고용이 가능해졌고,88) 전략특구 농업지원사업의 파견 고용방식을 선
행제도로 참고하여 도입되었다.89)
특정기능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개인 농업인, 농
업 경영체)은 농업분야의 기능실습생을 중개하여 수용한 실적이 있는 지역 내 농
협, 공공 직업소개소, 민간 직업소개소 또는 해외에 네트워크가 있는 민간단체 등
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구인 신청을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농업인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하에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 및 체류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
파견 사업자를 통해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은 파견 사
업자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는 파견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에 파견되어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기능실습제도에서는 연간 고
용만 가능했으나 파견 사업자를 통해 농가는 4개월 또는 6개월간의 단기고용도
가능해졌다.
파견 고용은 기능실습제도에는 없던 고용 형태로 농가 입장에서는 외국인근로
자 고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사무적 절차가 없다. 외국인근로자를 농번기
에만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농가가 실습계획이나 실습 기록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이나 숙소 마련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파견 고용은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전 과정과 근로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노무 관리의 모든 책임이
파견 사업자에게 있으며 농가는 파견 사업자에 파견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계절
성 대응 장치로뿐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노무 관리의 모든 부분을 파
88) 農林水産省. 2019a. 「特定の農業分野に係わる特定技能外国人受入れに関する運用要領-農業
分野の基準について」.
89) 佐野良晃. 201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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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파견 고용 형태는 농가에 이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파견 사업자 입장에서 고스란히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한
다. 파견 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 1명을 파견할 때 일본인 근로자 1명을 풀-타임으
로 파견하는 비용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필요한 부가적 비용과 사업장 이
탈 리스크의 부담까지 더해진다.
한편 농가로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의 부담은 없으나 높은 파견
비용이 문제이다. 외국인근로자 파견 비용은 최저 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시급이
1,300엔 정도는 되어야 하며, 일본 농업 노동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
로 1,500엔 이상의 파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파견 사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기
능실습 2호’를 종료한 기능실습생을 같은 농가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파견 사업
자에게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나 노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에 주어지며 장기 고용에 따른 임금 인상(일본인 근로자와 동등한 처우)을 적
용해야 하는 등 비용적 과제가 남게 된다.
파견 고용 방식은 파견 사업자와 파견처인 농업인 양측의 경제적 요인이 상충
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농업 경영체가 아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 경영체나
개인 농가의 경우, 높은 파견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향후
파견 고용을 통한 특정기능 외국인근로자의 신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90)
한편, 장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인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고용방식인 ‘농협 등이 실습 실시
자가 되어 실시하는 기능실습(농작업 청부방식 기능실습)’이 도입되었다.91) 농협
이 조합원인 농가나 농업 경영체로부터 농작업을 청부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해당

90) 坪田邦夫. 2019. “外国人農業人材の受け入れの課題(2)-そのポテンシャル-”. 「農業研究」. 32.
p. 195.
91) 홋카이도의 한 지자체농협이 기능실습제도의 원칙하에 강설지대에서도 기능실습생의 연간 실습이
가능한 고용 형태를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고용 방식임(石田一喜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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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방식이다.92)
일명 ‘농협 방식’으로 불리는 이 고용 형태는 농협과 특정 기능 외국인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는 농협과 청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농가는 농
협에 농작업을 청부하고 농협이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조합원인 농가의 농작
업을 하게 되는데 농가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림 5-4> 농가가 농협에 농작업을 청부하는 구조

자료: 農林水産省(2019b)

농협 방식은 서로 다른 농가가 기간을 나누어 농협에 농작업을 청부할 수 있으
며, 외국인근로자는 농협의 선과장 등 농협이 보유한 시설에서 농산물 가공, 출하
작업 등 주 업무 이외의 관련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앞
의 파견과 달리 농협 방식은 외국인근로자가 농협에 소속되어 농번기에는 농가에
서 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농협 소속의 선과장 등에서 일을 하여 연중고용을 실현
하는 형태이다.

92) 기능실습제도에서 2017년 9월부터 먼저 실시되고 있는 농협 농작업 청부 방식은 2018년 6월 제
1회 ‘농업기능 실습 사업협의회’에서 ‘농협 농작업 청부방식’의 운용 요령을 정리한 ‘농작업 청부방
식 기능실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石田一喜 2018: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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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복수농가가 농협에 농작업을 청부하는 구조

자료: 農林水産省(2019b)

농협 방식은 단독으로 연간 실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농가나 농협 등도 기능실
습생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 반면, 농협이 실습 실시기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노무 관리, 현장에서의 작업 감독 및 지도가 어느 수준
까지 가능한지, 경제적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사업장 이탈자 등에 대한 책임을 기
관으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농협 방식을 지원하
는 조직으로서 각 지자체에 농업 담당 행정국이나 농업 단체로 구성되는 ‘농업기
능실습사업협의회’ 도도부현 지부가 설치되어, 실습계획이나 실습 상황의 확인,
지도 및 조언,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93)
가장 최근 2019년 4월부터는 노동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특정 산업 분야94)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제도가 시작되었다. 특
정기능 1호’의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고, 체류 기간 동안 동일 업종에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정기능 1호’의 체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1년,

93) 坪田邦夫. 2018. p. 145.
94) 개호업(요양), 건물청소, 소형재 산업(기계 가공업),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업, 건설
업, 조선선박업, 자동차 정비업, 항공업(공항 지상지원, 항공기 정비), 숙박업, 농업, 어업, 식음료품
제조업(수산가공 포함), 외식업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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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4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특정기능 1호’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주와 고
용계약 체결을 통해 5년 연속 체류하거나 1년, 6개월, 4개월 단위로 체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통산 5년의 체류 기간 중 일시 귀국은 횟수 제한 없이 허용된다. 특정
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농업인(개인 농업인, 농업법인 등)과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고용’, 농협, 농협 출자법인 등 파견 사업자를 통해 고용하
는 ‘파견 고용’, 그리고 농협이 조합원인 농가나 농업 경영체로부터 농작업을 청부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농협 농작업 청부방식’이 있다.

5.2. 소결 및 시사점
일본의 농업부문은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인력 부족난에 대처해 왔다. 기능실습
제도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협력이라는 목적하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인력 부
족이 극심한 산업에 실습생 신분의 단순 외국인력을 수급하는 이중적 제도로써 일
본 경제 발전의 기반을 지탱해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감리단체 및 실습 실시기관
에 의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등 기능실습생에 대한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으
며, 기능실습생(기능실습 1호)의 낮은 업무 숙련도, 짧은 체류 기간, 복잡한 절차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농협 농작업 청
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 노동력을 보다 많은 농
가가 단기간에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개정된 국가전략
특별구역 농업지원 외국인 수용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기
관이 외국인근로자와 농가와 각각의 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로서 근로자를 파견
하는 것이다. 이는 농협 농작업 청부 방식과 마찬가지로 농업노동의 계절성을 반
영하여 파견 고용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더불어 특징적인 것은 농가 당 수용 가능
한 외국인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외국인근로자 체류 기간은 프랑
스의 사례처럼 최대 3년으로 농번기철의 6개월 취업·체류 후 자국으로 귀국 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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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2019년 4월부터 특정기능제도를 통
해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정식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업 노동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경직적이던 기존의 제도
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농업의 각 품목과 고용 주체에 따라 제도를 다양하게 설계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이용 당사자의 자유재량에 맡겨
지는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시장원리가 작용하기 쉬워졌다고도 볼 수 있다.95) 우
리나라와 농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한다.
일본의 경우, 농업 노동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
선하고, 개선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설계를 했다
는 점이다. 농업의 계절적 노동 수요와 농가의 비용문제, 그리고 농촌 고령화로 인
한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파견과 농협의 농작업 청부 방식 등을 제시
하여 계절적 노동 수요와 농가의 비용 문제에 대응하였고, 농가당 고용인원의 제
한을 없애 만성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농
가 당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과 일일고용과 1~2개월 고용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의 외국인근로자 제도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제도(고용
허가제, 계절근로자제)에 부합한 농가는 매우 소수인 것에 비하면, 일본의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농가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95) 坪田邦夫. 2019.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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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1. 정책 방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체류· 고용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이
용도는 매우 낮고, 다양한 비공식적 외국인근로자 공급형태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표 6-1>.
비공식 공급 경로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주도하는 현상은 불법체류·
불법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측면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문제
를 야기한다. 또한 비공식 공급 경로가 하나의 고용 체계(system)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로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문제 완화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현
재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6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

167

<표 6-1>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와 이용률
합법 여부

제도

비공식
경로

고용 경로

이용률
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3.4~10.0%
계절근로자제: 1.3~1.4%
축산업: 55.8 %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외국인근로자(합법, 불법)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배정 농가의 인력 파견
인력소개소 및 농작업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공급
∙ 내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①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
② 대규모 단기방문형 인력소개소
③ 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농작업팀
∙ 외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운영 농작업팀
②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운영 농작업팀
4. 브로커 또는 고용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을 통한 농가의 외
국인근로자 직접 고용(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

작물재배업:
- 일용근로자: 95.2%
- 임시근로자: 93.7%
- 상용근로자: 90%
축산업: 44.2%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책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고용인력 정책 대상자인 인력
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농업인력 정책 수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하면, <표 6-2>, <표 6-3>과 같다.
<표 6-2> 농업 일손부족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호수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시·군 단위 농업농촌전담 인력 수급 회사 설립

51.0

22.4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공급

33.1

62.9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가와 일할 사람 연결 온라인 시스템 강화

8.5

6.3

외부 인력 숙소 및 이동(차량)지원

4.5

1.4

근로자들의 농작업 교육 및 훈련

3.0

7.0

총합

402

14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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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업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가
장 원하는 정책은 작물재배업 농가는 시·군 단위 농업농촌 전담 인력 수급 회사 설
립이 51.0%,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이 33.1%로 가장 많았다. 축산 농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이 62.9%, 시·군 단위 농업농촌 전담인력 수급회사
설립이 22.4%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게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정책 수요가 큰 항목은 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 외국
인근로자 일일 단위 고용 허용 필요(33.1%),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 도입 규
모 확대(배정 인원 증가)가 31.3%, 농협 또는 지자체 운영 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
인근로자 소개 허용이 20.9%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근
로자 소개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에 지나지 않아, 공공
에서 인력 중개하는 것을 원하였다. 축산업 농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확대(배
정 인원 증가)가 38.5%, 농협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
인근로자 소개 허용이 34.3%로 나타났다.

<표 6-3> 농업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중요한 제도 보완 사항(1순위)
단위: %, 호수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 도입 규모 확대

31.3

38.5

농협 또는 지자체 운영 인력중개센터 외국인근로자 소개 허용

20.9

34.3

인력소개소 외국인근로자 소개 합법화

10.0

14.7

지자체에서 외국인 및 외부 인력 숙소 시설 마련

4.7

12.6

외국인근로자 일일 단위 고용 허용

33.1

-

총합

402

14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정책 대상자(농가)들의 정책 수요와 앞서 제3장 및 제4장
에서 분석한 현 제도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방향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부문 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는 (외국) 인력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농업부문의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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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은 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
화 설계와 운영 필요, ②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③ 시·군 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④ 농업 근로환경 개선, ⑤ 다
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필요를 들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6-4>와 같다.

<표 6-4> 농업부문 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외국) 인력 정책 기본 방향
문제점
공통

제도 설계상의 문제: 1-68일 고용 불가능
제도 운영상의 문제: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행정절차
고용비용 절감 효과
근로환경 불만

공급자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경제적 이득 발생
자진 출국 유인 없음
고용인력 정책 및 전달체계 부재
제도

정책방안

인력 부족과 내국인 고용 어려움
외국인 고용 농가 특징:
현 제도는 중, 대규모에 적합

수요자

정책 방향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장기적 시각 부족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논의 부족

현장의 수요를 반영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하여
수요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1. 농업부문 인력 부 운영
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정책
력 정책 마련
수립 및 전달체계
2. 이를 통해 미등록 마련
제도
외국인근로자 문 시·군 단위의 내외국
제 완화
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3. 농업부문의 만연
한 인력 부족 문 농업 근로환경 개선
제 해소
다양한 불법체류 관 공급자
리 정책 필요

정책 대상자들의 농업 고용인력 관련 정책 수요
∙ 작물재배업:
① 인력 관련 정책 수요
시·군 단위 농업농촌 전담 인력 수급 회사 설립(51.0%),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공급(33.1%)
② 외국인력 관련 정책 수요
외국인근로자 일일 단위 고용 허용 필요(33.1%),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 도입 규모 확대(31.3%)
농협 또는 지자체 운영 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소개 허용(20.9%)
∙ 축산업:
① 인력 관련 정책 수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62.9%),
시·군 단위 농업농촌 전담인력 수급회사 설립(22.4%)
② 외국인력 관련 정책 수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확대(38.5%)
농협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소개 허용(34.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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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방안
2.1.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세분화
설계와 운영
2.1.1. 필요성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농업에 부족한 인력 풀(pool)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정책이다.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농업부문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만큼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 농
가들 대부분은 앞서 분석했듯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상당 부분 고용하고 있
다.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도입 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
석했듯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책 대상자인 농
가의 품목별 고용 방식과 지금의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서로 부합하지 않은 것과
농가가 제도를 이용할 때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
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작물재배업은 1년 고용과 3개월
고용보다는 적은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다는 이유가, 축산업은 신청 절
차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2. 세부 방안96)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줄이고, 현재의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특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이원화하는 것

96) 세부 방안은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박사, 이창원 박사와 전문가 협의회(2020년 10월, 11월)에서
함께 의논한 정책안임을 밝힌다.

제6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

171

이 필요하다. 축산 농가는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작물재배업은 계절근로자 중
심으로 운영하되, 현재의 계절근로자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축산 농가의
근로자 고용은 연중고용 형태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55.8%이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은 농가들 대부분의 경우도 고용 기간의 문제가 아닌,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고용을 포기하거나, 신청해도 인력 배정 확률이 낮아 이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은 연중고용을 하는 농가의 비율
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체 농가 중 2.6%로 전체 농가 대비 적은 수치이다.
작물재배업 대부분 농가는 일용근로자(70.5%)를 고용하거나 1~2개월 고용
(14.9%)하는 형태를 주를 이룬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연중고용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농가는 2.6%뿐이다. 계절근로자제는 3
개월 연속 고용 또는 5개월 연속 고용이 전제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농가는 설문
조사 작물재배 농가 중, 12%이다. 일용근로자와 1~2개월의 임시근로자 고용이 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 많은 수의 농가가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면, 작물재배업의 제도는 계절근로자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6-5> 와 같다.
제도 개편의 큰 틀은 축산업과 연중고용 시설원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로 유지
하고, 작물재배업은 현행 계절근로자제도를 E-8 형태로 통합하되, 취업 기간을 최
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 체류 허가는 3년(기본)+1년 10개월(추가근무가능)로 둔
다. E-8은 고용 주체에 따라 세부적으로 E-8-1(고용 주체: 농업일자리지원센터97)
고용), E-8-2(고용 주체: 농가 직접 고용)으로 분리하고, E-8-1은 일일 고용을 원칙
으로, E-8-2는 연속 3개월 이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97) 농업일자리지원센터 개념은 다음 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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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기, 중기 방안
① 작물재배업: 현행 계절근로자제 통합과 개선
현행 계절근로자제인 3개월(C-4비자)과 5개월(E-8)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하되, 취업 기간을 최대 9개월98)까지 허용한다. 통합된 계절근로자제는 고용 주체
에 따라 (가칭)‘농작업제도(E-8-1)’와 ‘신설 계절근로자제도( E-8-2)’로 구분한다.
‘농작업제도는(E-8-1)’ 작물재배업에서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일본의 ‘국가전략 특별구역 농업지원 외국인 수용사업’개
념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이동 경비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허가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되,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처
럼, 체류 허가 기간은 3~9개월보다 긴 기간을 두고, 체류 허가 기간 내에서는 취업
자격을 갖도록 한다. 즉, 최대 체류 허가 기간에는 농번기철에 한국에서 근무하다
가 농한기에는 자국으로 귀국하고, 재입국 시 취업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
록 설계하는 것이다. 체류 허가 기간은 현행 고용허가제와의 형평성과 숙련기능
인력 신청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3년(기본기간)+1년 10개월(추가근무가능기간)
로 둔다. ‘농작업제도(E-8-1)’은 농번기에 한하여 3~9개월 범위 내에서 일일 근로
로 체류·취업하고, 농한기에 일시 귀국하고, 농번기에 재입국하여 체류·취업하는
것으로,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인 작물재배업의 일일 고용과 1~2개월 고용인력 부
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작업제도(E-8-1)’를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
행 중인 농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다수의 농가와 농작업을 사전적으로 계약을 한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알선·소개하거나 파견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그
림 6-2참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알선·소개 또는 파견하는 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마련하고, 작업장까지 이동 계획을 세우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더불어
98) 11월~1월까지의 농한기와 입·출국 준비를 고려한 기간이다. 농한기 없이 1년 동안 근로자를 고용
하는 농가는 <그림 6-5>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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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대비하여 근로자 보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
용은 센터-외국인근로자-농가가 부담하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관
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다수의 농가에서 농작업을 수행해야 하
므로, 농작업 수행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와 과도한 노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
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감독 기관은
시·도 또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총괄하고, 읍면단위에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추도록 한다. 현장 점검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 단
체, 외국인근로자 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물재배 농가 중 연속적으로 3~10개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농가들은 취
업 허가 기간이 확대된 ‘신설 계절근로자제(E-8-2)’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하도록 한다. ‘신설 계절근로자제(E-8-2)’ 는 외국인근로자가 농가에 직접 배정되
고 있는 현재의 제도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현재 제도 내에서는 근무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는데, 신설 제도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근무처를 시·군 담당자 또
는 관리·감독 기관의 허가 아래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고
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불법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적으로 근무처를 변
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설 계절근로자제(E-8-2)’의 체류 허가
기간도 ‘농작업제도(E-8-1)’와 동일하게 3년(기본기간)+1년 10개월(추가근무가
능기간)로 설정한다. ‘신설 계절근로자제(E-8-2)’는 작물재배업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고용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축산업, 1년 고용 시설원예: 현행 고용허가제 유지
축산업과 1년간의 고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유지한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허용범위를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중, 한 사업장(농가)에서 1년 동안 고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년 미만 고용은 앞서 서술했던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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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제도를 개편할 경우, 현재의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허용품목 범위 축산업
과 1년간의 고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축산
농가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도권 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전환해
나가려면, 현재의 고용허가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신청 절차의 개선과 인력도
입 규모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99)

나. 중·장기 방안
① ‘농업’ 숙련근로자제도(E-7-5)
숙련기능인력 확보 측면에서 정부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
업(H-2)로 입국하여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를 발급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원칙적으로 E-7-4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농업’숙련
근로자 제도(E-7-5)를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평균 소득을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사
업자번호가 없는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농업부문에서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현행
E-7-4 자격증 소지 점수 항목에서 기량검증통과 항목에만 해당하는데, 기량검증
통과 점수는 해당 항목들 중 최저점인 10점으로, 타 산업부문이 최대 20점까지 획
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세 번째로는 보유 자산에서 점
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이 3천만 원 이상, 국내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이다. 제조업과 건설업과 임금 격차가 큰 농업부문 외국인근
로자들은 보유 자산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설 ‘농업’숙련근로자제도(안)의 구체적 운
영은 현재의 숙련기능 점수제(E-7-4) 항목의 큰 틀은 유지하되, 농업부문에 소득
99)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다고 한 응답률이 35.8%, 신청해
도 인력 배정 확률이 낮다는 응답률이 22.6%임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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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증명원과 같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량검증 항목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 자산 부분은 농업
부문의 내·외국인근로자의 보유 자산의 분포도에 따라 상위 몇 %의 기준을 정해
구간을 구획하여 점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설 ‘농업’숙련근로자제도는 현행 숙련기능 점수제(E-7-4) 틀을 유지한다. 따
라서 신설 ‘농업’숙련근로자제도 대상자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된 계절근로
자제로 입국한 외국인(E-8-1, E-8-2)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중,
최소 5년 이상의 근무를 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체류 기간도 현
행 제도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의 체류·취업자격과 동
일하게 설계한다.
② 농업인재제도(F-2-O)
농업인재제도는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숙련기능자(E-7-5) 중
에서도 요건에 부합한 사람에게 거주(F-2)를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는 제도(안)이
다. 현재 농업부문에서 거주(F-2)자격 신청 가능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임금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현재의 거주(F-2)
자격 신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E-9)은 포함
되고 있지만, 계절근로(E-8)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편안
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1년 고용 시설원예 농가에서 일하
는 외국인근로자만 신청자격 대상자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제도의 형평성 측면
에서 신청자격에 계절근로(E-8)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의 자격요건
에 계절근로(E-8)를 포함하기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F-2) 요건 중 하나
인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격에 계절근로(E-8)가 해당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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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농업품목 특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편안
기본방향: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에 따라 제도의 이원화
제도
(가칭)농업인재제도
* 신설
축산업, 연중고용
시설원예*
‘농업’ 숙련농업근로자제도
(연중고용시설원예는 * 신설
조건에 부합한 농가만
허용)
고용허가제
* 현행 유지

비자 종류

고용
주체

근무처
변경 제한

제도 추진

(F-2-O)
거주

-

-

장기

E-7-5

농가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E-9

농가

제한적
근무처 변경

고용허가제 대상
품목 조정 필요:
단기

작물재배업: ①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 E-8로 통합, E-8 취업 기간 최대 9개월 허용
② 고용 주체에 따라 E-8-1(농업일자리지원센터 고용), E-8-2(농가 직접 고용)으로 분류
일용고용

임시
근로

(가칭)농작업제도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농업
1~2개월
외국인 수용사업 형태
고용
* 신설

E-8-1

농업
일자리
지원센터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연속
계절근로자제도
3~5개월 * 현행 제도 개선

E-8-2

농가

제한적
근무처 변경

단기

현행 계절근로자제도 고용
기간 확대
* 신설

E-8-2

농가

비자 체류 기간
제한적
확대 및 허용대상
근무처 변경
품목 조정: 단기

‘농업’ 숙련근로자제도
* 신설

E-7-5

농가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가칭)농업인재 제도
* 신설

(F-2-O)
거주

-

-

장기

상용근로
연속 6~9개월
*농한기 고려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농업인재제도는 농업부문에 정주를 허가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인재제도가 일종의 농업이민정책으로 가는 통로라고 여겨질 수 있
는 만큼, 일부에서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배치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업인재제도는 숙련기능인력 중에서도 자격을 갖춘 일부 외국인에게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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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고령농의 은퇴 등으로 최소한 우리 사회에
서 유지되어야 할 농업인력을 내국인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성
립되는 제도이다. 즉,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 육성을 대체(substitute)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complement)하는 제도이다.

2.2.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2.2.1. 필요성
중앙정부 정책 단계에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은 현재 고용허가제
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내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정책은 농촌고
용인력중개센터 지원, 도농인력교류 플랫폼 구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정
부 정책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력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단위에서 또는 군단위에서 농어업인력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정책들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기보다 각각의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업정책에서 고용인력 정책이 주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 단계와 지방정부 단계에서 고용인력 정책을 계
획·수립할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
역의 인력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조사·분석되기보다는 지역 내의 관심도에
따라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정책 수립도 통합적이고 장기적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정
책들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지원정책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정책은 기능적으
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고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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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 센터 간의 기능 연계·보완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책도 컨트롤 타워가 갖춰지지 않
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까지 고려된, 통합한 농업
고용인력 정책은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시·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인력 공급을 위한 한시적 정책이 아닌, 보다 효율적·효과적
으로 정책으로 수립하려면, 먼저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총괄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서 농촌고용센터(중앙정부 단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지방
정부 단계)의 역할과 기능, 활동 내역, 예산 계획,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과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일손부족 문제가 인력고용센터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2.2.2. 세부 방안
따라서 현재의 파편적인 고용인력 관련 정책들을 <그림 6-1>과 같이 유기적으
로 연계시키고 지역단위에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앞의 절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편(안)(<표 6-5>)이 실질적으로 작
동하려면, 현재의 파편적인 고용인력 정책에서 지역단위, 중앙단위 인력 정책 수
립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농업인력 고용 정책 수립과 나아가 지역단위에서의 인력 정책이 세워지고 효율
적으로 운영되려면, 2017년 위성곤 위원 등 11인이 발의했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100)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내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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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근거를 두고, 농업인력 육성·지원 계획 내에 고용인력 정책을 계획·수립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인력지원 계획에서 고용인력 정책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은 품
목과 재배면적 등에 따른 주요 고용 시기별 고용인력 규모 등을 분석한 후, 이의 결
과를 토대로 농업 일자리 알선·중개 관련 정책과 외국인근로자도입 규모 등의 정
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관련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시·도, 시·군 단위 농업인력 종합계획 수립 필요
수립된 고용인력 정책 계획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도 단위에서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시·도 단위에서는
시·도 안에 속한 시·군의 농업인력 규모 파악과 시·군 간 인력 연계 방안이, 시·군
단위에서는 기초적인 인력 실태조사와,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와 지자체 운영 인
력지원센터 간, 인력과 기능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도 단위에서 인접 시·군들 간의 생산 작목 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인력 순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엄진영 외 2018), 시·군에
서는 기초적인 인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지원센터 간의 연계와 계절근로자
제의 운영 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온
라인 일자리 알선·소개)를 실시하되, 지역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도·농 인력중개서비스가 그 역
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먼 농촌지역에서의 농작업은 숙박과 작업
장까지 이동 문제, 짧은 기간의 농작업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 등으로 도시 유
휴인력 유인 동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연계를 통한 소
득 확보 방안, 숙박시설 확보 등의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작업자들의 보험
100)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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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개별 인력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없다. 최소 시·군 단위 이상에서 일용근로 및 임시근로의 노동 수요를 품목별, 농
작업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일의 연속 가능 여부와 가능할 경우, 각 센터별로 인력
의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인력 정책이 현장까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이러한 정
책을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담당자가 시·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계절근로자제가 시·군에 역할을 두고 있는 만큼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인력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신설·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경기도의 경제와 노
동 업무를 분리하여, 노동국을 두고, 그 아래에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
책과 조직을 개편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3 참고>.

<그림 6-1> 농업 고용인력 정책 개선안
현재의 고용인력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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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2.3. 시·군 단위의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2.3.1. 필요성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가장 높은 정책 수요는 시·군 단위 농업농촌전
담 인력 수급 회사 설립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특히 일일 고용과
임시고용 비중이 높은 작물재배 농가는 시·군 단위의 농업농촌 전담 인력 수급 회
사에 대한 정책 수요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축산 농가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에 달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근로자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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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작물재배업의 농작업은 계절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특정 시기의 인
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작물재배업 농가의 주요 인력 고용 경로는 사
설인력소개소와 지역 내 비공식 농작업팀이다. 수확기 철에 인력이 부족한 일부
품목 중 무, 배추, 양파 등(전창곤 외 2015)과 같은 품목101)의 농가에서는 포전 매
매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
러한 노력들로도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는 어려워, 앞서 4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가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읍면단위
에서 100여 곳의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농협)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
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지정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
만,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는 센터들은 사설인력소개소나
포전 매매를 하는 산지유통인(법인)처럼 인력을 대규모로 보유·관리 또는 주변 사
설인력소개소와 인력 교류를 통해 대규모로 인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
지 못하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은 각 기관별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자리 알선·소개에 한계가 생기고 일
부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만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에서 드
러난 것처럼 사설인력소개소와 산지유통인(법인)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어 노동력 풀(pool)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 운영 센터들은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내국인력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 노동력 풀 (pool) 자체가
한정적이고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물론, 정부 또
는 지자체 운영 센터들의 농업 일자리 알선·소개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현재의 일
자리 알선·소개에서만 그치는 센터의 역할은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에 한계
가 있다. 더불어 사설인력소개소와 산지유통인(법인)에서의 광범위한 미등록 외

101) 전창곤 외(2015) 연구에서는 최근 산지유통인은 산지유통뿐만 아니라 영농활동도 광범위하게 종
사하는 등 농업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단순한 수집, 출하 기능뿐 아니라 선
별, 포장, 가공기능도 겸하는 패커(packer)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현황은 품목별로 배추, 무가 40.3%, 마늘, 양파, 고추 등 양념채소 산지 유통인이 18.5%, 감자,
고구마 취급 산지유통인이 5.9%, 감귤, 사과, 배 등의 과일 산지유통인은 9.5%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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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근로자 고용 문제는 현재의 농업인력 알선·소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가 있고, 매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이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급증하
고 있음에도, 현재 농가들의 농번기철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민
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모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황을 포함해도 농가들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특히 작
물재배업 농가들의 정책 수요는 시·군 단위에서의 농업농촌 전담 인력수급회사 설
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설인력소개소와 산지유통인
(법인)이 인력 공급을 커버할 수 없는 시장102) 실패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아래와 같다.

2.3.2. 세부 방안
첫째, 앞서 2절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정부 단위, 시·도 단위, 시·군 단위에서의
농업인력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중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한 계획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
스템처럼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농업 일자리 알선·소개, 청년농업인 육성 등
관련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물론, 일부 시·군 단위
와 시·도 단위에서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계절근로자제 외국인근로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의 시스템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원격지일 경우, 내
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102) 물론 이의 전제는 민간 사설인력소개소와 산지유통인(법인)이 법과 제도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다는 전제이다. 현재의 상황처럼 제도를 벗어나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민간 사설인력소개소와 산지유통인(법인) 또는 농업법인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
용하는 것은 현행법과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민간 사설인력소개소, 산지유통인(법인), 농업
법인의 외국인근로자 알선 소개 또는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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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읍면단위가 아닌 시·도, 시·군 단위에서 농업일자리지원센터 간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필요한 인력 정보를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작물재배
업의 품목별 계절성에 따른 농작업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 단위, 시·도 단위, 시·군 단위에서의 농업인력 종합계획을 바탕
으로 현재의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지자체 운영 농업인력지원센터 간의 역할을
연계·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의 개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그림 6-2>처럼 시·도 단위 또는 시·
군 단위에서 농업인력지원을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단위에서 농업인력 알
선·소개 또는 파견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개선안은 인력의 교류 및 센터 간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에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가 주를 이루고 시·도 또는 시·군 단위의 농업인
력지원센터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도 또
는 시·군 단위에서 농업일자리지원센터가 인력 중개를 주도하고, 필요한 경우 읍
면단위의 농업일자리지원센터가 보완하는 방식이다.
셋째, 현재의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지자체 운영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역할 확
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 기관들은 내국인 일자리 알선·소개 역할에
만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여, <그림 6-2>에 나타낸 것처럼 시·도 또
는 시·군 단위의 농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함께 앞의 1절에
서 언급한 ‘농작업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E-8-1)를 고용하고 복수의 농가와
의 농작업 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려면 내국인근로자 고용 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하
고, 센터 소속으로 외국인근로자(E-8-1)를 고용하게 되므로, 숙소 시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으로의 이동 문제와 근로자들의 보험문제 등도 선결
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이 체계 내에서 농작업 인력 부족 대응은 계절성을 띠
고 있는 작물재배에 한한 것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되, 외국
인근로자는 ‘농작업제도(E-8-1)’ 외국인근로자만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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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정부, 지자체 지원 농업인력센터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2.4. 농업 근로환경 개선
2.4.1. 고용주와 근로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필요
농업부문에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업 근로환경과 관련된다. 양순미(2016) 연
구에서 실시한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부문
내의 사업장 이동의 이유로는 임금이 적어서 사업장을 이동했다는 응답이 전체
290명 중, 54.2%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기술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14.8%, 일이 힘들어서가 11.7%, 부당대우가 9.7%로 나타났다.
임금이 적어서라는 표현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타 산업부문-예를 들면 제조업, 건설업 등- 또는 품목들 간의 임금 격차
를 의미하거나, 둘째,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셋째,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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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을 포괄한다. 타 산업부문 또는 품목들 간의 임금격차는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한, 임금 격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표준근로
계약서 내에 명시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됨에도 임금이 타 산업 또
는 타 품목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현행 정책 목표와 관련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합리화할 수 없다. 더불어 인력난이 가중되어 더 이상 내국인
이 유입되지 않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에 외부 인력을 유입한다는 정책에 혼선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이탈
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 시스템에서는 근로자와
농가 모두 불완전 정보체계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할 확률이 내재적으로 높은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
려면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한국에
서 근로하고자 할 때 고용주와 고용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임금과 노동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과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2. 임금갈등 조정 및 농가 교육 필요
앞서 언급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갈등상황 속에서 주로 발생한다. 관련 연구(권민지
외 2015; 엄진영 외 2017; 엄진영 외 2018; 이혜경 외 2018)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연관하여 농업부문에서 작성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문제
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없다.
권민지 외(2015)에서 지적된 것처럼, 판례103)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
2호의 적용대상 산업이어도 근로계약서에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103) 대법원 2009. 12.10. 선고 2009다51158판결(권민지 외 201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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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초과근
무수당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강제적인 연장근로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와 갈등이 발생하고, 사
업장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구두로 근로계약이 이루
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농업부문
의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들 자체가 제조업 부문의 항목을 그대로 차용하여 농업부
문의 근로특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농가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를 포함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적 연장근로와 임금 미지급은 법률 위반 사항임을 분명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부문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엄진영 외(2017)에서 지적되었듯이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본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5장의 적용 배제를 통해 농업의 노동비용 감
소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생산에 있어 제조업 등과 달리 농
업은 계절, 기상, 기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
된 배경이 있다. 이러한 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위의 사항이 강제적
인 연장근로와 임금 미지급, 초과수당 미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
항은 법률상 금지되는 조항들이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2.4.3. 최소한의 주거 환경 필요
외국인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조건 마련 측면에서 계절근로자제는 2017년,
고용허가제는 2019년부터 숙박과 관련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계절근로자제는 거주 숙소의 필수 구비시설 및 물품의 기준을 두고, 필수 구비시
설과 물품은 침실, 화장실, 샤워시설(온수), 취사 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
지기를 두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계절근로자 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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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침실과 화장실, 샤워시설은 안쪽에 잠금장치를 두도록 하
였으며, 침실에는 냉난방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지도록 제한을 두었다. 고용허가
제는 2019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사업주
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통해 사업주 준수사항을 명시하였다. 사업주 준
수사항은 기숙사 설치 장소, 침실의 구분, 침실의 기준, 필수 시설, 잠금장치에 대
한 사항이다. 만약 숙소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숙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
가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에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
에 대한 감점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는 것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숙소의 최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동안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숙소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농업부문의 경
우, 최근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고용비용 부담으로 숙박비 항목으로 숙박비 공
제동의서를 작성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월급에서 최대 20%까지(숙소, 식사 모
두 제공) 차감할 수 있어, 숙박비 차감으로 고용비용 상승 폭을 낮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숙박비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이용에 대한 대가
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집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
지 못한,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면서 1인당 25만 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사례의 경우, 주변 읍과 동 지역에서 냉난방시설,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춘 8평
원룸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인 것 비교하면, 공간 이용료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04) 숙박비는 숙박 공간의 상태, 시설, 숙박의 위치 등을 고려하
여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의 숙박비 공제동의서에 있는 숙박비 공제율은 상용 주
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과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 등)의 구분만 짓고 있다. 상

104) 단비뉴스. 2020. 5. 21.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속 한숨과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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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 임시 주거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숙박 공간의 상태, 시설 등의 차
이는 있지만, 일률적인 비율로 숙박 공간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숙박비 공제
가 원래의 숙박 공간에 대한 이용료 지불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숙박의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숙소를 더 나은 환경으로 개
선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농가)도 사업장과 집
이 멀어 사업장 주변에 열악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그
래서 본인들도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데, 최소 숙박기준 때문에 외
국인근로자들에게 본인들보다 더 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
문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농가가 선택했다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도 그러한 환
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를 야기하
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는 미등록 외국
인으로 근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숙박문제이었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임대료를 본인이 지불하면서 원룸, 빌라,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였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컨테이너 등의 시설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
람이 살기 어려운 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은 인권이라는 측면
에서도 지양되어야 한다. 숙박기준에 대한 보다 세세한 기준과 함께 숙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숙박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의 최소 숙
박기준을 매우 세세하게 마련하고, 숙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정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업주가 시설점검표에서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따라 한화로 약 8,600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할 수 있다.105) 농가의 이중 압박(double squeeze)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용
비용의 절감은 농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라도 비

105) 단비뉴스. 2020. 6. 4. “기준 이하 숙소면 캐나다선 고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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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는 의미가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최소한의 주거라는 것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려야 하는 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숙소거주 여부를, 사업주가 아닌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인
권보호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한 후 미등록 외국인이 되
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5.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필요
2.5.1.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단속정책과 자진 출국 유도 정책 마련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은 국경관리, 단속, 합법화, 자진 출국, 귀환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던
2003년을 전후하여 체류 기간 3년 미만자에 한한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제
외하면 불법체류 관리 정책은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단속 정책과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를 막기에 역부족
이었다. 농업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만으로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농업부문에 한해 말하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
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에 앞서, 농업부문의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전체 인
력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제도권에서 허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전환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공급을 낮추는 방법, 즉 불법체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경관리, 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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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집단의 특징에 따라 단속정책,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 외국인으로 국내에 입국
하고, 국내에 머무르는 것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경제·사회적 이득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이득을 낮출 수 있도록 단속과
자진 출국 정책이 집단의 특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5.2. 합법화와 귀환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더불어 그간의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합법화와 귀환지원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하다. 합법화는 불법체류 관리 방식 중 하나이지만, 찬반 논쟁이 팽팽하고 부정
적 효과를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이민정책
의 불완전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불법체류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허가
제 등에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에 한해 구제 기회 마련 측면에서 고
려해 볼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등의 취업이민정책의 불합리성이
해결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제도의 개편이나 현행 제도의 전환 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그 대상자에 있어 처음부터 불법 입국한 사람
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정부의 국경관리, 단속 정책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
는 것이 필요하다(이창원 외 2018). 합법화의 찬반 논란을 떠나서, 만약 합법화를
보완적으로 시행한다면, 합법화 대상과 절차, 합법화 내용, 합법화 대상 직종, 합
법화 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각 산업의 특수성과
미등록 외국인의 불법체류 입국 경로, 불법체류 이유 등, 미등록 외국인의 집단별
특징에 따라 그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이창원 외
(2018) 연구에서는 국내 이민정책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상황에 처
하게 된 외국인 중, 국내 경제 기여 측면에서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
제적 합법화, 인도적 목적의 합법화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합법화는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농어업 등,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 취업자에게 해당 산업 종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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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예외적으로 일회성 합법화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 경우 현재의 고용허가
제 등의 정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전제를 두었다.
귀환지원은 자진 출국 정책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하
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비전문취
업(E-9)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4장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거주나 취업을 할 수 있
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비호신청자 중에서 수용국 정부의 결정이 내
려지기 전에 본국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관련 당국에 적
발되지 않은 외국인과 비호신청거부자 중 출국명령을 받지 않은 외국인, 퇴거 절
차에 있는 외국인 중 강제퇴거 되기 전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이다(최서리 외
2014; Black et al. 2011) 귀환지원 프로그램은 미등록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
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 측면에서, 그리고 귀환지원 프로그램이 합법적 체류 자격
을 지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귀환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창원 외(2018)
연구에서는 모든 미등록 외국인이 아닌, 연구에서 제시된 합법화 대상 외국인(고
용허가제 등 취업이민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불법체류에 높이게 된 외국인과
장기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환지원 대상자를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은 다양하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정책들을 대상자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미등
록 외국인 안에서도 불법체류에 놓이게 된 원인과 이동 경로, 한국 사회와의 적응
정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여러 집단 층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집단에
따라 국경관리, 단속, 합법화, 자진 출국, 귀환지원 등의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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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조사 대상 농가 선정과 면접조사 분석 결과

4월 28일~5월 5일까지 면접조사 대상 농가 선정을 위한 KREI 현지통신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20년 4월 28일
KREI 현지통신원 의견 조사
코로나 발생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지난 1년간, 지역 내 농가 또는 선생님 농가에서 농번기철에 노임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
예) 사설인력회사를 통해서 고용하였다.
마을사람을 통해서 고용하였다.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차로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고용하였다.
밭떼기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2. 지역 내 농가 또는 선생님 농가에서 농번기철에 노임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 중,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 농사일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예) 사설인력회사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다.
마을사람을 통해서 고용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차로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고용하고 있다.
2. 코로나 발생 이후, 노임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 중,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증가, 감소 또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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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60농가 중, 지역과 품목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30농가를 선정
함. 30농가를 선정한 후, 특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를 조사할 수 있는 9농
가를 선정함.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 일정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면접에
응한 농가는 아래와 같음.

1) 면접조사 개요
지역
A지역 농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면접월

시설버섯

인력소개소

2020년 8월

B지역 농가

노지채소

인력소개소(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 시설원예 농가
에 고용허가제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2020년 8월

C지역 농가

시설원예

농작업팀

2020년 8월

D지역 농가

시설과채

농가가 직접 고용

2020년 5월

E지역 농가

시설버섯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외국인근로자

2020년 5월

F지역농가

과수

인력소개소(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

2020년 5월

G지역 농가
H지역 농가

전라도

품목

채소(종자) 인력소개소(외국인근로자 운영)
과수

인력소개소(외국인근로자 운영)

2020년 5월
2020년 7월

I지역 농가

특용

인력소개소(중소규모, 장기)

2020년 5월

J지역 농가

채소

특정 품목 인력소개소

2020년 5월

인력소개소

작물재배업 인력 알선·소개

2020년 O월

주: 면접 일자를 서술하지 않은 이유는 면접조사를 실시한 농가들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하고 있기 때
문에 특정 농가가 지칭될 경우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의 서술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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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농
가

일
반
사
항

충청도 E농가

현재 고용상황:
∙ 하우스 채소: 외국
인 2~4명 고용, 6
개월 연속 고용함.
∙ 하우스 버섯: 규모
가 크지 않아 필요
고용 할 때 고용. 주변
변천
하우스 버섯 농가
과정과
인원 는 약 5천 평 규모
에 10명(외국인)
정도 고용함.
∙ 다품목 노지작물,
하우스: 농번기철
30명 고용

∙ 초창기(2010년):
미등록 외국인 2인
으로 시작 (주변 지인
소개), 이탈문제로
고용허가제로 바꿈.
∙ 그 이후: 고용허가제
통한 외국인근로자 6
인 고용, 이탈자 3~4
명(공장으로 갔음)
∙ 5년 후: 다문화 이주
여성 소개 통한 미등
록 외국인 직접 고용
∙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
자 자국 지인 소개,
12인 직접 고용(상
용), 성수기 때(7~8
월): 현재 근무 미등
록 외국인근로자가
가족 소개(관광비자
만료 전 출국, 가는
비행기 표 농가가 지
불), 소규모인력소
개소에서 10인 임
시고용
∙ 처음에 내국인 여성
고용: 손자녀 돌봄
으로 3~4년 동안 모
두 관둠. 주변 농가
통해 고용허가제를
앎.
∙ 고용허가제 통한 외
국인근로자 12명
고용, 내국인 8명
(가족)
∙ 고용허가제 신규배
정이 아니라 사업장
이동으로 옴
∙ 신규배정을 거의 받
지 못함(시설이 크
면 점수를 잘 받지
못함).
∙ 사업장 이동 외국인
근로자 못 구하면 일
용 근로자 고용

∙ 하우스 채소
∙ 하우스 버섯
품목 ∙ 다품목 노지작물, ∙ 하우스작물(수박, ∙ 하우스작물(시설
버섯(새송이))
영농
규모 하우스(감자, 양파, 방울토마토, 상추)
총 40동
땅콩, 단호박, 기
장, 시설채소)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부표 1-1> 농가 및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2) 면접조사 분석

경상도 G농가

∙ 지역 내 인력에 집중
해서 서술
∙ 초창기(2014년):
다문화 이주여성(중
국, 베트남) 소개
∙ 현재: ①다문화이주
여성농작업팀, ②인
력소개업 규모화
(60~70%), ③계절
근로자제, ④농가단
위로 직접 고용
∙ 스마트폰 보급→농
가에서 잘하는 외국
인 팀과 직접 흥정
(인력소개소를 통하
지 않으므로 양쪽 임
금협상 이득)

∙ 초창기(2000년):
인력소개소 통해
고용: 중국
∙ 현재:
① 인력소개소,
② 내국인 농작업팀
(시내(대도시)에만
있음) 외국인
③ 농작업팀(몽골팀,
태국팀) 고용
④ 몽골팀은 인력소
개소에 속함, 태국팀
은 독립적
⑤ 다문화이주여성
농작업팀
∙ 산재발생 염려 등으로
기계작업은 인력소개
소, 일반 농작업은 외
국인 농작업팀 고용
∙ 내국인력 고용 용이
는 대도시가 인근에
있음.
∙ 외국인 농작업팀
15~16명 고용
(부를 때)

∙ 포도(1000평),
∙ 양파(종자)
벼농사, 곶감(8동)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적과: 50명
봉지씌우기: 100명

∙ 초창기(2010년):
베트남, 태국 근로
자들
∙ 그 이후: 태국,
러시아
∙ 현재: 작년(2019년)
기준 인력소개소 통
해 러시아 여성 20
명 10일간 고용

∙ 복숭아, 자두

경상도 H농가

전라도 J농가

∙ 20여년 전: 내국인
상시인력 2인(운전
기사 겸 현장관리
자)+ 일용직 내국인
∙ 2007년: 미등록 상
시외국인(조선족)+
일용내국인(70대
여성)
∙ 2010년 고용허가제
통한 외국인근로자
(5인)+일용내국인
(70대 여성) 10인
∙ 2015년: 인력소개
소 통한 일용근로자
고용(모두 외국인),
평균: 10명, 수확시
기:100명
∙ 인력소개소는 작업장
근처 농가 소개

∙ 농작업품목:
작물재배업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초창기(2010년):
농작업팀 운영:
팀원은 다른 인력소
개소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받음.
∙ 2012년: 다른 인력
소개소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매
우 낮음→작업시간
∙ 지역 내 양파품목 고 중 2~3시간 교육
용인원: 미등록외국인 직접 외국인근로자
2,000명(’18년)
고용, 4명으로 시
작, 8농가와 거래
∙ 현재: 15명 고용 중
(태국인), 16~17농
가 거래(고정적 거래)
∙ 광역단위까지
이동함.
∙ 근처 인력사무소와
연계하지 않음(각
군마다 근로시간, 임
금체계가 다 다름).

∙ 인삼, 약 10만평(현
∙ 양파
재는감소), 20년경력

전라도 I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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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H농가

∙ 하우스: 연중고용
∙ 연중고용, 일시고용
고용 (6개월 정도)
∙ 연중고용
(성수기)
시기 ∙ 노지작물: 정식,
수확기
5~6월, 9월(포도)

∙ 여자: 7만 원
∙ 남자: 10~12만 원
∙ 내외국인 임금 차이:
예전에는 3만 원 차
이, 지금은 차이 거
의 없음. 외국인 남
자 경우 현재 샤인머
스켓 경우, 12만 원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현
금 지급

6~7월(양파 채종)

전라도 J농가

∙ 6시~5시30분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5월 초~5월 말: 적과
5월 말~6월 초: 봉지
씌우기
∙ 4월부터 시작, 일용 ∙ 4~6월,
6월 말~7월: 자두 수확 근로자 고용
9~10월
8월~9월 초: 복숭아
수확

∙ 연중고용
∙ 비수기: 12월 중 순~
1월말(그러나 이때
도 일감이 있음, 봄
에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작업)
∙ 일한 만큼 임금 지급
하기 때문에, 일이
아예 없으면 임금 지
급을 못함. 이때는
가불을 해줌.

∙ 월급지급: 반장 3명,
270만 원+숙박비
(월세) 지불해 줌.
∙ 그 외: 일당지급
남:10만 원
(3년 이상)
9만 5천 원(3년 이하)
여:7만 5천 원
∙ 양파: 일반적 8~9만
∙ 숙련도 차이에 따른
원, 올해 10만 원
임금 지급, 농가가
∙ 내외국인 차별 없음.
근로자를 선택함.
수수료: 남:1만 5천 원
여:1만 3천 원
초과근무수당 수수료
없음.
외국인근로자에게
받은 임금, 수수료액
모두 공개함.

∙ 7시~5시 30분 또는
∙ 7시~5시 30분
6시
∙ 필요시 추가근무
∙ 필요시 추가근무

전라도 I농가

∙ 2007년: 월 60만 원
+숙박제공
∙ 2010년: 월180만
∙ 작년(2019년):
원+4대보험,매년
∙ 평소: 8만 원
9만 원
10만 원+α 인상, 최
∙ 올해:10만 원
∙ 올해(2020년):
종 250만 원 지급+
∙ 바쁠 때: 12~13만 원 9만 5천 원
숙박제공
∙ 최대 16만 원
∙ 시간외근무: 시간당
∙ 현재: 7만 5천 원~9
1만 원
만 원, 추가 근무시
시간당 만 원 지급
∙ 내외국인 차별 없음.

∙ 외국인반장: 180만
원(평균), 250만 원
(성수기)
∙ 외국인 일반근로자:
∙ 외국인: 170~
150만 원(평균)
∙ 초과근무수당은
180만 원
협의하에 시간당 ∙ 내국인:170~180
만 원+교통비보조
7천 원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현
금으로 반장에게 지
급(반장은 시간당
만 원 지급)

경상도 G농가

∙ 하우스채소: 160
만 원, 숙식 제공,
농한기에는 일한
날짜 계산해서 지
급(일당으로 줌)
∙ 노지작물:
임금 여: 85천 원
남:105천 원
작년(2019)과 올
해(2020) 임금 차
이는 5천 원
∙ 시간외근무: 시간
당 1만 원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 8~9시간 근무(점심
∙ 7시~5시
∙ 8시~6시 30분
∙ 7시~5시 30분 또는 몽골사람: 추가근무를
1시간 제외, 휴게시
∙ 필요시 추가근무, 그
∙ 7시~5시
6시
안 함.
간)
∙ 필요시 추가근무
러나 최대 9시까지
∙ 필요시 추가근무(추
∙ 필요시 추가근무 태국사람: 필요시
만
가근무수당 지급)
추가근무

충청도 E농가

근로 ∙ 6시~5시 30분
시간 ∙ 필요시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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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경상도 G농가

경상도 H농가

전라도 I농가

전라도 J농가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내국인력 고령화
∙ 내국인은 8시~5시
∙ 자기생계 해결하기
까지만 일하고 일을
위한 강제적 규모 확
하지 않음.
∙ 내국인력의 고령화
∙ 내국인력 고령화(대
∙ 현재 미등록 외국인과
대와 소득 높은 작목
(80세 여성들 많음)
부분 60~70대 여성)
함께 일하는 형태로
으로의 쏠림현상→
∙ 내국인력 고령화, 손
∙ 30대~50대 고용했 ∙ 내국인력의 고령화,
6시~5시 30분까지
외국인력 의존도 높 ∙ 내국인 농작업팀만 ∙ 내국인력으로 충분
자녀돌봄으로 농업
으나, 타직종으로 내국인력 자체를 찾
으로 인력 부족
하지 않음. 외국인
근무이므로, 내국인
임.
에서 일하시지 않음.
이직(낮은 직업의 을 수 없음.
∙ 귀농인의 경우, 소득
을 고용할 수밖에
고용하지 않지만,
장래성), 짧은 기간
이 낮아 유입이 거의
없음.
내국인 고령 여성은
만 근무
없고, 유입이 있는
알선·소개하기도
품목(샤인머스켓,
함(내국인은 수수료
딸기)은 승계농임.
받지 않음).

충청도 E농가

∙ 태국
20~40대, 대부분
∙ 네팔사람만 고용
20~30대임.
관광비자로 입국

∙ 러시아

∙ 조선족→파키스탄
(합법)→태국

∙ 태국
30~40대

∙ 사설인력소개소
∙ 초기: 다른인력소개
∙ 지역 내 사설인력소 ∙ 근처 농가에서 고용
소에 속한 미등록 외
∙ 외국인 농작업팀(태
개소
하는 외국인근로자 ∙ 사설인력소개소(전 국인근로자
국) 지인이 소개해
∙ 지역 내 거주 외국인 를 알선·소개받음. 화로만)
∙ 현재: 고용하고 있
줌.
들이 접근하기도 함. ∙ 후자를 선호(고용비
는 미등록 외국인근
용↓)
로자가 지인 소개

∙ 다양했으나, 최근에
∙ 태국, 몽골
는 베트남, 태국

∙ 사설인력소개소
∙ 근처 대규모 시설 ∙ 초기: 다른 농가 지 ∙ 워크넷으로 고용(고
작물 외국인 고용 인 통해 고용
용허가제 사업장 이
고용 농가가 인력 파견 ∙ 최근: 다문화 이주여 동 외국인근로자)
∙ 사설인력소개소
경로 (임금은 농가에게 성 소개, 근무하고 ∙ 대부분 고추, 대파,
줌) : 해당 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시금치, 노지채소로
부터 옴.
2~3 농가가 하고 이 지인 소개
있음.

출신국 ∙ 베트남, 태국

∙ 없음.
- 내국인 여성 경우,
∙ 없음.
∙ 없음.
∙ 없음.
손자녀 돌봄으로
외국
∙ 대체개념이 아님. - 내국인력 충분하지
∙ 없음.
∙ 없음.
- 내국인의 고령화
- 내국인 40~50대 남
일을 하지 않음. ∙ 없음.
인근 내국인 ∙ 없음.
- 내국인 농작업팀만 않고 대부분 고령인
- 젊은 사람들은 실업
- 젊은 사람은 짧은 기
성 고용했었는데, 일
- 고령인력이 최저임 - 귀농인도 거의 승계
로자 으로 - 내국인의 고령화 심각
으로 인력 소화 못함. 력(70대)
급여 또는 퇴직금 받
약속 준수하지 않음.
간만 근무(소수), 대
- 고령인력이 최저임 금 만큼의 생산성 농이라서 고용인력
고용 대체 심각
- 동네에는 일할 사람 - 내국인력으로 충분
을 수 있는 기간만
- 내국인 여성은 70대
이 되지 않음.
부분은 고령자
금 만큼의 생산성 없음.
관련 가능성
이 아예 없음.
근무함.
하지 않아서 외국인
대다수(고령자)
없음
- 젊은 사람은 실업급
력 고용
여 받을 수 있는 기
간만 근무함.

∙ 내국인 공고 내면,
온다고 하는 사람들
에 대한 신분 안전
고용 ∙ 내국인력 고령화 염려(외국인근로자
이유 (대부분 70대)
가 있어서)
∙ 일할 사람은 아예 오
지 않음(제조업, 서
비스업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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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용 ∙ 2010년
시기

경상도 H농가

∙ 2010년

∙ 2007년 이전 중국
인(조선족)고용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본격적 시작:
2012년

∙ 원룸, 빌라 얻어주
고 보증금 내줌. 월
세는 외국인근로자
가 부담
∙ 식비: 외국인근로자
부담

∙ 1년 이상 외국인력 ∙ 농작업팀 운영시 인
을 고용할 수 없는 력의 안정적 공급
상황에서 유일한 인 ∙ 오랫동안 같이 일해
서 일 속도가 맞음.
력 공급 방법임.

전라도 J농가

∙ 임금을 농가와 미등
록 외국인에게 모두
공개, 수수료는 고
∙ 인력소개소에서
∙ 지역 형성 임금을 인 용 미등록 외국인에
정함.
력소개소에서 제시 게 모두 공개함.
∙ 반장 또는 사장에게
∙ 임금은 주급으로 현
함.
지급
금으로 지급
∙ 농가가 임금에 맞춰
근로자 선택

∙ 외국인 농작업팀:숙
련도 없으나 성실함.
∙ 고용허가제 외국인 ∙ 숙련 농작업(줄베기
3일 지나면 배움. ∙ 숙련도 있는 작업은
근로자: 숙련도 생 등)은 내국인이 함. ∙ 숙련도 매우 높음.
∙ 반장이 운전함.
교육 필요
∙ 운전도 함
기는 기간: 1년
∙ 인력소개소: 1/3 못
하는 사람 넣어서 팀

∙ 2010년 이전

∙ 비용 발생 없음.

∙ 필요시에만 고용, 그
러나 인력 수요 몰리
면 어려움.

전라도 I농가

∙ 비용 발생 없음.
∙ 고용허가제: 숙식제공
∙ 비용 발생 없음.
점심도 외국인근로
∙ 현재: 비용 발생 안 함.
자가 지참해 옴.

∙ 인력소개소보다 임
∙ 필요할 때 구하기
금이 저렴, 임금 협
쉬움.
상 가능

경상도 G농가

∙ 월급: 농가에서 제
∙ 근로시간 관련 임금
시, 농한기 때는
지급에서갈등많았음.
∙ 갈등해결:외국인 반
일한 날짜만 일당
∙ 외국인(태국)농작업
∙ 월급은 제시, 추가근 장, 부반장이 근로
임금 으로 지급
팀 반장과 협상
∙ 인력소개소에서
협상과 ∙ 인력소개소 외국 무수당은 근로자와 시간 관리 & 갈등 중 ∙ 인력소개소에서 정
∙ 반장에게 지급
지급 인력:인력소개소 협의, 성수기 때 보 재(1년 걸림)
함(인력 부족해서)
정함.
∙
내국인
농작업팀:
반
방법 에서 정함.
∙ 추가근무도 하고 싶
너스 지급
장이 정함. (협상X)
∙ 농가에서 보내는
은 사람만 하고, 하
외국인력: 농가와
고 싶은 사람 많으면
협상
순차적으로 조정

∙ 내국인근로자(가족)
∙ 숙련도 농가에게 맞 일과 외국인근로자
게 매우 높음.
일 구분됨.
농작업 ∙ 숙련도 있는 작업 ∙ 숙련도 생기는 기간: ∙ 숙련도만 따지면 내 ∙ 숙련도 높음.
숙련도 은 교육 필요
3개월 정도면 되고, 국인 숙련도가 낮음 ∙ 운전도 함.
1년 되면 숙달
(내국인근로자고령화)
∙ 농기계 다룸.
∙ 외국인근로자 숙련
기간: 2년

∙ 2014년

∙ 2010년

숙식비

∙ 2014년

∙ 숙박비용 농가 부담 ∙ 숙박: 숙박료 공제
(숙박시설 신축)
(숙박시설 신축)
∙ 식비: 쌀 제공(농가), → 농가빈집: 안전 ∙ 비용 발생 없음.
다른 식재료는 마트 문제, 아파트: 주인
차가 옴.
이 임대주지 않음.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 노동비용 감소
∙ 내국인근로자에 비
∙ 3명 단위 팀운영으
해 외국인근로자 생
로 인력소개소 인력
산성 좋음.
보다 숙련도 높음.

충청도 E농가

현재
고용
경로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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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농가
지역 와
외국
인력
실태

경상도 H농가

전라도 I농가

전라도 J농가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100%

∙ 100%

∙ 100%

100%
∙ 제도 통한 고용과 미
등록 고용 비율=1:9

∙ 3~4년 전부터
∙ 10년 전부터 있었고, ∙ 최저시급 상승 후, ∙ 2014년부터 있었
∙ 3~4년 전부터(19년
∙ 10년 전부터 있었음 ∙ 5년 전부터 많아짐. ∙ 10년 전부터 있었음.
∙ 7년 전
급증은 4~5년 전부터 미등록 외국인 더 많 음
에 매우 급증함)
아짐.

∙ 100%

외국
인력
급증
시기

∙ 100%

∙ 100%
∙ 제도 통한 고용과 미 ∙ 100%
등록 고용 비율=1:9

∙ 1년내 농작업 다 함
(4~6월 양파 수확,
∙ 연중고용
9~10월 양파 심기,
중간: 농약, 풀뽑기)

외국
인력 ∙ 100%
고용
농가

해당 인터뷰 지역: 복
숭아: 4~9월, 양파, 대
∙ 4월~11월
파: 10~11월,
B지역: 11~12월
C지역: 1~3월

∙ 작물재배업

∙ 연중고용, 일시고용
(6개월만 인력 필
요: 단일작목, 소규 ∙ 호박: 3월~10월
모 하우스 & 일용고
용: 과수, 노지채소)

∙ 포도: 5~6월, 9월
∙ 감, 사과: 10월 중 ∙ 마늘: 5~6월
순~11월 대규모 고용 ∙ 양파: 5~7월,
∙ 복숭아: 6월 말~10 9~10월
월초

∙ 복숭아, 양파, 대파
(해당 인터뷰 지역)
∙ 양파, 마늘, 고구마,
∙ 포도, 감, 사과, 봉숭 ∙ 양파, 마늘, 고추, 하 →B지역 곶감(11∙ 양파에 한정해서
인삼 등
아, 벼, 축산
우스
설명
12월)→C지역
∙ 단순작업 많음.
(1-3월 하우스 채
소): 지역 순환함.

∙ 시설작물: 최소 6
주
개월 이상 고용
고용
∙ 노지작물: 4~5월,
시기
9~11월

∙ 하우스작물(채소,
고용
하우스(수박, 토마토) 호박, 딸기, 버섯
버섯 등)
품목
∙ 노지작물

∙ 고용허가제 초기: 의
사소통 어려움, 임
∙ 만족함: 안정적으로
금상승 요구, 나중 ∙ 만족함: 외국인근로
장기 고용함, 외국인
에는 신뢰관계 형성 자 생산성 좋음.
근로자 생산성 좋음.
∙ 현재 체계: 일부러
작업 늦춤.

고용
체계
만족도

경상도 G농가

∙ 만족함:
∙ 외국인근로자가 이
∙ 만족함: 외국인근로
∙ 만족함: 외국인 농작
미 본인 농가 상황을 ∙ 만족함:현재는 노무
자 생산성 좋음.
업팀 성실함, 그러
다 알고 와서 합의된 관리 체계가 잡혀 있
∙ 그러나, 노지채소 농
나 언제 미등록 사실
상태로 옴. 이탈이 어 관리하기 편함
가의 경우 인력 보내
외국인근로자 생산
이 발각될지 몰라 불
없음.
주지 않음(단기간
∙ 고용허가제 경우, 성 좋음
안정함.
고용).
12명 신청 시 1인만
배정받음.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근로
환경

충청도 E농가

∙ 보험 가입 가능하면,
가입함.
∙ 1시간 점심시간,
∙ 출산, 사망 등 긴급한
∙ 1달에 2일 휴게, ·원
∙ 일주일에 1일 오전, ∙ 보험 없음(사고 발생 ∙ 보험 없음(사고 발생 ∙ 보험 없음(사고 발생 1시간 휴게
∙ 보험 없음(사고 발생 사항은 보험 가입함.
하는 경우, 겨울에 2
∙ 보험 없음(사고 발생 시 문제).
∙ 상해, 질병 관련 보험
또는 오후에 쉼.
시 문제).
시 문제).
시 문제).
개월 무급휴가(왕복
시 문제).
은 가입할 수 없음.
비행기표는 농가가
지불)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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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

충청도 E농가

경상도 G농가

∙ 베트남, 태국, 중국 ∙ 몽골, 태국, 중국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전라도 I농가

∙ 베트남, 태국, 러시 ∙ 중국,몽골→필리핀
아, 중국
→베트남→태국

경상도 H농가

전라도 J농가

∙ 중국, 태국, 베트남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근로
시간

8~9시간 근무

∙ 7시~5시 30분 또는
∙ 7시~5시
6시

∙ 하우스직접고용:
∙ 소규모 농가: 130만
130~150만 원
원(최저임금 지급) ∙ 여자: 7만 원
∙ 인력소개소:
→ 일주일에 3일만 ∙ 남자: 10~12만 원
외국인 ∙ 하우스직접고용:
∙ 10~12만 원
여: 8만 5천 원
임금 160~200만 원
노동력 활용(이 경 (성별 구분이 아니
남: 9만 원
우는 숙박비 공제 라 일의 강도임)
(성별 구분이 아니
함)
라 일의 강도임)

∙ 7시~5시

∙ 7시~5시 30분 또는
∙ 7시~5시 30분 또는
6시
∙ 6시~4시 30분
∙ 점심 1시간, 1시간 6시
휴게

∙ 지역마다, 농가마다
∙ 12만 원(마늘,양파,
∙ 양파: 일반적 8~9만 다 다름
∙ 9만 원~9만 5천 원 고구마 수확시기 겹
원, 올해 10만 원 ∙ 하우스직접고용:
칠 때)
100~150만 원

∙ 근처 농가에서 고용
하는 외국인근로자
∙ 근처 농가에서 고
∙ 다문화 이주여성 자
를 알선·소개
용하는 외국인근
∙ 대도시(서울)지역
국 내 지인 소개
∙ 사설인력소개소
로자를 알선·소
브로커(다문화 이주
- 수수료: 미등록 외
- 사설인력소개소 인
개
∙ 사설인력소개소
∙ 사설인력소개소
여성)를 통한 소개
국인을 고용하는
∙ 대도시(서울)지역
원은 서울 외국인
∙ 브로커 소개일 경우,
∙ 감 시기: 한국사람이 ∙ 외국인 농작업팀 ∙ 사설인력소개소
∙ 사설인력소개소
∙ 다문화 이주여성 소 인력소개소 또는
외국인 브로커(다문화이 인당 30만 원(미등 밀집 OO지역에서 해당국(중국)에서 ∙ 외국인 농작업팀 소 ∙ 외국인 농작업팀 ∙ 근처 농가에서 고용 개(농가 직접 고용) 농가가 20만 원 지
고용 주여성)를 통한
모집해서 옴.
록 외국인이 지급),
대규모로 모집(인 개(농가직접고용) ∙ 다문화 이주여성 농 하는 외국인근로자 ∙ 다문화 이주여성 가 불(3개월 보장, 3
경로 상용직 소개
- 사설인력소개소 사
족들 주변 농가에서 개월 내로 이탈하
를 알선·소개
10만 원(농가가 지
원: 최하 3000명) ∙ 다문화 이주여성 농 작업팀
∙ 사설인력소개소
장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기간 지킴) 면 새로운 외국인
작업팀
급)→브로커 수수
∙ 미등록 외국인이
간의 커뮤니티 형성
료: 인당 40만 원
근로자 소개해줌)
위탁영농하기도
되어 있음.
∙ 미등록 외국인근로
- 광역단위도 소개
함.(농업경영체
자가 국내 거주 또는
해줌.
등록은 한국인)
자국 내 거주 지인
소개

∙ 우즈베키스탄, 몽
골, 중앙아시아:
출신국 주로 남성
∙ 다양(태국 많음)
∙ 태국, 베트남: 남성,
여성 모두 많음.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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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명(그러나
여전히 인력 부족
임. 지역 내 하우스
농가 일손부족 해결
하려면 추가로 40
명/일 필요)

∙ 요즘:태국

개소당
외국인
∙ 평균 40명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 태국, 베트남
출신
국가

추정
내·외 개소
국인
근로
자
인력
소개
소
사무실
형태

시작
시기

경상도 G농가

∙ 2002년

∙ 2000년 이전

∙ 사설인력소개소: 관
광비자 체류 기간 거
주 후 출국↔재입국
∙ 농가에서 계약 시, 1 ∙ 장기체류
달 동안 20일 근무
보장, 잘하면 2~3주
다른 지역 농가 소개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전라도 I농가

전라도 J농가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외국인력소개소:중
국 사람들 올 때부터
시작됨.

∙ 중국, 태국, 베트남

∙ 20명 정도

∙ 베트남, 중국, 몽골, ∙ 베트남, 태국, 중국,
∙ 태국 많음.
러시아
러시아

∙ 대규모인력소개소는
보통 80명
∙ 최대 200~300명
∙ 10~20명
∙ 외국인농작업팀:
14~16명

∙ 10~20명

∙ 태국, 중국, 말레이시
아, 이집트, 우즈벡, ∙ 중국, 태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몽골

∙ 보통: 20~30명
∙ 최대 200명

∙ 대규모인력소개소:
사무실 형태
∙ 사무소 형태도 있고
∙ 사무소 형태 갖춘 곳 ∙ 외국인 농작업팀:전
∙ 사무소 형태
∙ 인력소개소이나, 전 ∙ 사무소 형태 갖춘 곳
전화로만 운영하기
∙ 개인 농가는 전화로만 화로만 운영함.
많음
화로만
많음.
도 함.
∙ 내국인 농작업팀:전
화로만

∙ 외국인력소개소: 면
당 5~7개소(20명
∙ 군 지역당 10개
이상인 곳)
∙ 내국인력농작업팀: 이상
마을당 4~5팀(함평
나주, 영암, 목포)

∙ 2000년 이전

∙ 사설인력소개소: 장 ∙ 사설인력소개소:
기체류
5~10년
∙ 장기체류자(대부분
∙ 농가고용외국인: 장 ∙ 다문화이주여성 가 ∙ 대부분 장기체류자
3년 거주자임)
기체류이나 상황에 족: 체류 기간만 거
따라 다름.
주 후 출국↔재입국

경상도 H농가

∙ 2010년 당시, 해당
∙ 매우 많음.
면에 내국인 운영 인
∙ 지역 내에서 하지 않
력소개소 5개소
∙ 외국인력 농작업팀: ∙ 외국인력소개소:
고, 서울에 있는 인 ∙ 면 단위당 최소 1개소 ∙ 현재: 해당 면에 내
15개 팀
20~30개소
국인 운영 인력소개
력소개소에서 외국
서 더 많음, 외국인
인근로자 보냄.
농작업팀 4~5팀

∙ 오래되었음.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충청도 E농가

∙ 상용근로자: 장기체류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장기체류자
관광비자 만료 전 출
국 또는 장기체류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계속)

204

∙ 주변 축산농가:미등
록 외국인근로자 20
년 고용, 출국 후, 자
국 거주 아들 다시
농가로 다시 소개

∙ 관광비자, 타 비자
사업장 이탈

∙ 장기간 체류

외국인
근로자
모집
경로

비자
종류

체류
기간

사장,
관리자,
현장
반장

∙ 외국인: 20~40대

연령대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 외국인:20~50대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전라도 J농가
∙ 내국인:70~80대
여성
∙ 외국인:20~30대

∙ 내국인: 60대~70대
∙ 내국인:60~70대 ∙ 내국인:70~80대
(도시거주여성)
(인접 시거주 여성) 여성
∙ 외국인: 30대(남녀
∙ 외국인: 20-40대 ∙ 외국인: 30대
비율비슷)

경상도 H농가

전라도 I농가

경상도 G농가

∙ 20~40대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장기간 체류

∙ 인력소개소 등:
5~10년 체류
∙ 다문화 이주여성 가 ∙ 장기간 체류
족: 3개월 체류 후
귀국↔재입국

∙ 관광비자

내국인운영인력소개소:
∙ 사장:내국인
∙ 사장: 내국인
∙ 현장반장:외국인
∙ 관리자&반장: 내국
∙ 사장: 내국인
∙ 사장: 내국인
외국인 인력소개소:
외국인 농작업팀:
인 1인
∙ 관리자& 현장반장: ∙ 관리자: 내국인
∙ 사장: 내국인
∙ 사장&관리자&현장
- 10인 1개조라 할
외국인(의사소통 ∙ 현장반장: 외국인 ∙ 관리자 및 현장반장:
반장: 외국인
때, 내국인 1인 현
(의사소통 가능)
내국인
가능)
내국인 농작업팀:
장반장
∙ 현장반장: 30대 내
국인(운전겸)

∙ 장기간 체류

∙ 인력소개소: 장기간
체류 & 2개월 체류
∙ 장기간 체류, 짧은
∙ 장기간 체류
후 귀국↔재입국
사람이 2~3년
∙ 다문화 이주여성 농
작업팀: 장기체류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
∙ 사장&관리자: 내국인
(외국인력을 관리함)
∙ 현장반장: 외국인
단기체류형 인력소개소
∙ 사장&관리자: 내국
인(인력 모집만, 관
리하지 않음)
다문화 이주여성 농작업팀
∙ 사장&관리자&현장
반장: 다문화 이주여성

∙ 관광비자

∙ 관광비자, 고용허가 ∙ 관광비자, 타 비자
∙ 관광비자
제 이탈자
사업장 이탈자

∙ 대규모 인력소개소:
∙ 미등록 외국인이 본
한국사람이 해당국에
∙ 한국 체류 외국인이 국 귀환하게 되면,
서 대규모로 모집함. ∙ 외국인근로자가 다
∙ 다문화가정 이주민 자국민 모집, 숙박 지인 소개(지속적
∙ 서울 인력사무소: 사 ∙ 농가 직접: 브로커 른 용역회사에 있는
여성이 모집
은 농촌 내 구형 모 인력 공급 가능)
∙ 다문화 이주여성
업장이탈등의미등록 또는 다문화 이주여 친구 모집
∙ 한국 체류 외국인이 텔
∙ 지인에게 수수료 받
외국인근로자 활용 성을 통해 외국인력 ∙ 외국인근로자가 자
∙ 다문화 이주여성 자 지 않음.
자국민 모집
농가에서 직접 모집 국에 있는 지인 모집
∙ 다문화가정 이주여
국민 소개
∙ 다문화 이주여성 농
성 자국민 소개
작업팀: 고향친구 모집

충청도 E농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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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작업, 숙련
작업 모두 함
∙ 숙련작업 가능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경상도 H농가

전라도 I농가

전라도 J농가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외국인 농작업팀:
∙ 대부분 단순작업 ∙ 숙련작업 가능
∙ 처음:숙련도 없음 ∙ 단순작업, 숙련작업
∙ 단순작업, 숙련작업
∙ 팀당 1~2인 숙련자 ∙ 팀당 1~2인 숙련자
그러나, 정확하고 모두 함
모두 함.
배치
배치
성실함

경상도 G농가

외국인 ∙ 갈등 발생 시, 외 ∙ 갈등 발생 시, 외국 ∙ 갈등 발생 시, 외국
근로자 국인근로자 자국 인근로자 자국민 네 인근로자 자국민 네
갈등
트워크 통해 이동
발생 민 네트워크 통해 트워크 통해 이동
(이탈)
(이탈)
이동(이탈)
시

∙ 갈등 발생 시, 외국
인근로자 자국민 네
트워크 통해 이동
(이탈)
∙ 거의 임금 문제임.

∙ 갈등 발생 시, 외국 ∙ 갈등 발생 시, 외국
인근로자 자국민 네 인근로자 자국민 네
트워크 통해 이동
트워크 통해 이동
(이탈)
(이탈)
∙ 거의 임금 문제임. ∙ 거의 임금 문제임.

대규모 인력소개소:
∙ 일 없으면 쉼(임금
지급X).
∙ 외국인들 스스로 일 ∙ 해당지역의 인력소 ∙ 농작업 없으면 쉼(임 ∙ 겨울에 잠시 쉬지만
∙ 포도농가 경우, 2개
거리를 찾아 옮겨다 개소(농작업팀)는 금 지급X).
거의 일거리 있음.
∙ 겨울에 잠시 쉬지만
월 근무 후 본국 귀
녀야 함.
지역 간 농작업을 연 ∙ 계속 임금 지급 안 되 ∙ 계속 임금 지급 안 되
거의 일거리 있음.
국하므로 농한기 발
∙ 농가와 관계 좋은 외 결하여 이동하여 농 면, 외국인근로자 면, 외국인근로자
생 안 함.
국인농작업팀:품목 한기 발생하지 않음. 이탈
이탈
다른 농가가 연속근
무할 수 있도록 일거
리를 줌.

인력소개소:
∙ 소규모일 때는 농가
가 데리러 가거나 택
∙ 봉고차 운행(내국인
시 이용
∙ 인력소개소에서 데
∙ 인력소개소에서 데 ∙ 인력소개소 봉고차 ∙ 인력소개소 봉고차 이 운전)
∙ 농가가 데리러 감. ∙ 대규모이면, 인력소
∙ 지역일 멀면 농가가
려다 줌.
려다 줌.
(미니버스)
(미니버스)
개소에서 버스 운영
데리러 옴.
외국인 농작업팀:
농작업팀에서 봉고차
운영

충청도 E농가

∙ 농가 연중고용 외국
인력소개소:
∙ 농가 연중고용 외
∙ 포전 매매해서 본인 인근로자 임금 조정
국인근로자 임금
소개소 인력 활용해 (150만 원→100만
농한기
조정: 임금 낮게
때
서 임금 지급, 그러 원)
주거나 일한 날만
나 이 때 임금은 낮 ∙ 월급 불만: 외국인근
계산해서 임금 지급
로자 사업장 이동
음(4만 원).

작업
현장 ∙ 농가 또는 인력소
이동 개소에서데려다줌.
방법

숙련도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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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소개소에서
정함.

경상도 H농가

전라도 I농가

전라도 J농가

∙ 1만 원~2만 원

∙ 인력소개소에서
정함.

∙ 1만 원~2만 원

∙ 인력소개소: 인력소
∙ 인력소개소에서
개소에서 정함.
∙ 외국인농작업팀:농 정함.
가와 협상

∙ 1만 원

∙ 인력소개소에서
정함.

∙ 1만 원~2만 원

∙ 올해:10만 원
∙ 농번기:12만 원, 최 ∙ 9만 원
∙ 초과근무 1시간당 1 ∙ 양파: 일반적 8~9만
∙ 초과근무 1시간당 1
대 14만 원
만 원(수수료 없음) 원, 올해 10만 원
∙ 초과근무 1시간당 1 만 원
만원

경상도 G농가

∙ 인력소개소에서
정함.

지역 내 인력소개소:
∙ 1만 5천 원~
2만 5천 원
∙ 초과근무수당1만원~
1만 5천 원 기준,
수수료 50%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식비

인력소개소:
∙ 아침, 저녁: 외국인
근로자 부담
∙ 점심: 고용 농가에서
제공
농가고용: 외국인근
로자가 알아서

인력소개소:
∙ 아침, 저녁: 외국인
∙ 아침, 저녁: 외국인 근로자 부담
외국인 농작업팀:
∙ 점심: 고용 농가에서
근로자 부담
외국인근로자가 도시
∙ 점심: 고용 농가에서 제공
락 지참
제공
외국인 농작업팀:
외국인근로자가 도시
락 지참

인력소개소:
∙ 아침, 저녁: 외국인
∙ 아침, 저녁: 외국인 ∙ 아침, 저녁: 외국인
근로자 부담
∙ 점심: 고용 농가에서 근로자 부담
근로자 부담
∙ 점심: 고용 농가에서 ∙ 점심: 고용 농가에
제공
∙ 근처 농가 운영: 외 제공
서 제공
국인근로자는 도시
락 지참함

∙ 인력소개소: 소개
∙ 인력소개소: 외국인
∙ 인력소개소:외국인
소가 아파트, 빌 ∙ 인력소개소가 아파 ∙ 인력소개소가 숙박
∙ 인력소개소가 시골 근로자가 숙박시설
근로자가 숙박시설
라, 빈집, 원룸 등 트, 빌라, 빈집, 원룸 시설 구하고 숙박 비
빈집 구하거나 기존 구하고 숙박 비용 본 ∙ 외국인농작업팀:반 구하고 숙박 비용 본
∙ 인력소개소가 시골 ∙ 인력소개소:외국인
용 외국인근로자 지
을 구함. 임대료 등을 통째로 빌림.
장이 숙박시설 마련 인 부담
건물 리모델링, 외 인 부담
빈집 구하고, 외국 근로자가 숙박시설
는 외국인근로자 ∙ 숙박비: 매월 20만 불
숙박
국인근로자가 숙박 ∙ 외국인농작업팀:반 하고 외국인근로자 ∙ 농가에서 운영: 농가
원 외국인근로자가 ∙ 외국인근로자가 숙
인근로자가 숙박비 구하고 숙박 비용 본
가 지불
장이 숙박시설 마련 가 숙박 비용 본인 가 숙박시설을 알아
비용 부담
∙ 농가고용: 농가에 지불
박 알아서 구함.
용 부담
인 부담
∙ 농가직접고용 경우, 하고 외국인근로자 부담
봐 주고 외국인근로
서 숙박 제공, 숙 ∙ 농가의 경우, 숙박 ∙ 농가직접고용 경우,
농가가 숙소 신축
가 숙박 비용 본인
자가 숙박 비용 본인
농가가 숙소 마련
박료는 월급의 제공
부담
부담
8~10% 공제

∙ 인력소개소에서
정함.

수수료 ∙ 1만 원~3만 원

농가와
임금
협상

∙ 인력소개소: 2만 원
∙ 하우스농가에 소개:
∙ 하우스농가에 소개:
인당 40만 원(30만
인당 10만 원(외국 ∙ 2만 원
원-외국인근로자
인근로자가 지불)
지불, 10만 원-농
가지불)

∙ 여자: 7만 원
∙ 남자: 10~12만 원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임금

충청도 E농가

∙ 하우스농가 직접고
용: 130~150만 원
∙ 하우스농가:
∙ 인력소개소:
130~150만 원
여: 8만 5천 원
남: 9만 원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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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면접조사 결과.

∙ 외국인근로자 도
입 규모 너무 적
음.
∙ 외국인근로자 숙
∙ 농업부문 최저임금
련도 낮음.
차등 적용 필요
현재 농업인력 ∙ 농업부문 최저임
∙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체계 효율성 금 차등 적용 필요
근로자 도입 규모 너
∙ 외국인근로자 사
및 건의사항
무 적음(12인 신청
업자 이동 제한
때 1인 배정받음).
∙ 장기적으로는 기
계화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함.

∙ 현재고용허가제 근
로자 허용을 축산,
시설원예, 노지채
소·과수로 구분(각
품목 간 인력 이동
못하도록): 결국 임
금차이 때문에 사업
장 이탈 문제 지속
발생
∙ 농가경영주가 거의
60-70대, 노무 관
리자체가 어려움.
중재자(기관) 필요.
∙ 고용허가제 제출 서
류 포맷 및 절차 개
선 필요
∙ 숙박비용, 식사비용
은 원칙적으로 외국
인근로자가 모두 부
담해야 함.

∙ 과수 중심 지역이라
서 노지채소보다 고
용 기간이 길어 외국
인력 모집이 쉬움.
∙ 워킹홀리데이 비자
검토 필요
∙ 비닐하우스 농가의
∙ 체계적 외국인력 유
경우(한가지 작목만
입 시스템 필요(임
재배), 실질적으로 ∙ 귀농인과 외국인근
금 차별은 별로 없으
5개월 인력 필요 → 로자 교육 합숙 훈련 ∙ 외국인근로자 유일함.
나 인권문제)
효율성조차 따질 수
계절근로자제로 흡 소 건립 필요
∙ 다문화 이주여성 가
∙ 대규모 일용고용은 없음.
수 고려 필요
족 농업부문 합법고
∙ 노지채소 경우, 평균 인력을 구하지만, ∙ 농업부문 최저임금
용 필요
7일 고용 → 다른 고 1~2명 고용 원하는 차등 적용
∙ 제조업에서 농업으
용체계 필요
농가는 인력 못 구함.
로 (내국)인력 유입
∙ 일의 숙련도에 따른
이 있음. 이를 확대
차등 임금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장기체류 외국인력
정주화 고민 필요
∙ 마을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체계 고민 필요

∙ 보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O지역 인력사
무소운영자

∙ 소수의 농가가 외국
인 고용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했
으나, 외국인근로자 ∙ 미등록 외국인근로
자를 합법적으로 정
꺼림(외로움).
∙ 현재 방법이 가장 효 해진 기간 일할 수
율적
있도록 풀어줄 수 있
∙ 인력소개소에 있는 는 방법
외국인들이 공식적 ∙ 최소 5년(숙련자,
으로 일할 수 있는 비숙련자 교체 등
방법 필요(합법적 고려)
비자 마련)
∙ 농협 또는 조합에서
농작업팀 운영 고려

알선·
소개
범위

전라도 J농가

∙ 보험은 없을 것으로
∙ 보험이 없음.
판단됨.

전라도 I농가

∙ 대규모인력소개소:
농업, 건설업 인력
∙ 주변 면단위 지역 인 ∙ 지역 내 인력소개소
공급
∙ 주로 속해 있는 면단
∙ 지역 내 인력소개소
력 공급(최대 6개 면 간 인력 교류함.
광역단위로 공급
위 인력 공급(작업
∙ 외국인농작업팀:
지역 농작업을 연결 ∙ 광역단위(도단위)로 간 인력 교류함.
장 이동거리 멈)
해당지역 내
이동하기도 함.
하여 인력 이동함)
∙ 내국인농작업팀:
군단위로 옮겨 다님.

∙ 보험이 없음.

경상도 H농가

∙ 하우스 규모가 소규
모이거나, 단일작목
일 경우, 연중고용
이 아닌 일시고용이
어서 인력소개소 인
력 수요가 많음.
∙ 광역단위(도단위)
까지 이동
∙ 인력소개소 간 인력
교류함.

경상도 G농가

∙ 보험이 없음.

경상도 F농가 &
관련 전문가

∙ 보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충청도 E농가

보험

경기도A, B, C
충청도 D농가
농가 집단면접

(계속)

부록 2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조사표

◼ 조사목적
작물재배 농가, 축산농가, 인력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 수요 실태와 고용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 실시
(작물농가·축산농가) 농가의 특성에 따른 고용허가제 및 계절허가제 이용 현황
및 이유,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농업 노동력 부족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
한 설문 결과를 수렴하고 관계를 파악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 대상 설문을 이용하여 인력사무소의 전반적인 인력
모집방법, 관리 인력 현황, 내·외국인 인력 관리 현황 등을 파악

◼ 조사대상
(작물농가) 작물재배농가 402가구(KREI 현지통신원 대상 농가)를 대상
(축산농가) 축산농가 143가구(KREI 현지통신원 대상 농가)를 대상
(인력사무소) 국내 직업소개소 목록(약 15,000곳)을 이용하여 표본 인력사무소 100곳

◼ 조사기간
(작물농가) 2020년 8월 24일 ~ 9월 27일
(축산농가) 2020년 8월 21일 ~ 9월 25일
(인력사무소) 2020년 8월 21일 ~ 9월 25일

◼ 조사방법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추진되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조사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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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6)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6. 27.
7599

발 의 자 : 위성곤·정인화·어기구
황주홍·김한정·이개호
홍문표·이찬열·김현권
오영훈·오제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 등으로 농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현재 거주하
고 있는 농촌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영농 기법이나 분야가 변화
되는 등의 이유로 농촌 내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력의 공급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 내에서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0.9%인
데 반하여 농업인구와 농업 취업자 수는 각각 10.8%, 13.6%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농촌 내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106) 국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7
A0U6U2N7C0F9F5A1P1A3Z8E9W5&ageFrom=21&ageTo=21, 검색일: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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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인력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
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제63조의3).

법률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 2.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제3장 제3절에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립·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농업인력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력지원센터
를 설립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농업인력지
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립·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농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 지원
4.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5. 인력별·업종별·분야별 맞춤형 직업상담
6. 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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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5(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인력의 알선·연계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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