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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이주와 응

본연구는제주지역의외국인선원(E-10-2)의 응실태를 찰하여문제 을제시하고개

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외국인선원을지원할수 있는방안을제시하는데목 을두고 있다.

제주지역외국인선원의 응실태를이주과정,노동조건,문화생활,폭력피해경험이라는

4가지차원에서살펴본결과,고용허가제와다른이원 인법․제도,특수한해상노동환경으

로 인한 장시간 노동,차별 작업량, 임 과 임 체불,노조의 외면,지역사회로부터의 고

립,한국인동료에의한일방 인폭력과무시로 응상의많은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제약 인조건에서도외국인선원은자신이가진사회 연결망을이용하여나름

로의 응방식으로한국사회에 응하는데,제주지역외국인선원의사회 연결망의특징

은 같은민족집단(ethnicgroup)을 심으로교류가이 지고 있고 아직공동체로 조직화되

어 있지 않았다.

제주지역의외국인선원은육상으로이미이탈한미등록노동자에의해연 형성되어있어

기회만 되면 육상으로의 험한 이탈을 감행하고 있는데,외국인 선원이 이탈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의이익을 해외국인선원을착취하고비인간 인 우로인권문제를 생시키는기

과 이익집단들이 있다.이는 공공기 이아닌 민간 리회사가 리주체가 되었던지난 ‘산

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그 로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제도에 한 면 인 개정이 필요한 시 이다.외국인 선원도 한국

의 이주노동자정책인 고용허가제로 편입시켜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산업연수생으로이주했던선원이고용허가제로편입되어한국생활에잘 응하며장기 인

노동을 보장받고싶어 하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고용허가제로일원화하는 방안은 하

다고 본다.

추후연구과제로는먼 외국인선원에 한배제와폭력원인에 한연구가필요하다.둘

째,외국인선원에 한 반 인실태조사와비슷한경험을가진외국의사례와의비교연구

가필요하다.국가간비교 연구는제도 차원의지원과정책 응에있어서 많은함의를

제공하기때문이다.마지막으로한국사회의사회구성원의측면으로이주노동자의시민권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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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연구목

지구 인 사회 계와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지구화로 지구는 ‘하나의 세계’에서

살게되었고,이러한지구화는정보통신 기술의발달과 경제통합에 의해진 되어 지구

차원의 이주를 보편화시켰다.

국가 인 노동력 이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개발국 간에존재하는경제 격차로

인해 비롯된다.선진국의 높은 임 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개발국 노동력의 이동은 냉

체계의 붕괴와 지역 분쟁의 심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해,더 높은 임 을 해, 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외국으로간다.약1억5000만명이출신지가아닌다른나라에서‘외국태생’으로살

고 있으며,매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주민의 열에 합류한다(Starker,2004).

동아시아지역의국제노동력이동은20년에걸쳐 격히증가해왔다.동아시아의인구이

동은 1960년 에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아시아 바깥 국가로 향했고,1970년 는 석

유가격 등으로건설부문등에서노동력수요가 증한 동으로이동했으며,1980년 이

후에는 아시아 지역 내로 인구이동이 증가했다(권순택․김홍구․김희재,2005).1980년 ～

1990년 에 아시아의 경제구조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만,싱가

폴,홍콩 등이 아시아의 주요 인력 수입국가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80년 반부터 유입된외국출신 이주노동자의증가로새로운사회 상을

경험하고있다.이는인구학 변화뿐만아니라새로운사회통합패러다임을요구하며근

국민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1987년 노동자 투쟁 이후로한국 사회는 국내노동자의 임 이 상승하고 3D직종에

해기피하면서건설업과제조업분야의인력난을가속화시켰다.이는이주노동자를유입하도

록하는요인이되었고,88년서울올림픽을거치면서취업을목 으로하는이주노동자가

거한국으로들어오게되었다.이주노동자에 한정책이부재한상황에서장기체류하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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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동자는노동자의기본권이인정되지 않았으며지속 인사회문제와갈등을발생시켰다.

시민사회의 자발 인 투쟁과 외교 마찰을 의식한 한국 정부는 외국 인력의 체계 인

리를 해뒤늦게‘산업연수생제도’를도입하며 정책 응을 하 다.이제도 하에서도

노동자가아닌연수생신분인이주노동자는 임 ,노동착취,폭력등노동권과인권침해

를 당하는 등 여 히 사회 문제가 발생하 다.이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산업연수생제

도는 몇 차례 개정되어 운 되다가 결국 폐지되었고,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이후로 이주노동자는기존의2차산업에서1차 산업 반으로의 도입

이 확 되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들어 목할 만한것은 국내 농어업인 감소

에따른 체인력으로농어 지역에서이주노동자가각 을받고있고,특히어업분야가운

데 연근해 어업1)은 한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고 있어서 외국인 선원2)에 한 의존도

가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연근해어업계는국내의높은선원이직율과 증하는선원비로진통을겪으며국내

선원구인난이심화됨에따라사용자단체는선원비 감을통해 외경쟁력을확보하기

해 정부에 외국인 정원을 8천명에서 1만명으로 증원을 요청하 고,한국 정부는 외국인 승

선 비율을 기존 승선 정원의 40%에서 50%로 확 하 다.

2010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에따르면,단순기능인력가운데선원취업(E-10)

으로입국한외국인선원이2006년311명에서2010년6,719명으로약22배증가하 다.도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이탈율은 선원취업(E-10)미등록노동자는 24.2%로 비 문취업

(E-9)미등록노동자 19.4%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011년에는 총 7,764명이 유입되

었으나,미등록체류자가 2,225명으로 미등록률이 27.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선원의가 른증가에따라언론을통해자주 하게되는내용은외국인선원의범

죄피해와무단이탈문제이다3). 자는외국인선원의입장에서경험한임 체불과상습 인

선상폭력피해와 련된내용들이주류이고,후자는사용자입장에서인력난해소를 해고

1)외국인선원이한국에서취업할수있는어업의종류에는원양어업,근해어업,연안어업,양식어업이있다.본연구

에서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지칭하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을 연구 상으로 삼고 있다.

2)‘외국인선원 리지침(2011)’에는“외국인선원”을 한민국의국 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선박소유자의선박에

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는자를말한다.‘외국인선원’을지칭하는용어로는‘선원이주노동자’ 는‘외국

인 선원노동자’가 있다.

3)‘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 국인 선원연수생 8개월 치 임 받지 못해’,제주일보 2006년 8월 25일자.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어민들 인력난.어획감소이 고’,제주일보2010년11월 4일자.‘외국인선원4년간22.2%

이탈’,수산인신문 2010년 10월 18일자.



- 3 -

용한 외국인 선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민들이 이 고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선원의 응과 이탈 문제를 바라보는 은 사용자와 시민사회가 각각 다르다.

사용자는외국인선원들이월 이 어서 는도망갈목 으로한국에이주했다는 주장이

고,시민사회는임 체불과한국인선원들에의해자행되는폭력으로외국인선원들이한국

사회에 응하지못하고어쩔수없이 이탈을한다고 주장한다. 한 이들은기존산업연수

생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송출비리,노동착취,인권침해 문제 등이 외국인 선원 제도에서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고,이주노동자 정책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외국인선원에 한문제가공론화되지못했던이유는이들이거주하는지역이주

로 도서지역이고,육상 노동환경과 달리 바다 의 고립되고 폐쇄된 환경인 배에서 일하며,

사용자의감시와통제가어느사업장보다심해서외국인선원들을 할수없었기때문이

다. 한 지역사회의 무 심과 아시아권 노동자라는 편견이 한몫 작용하고 있어서 한국 사

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학계에서도연근해어업외국인선원에 한연구는 무한실정으로기존이주노동자연

구에서도다 지지않았다.기존연구는모든산업에종사하는이주노동자들을포 하여일

반화하는 연구들이 주류 고,각 산업별 연구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응

실태를 비 있게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수산학계에서 부분 으로 진행된 외국인 선

원에 한 연구는 사용자 입장에서 외국인 선원을 활용하려는 경제 측면과 이들에 한

일반 황만 나열한 연구가 부이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 조건과 특수한 산업구조로 인해 다른 지역과달리제조업보

다수산업과 산업의비 이높은편이다.이로인해제주에유입된이주노동자3천여명

가운데 1/3이 외국인 선원이며,그 가운데 국 출신 선원이 반을 넘고 있다.제주지역은

도내어업인구의감소로인해 체인력으로외국인선원이지속 으로증원되면서,이에따

른 외국인 선원들의 응상의 문제와 무단이탈 문제가 증하고 있다.

따라서본연구는그동안드러나지않았던외국인선원들과의만남을통해그들을제약하

는 사회경제 인 조건에서 경험하는 응상의 문제 을 알아보고,다차원 인 배제와 폭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주 사회에서 응하며살아가는지 알아보고자 그들의 생활 실태에

집 하려고 한다.

본연구는제주지역의외국인선원의 응 실태를 찰하여 문제 을제시하고개선방안

을모색함으로써 외국인 선원들을 지원할수 있는방안을제시하는데그 목 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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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문제의식을 심으로 본논문에서연구하려는주요내용들을요약해보면 다음

과 같다.

1.한국의외국인선원제도는어떻게변화했고,제도 특징은무엇인가?한국의이주노동

자 정책인 고용허가제도와 다른 은 무엇인가?

2.제주지역 국인선원은본국에서어떠한사회 배경을지닌사람이고,한국에어떻게

이주하게 되었는가?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사회경제 조건과 제약은 무엇인가?

3.외국인 선원에 한 다차원 인 배제와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이에 따른 그

들의 응 방식은 어떠한가?

4.외국인선원이지닌사회 연결망이한국사회의 응에어떠한 향을미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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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연구방법

본연구는제주지역연근해어업분야에서 일하는 국국 외국인 선원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이 합법 으로 취업할 수 있는 출입국법상 체류 자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원취업(E-10)4)과 고용허가제도인 비 문취업(E-9)5)이다.

본연구에서는체류자격에따른연근해어업외국인선원의 응실태를비교하기 해,선

원법6)상20톤이상배에서일하는외국인선원을‘외국인선원(E-10-2)'이라고지칭하고,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을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으로 구분하여 지칭할 것이다.

2010년 12월말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의하면, 재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E-10-2)의 수는 5,156명이다.국 별로 국 3,223명(62.5%),인도네시아 1,050명(20.4%),

베트남 883명(17.1%)순으로,유입된 외국인 선원의 반 이상이 국인 선원이다.

제주지역은 유입된 이주노동자 2,917명7)가운데 외국인 선원의 수가 980명이다. 재 어

선에승선하여근무하는선원은655명이고,이탈한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는225명이다.국

별로 국 314명,인도네시아 191명,베트남 150명 순이다.

이들은행정구역별로모슬포,서귀포,성산포,제주시,추자도,한림등항구주변에거주하

고 있다.추자도는 서리에,서귀포는 서귀동과 송산동 일 에,성산포는 성산읍내의 선주

집 근처나 성산항 주변에 선주가 마련해 공동 숙소에 모여 살고 있다.

일반 으로 외국인 선원(E-10-2)은 15일～40일 정도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육상으로 돌

아와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쉬면서 다음 조업을 비한다.기후변화에 민감한 바다 상황에

따라 선주나 선장이 출항과 귀항 일정을 정한다.이들은 주로 갈치 배나 오징어 배를 타고

있었다.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주로 문어와 멸치를 잡는‘당일 바리8)’어선에서 일하

4)선원취업(E-10)-해운법상여객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하는선박 선원법이 용되는선박에승선하여

부원으로서 취업하려는 자.선원(E-10)비자는 내항선원(E-10-1),어선원(E-10-2)순항선원(E-10-3)로 나뉜다(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5)비 문취업(E-9)-고용허가제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한법률」의규정에의한국내취업요건을갖추자에

게 주는 비자.비 문취업비자는 제조업(E-9-1),건설업(E-9-2),농업(E-9-3),어업(E-9-4)등 단순기능인력에게 주는

비자이다.고용허가제도로들어온외국인선원의체류자격은어업(E-9-4)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6)2004년 개정된 ‘선원법’에 따라,2007년부터 외국인 선원 리가 이원화되어 체류 자격이 달라짐(어선 20톤 이상

선박의 선원은 국토해양부,20톤 미만 선박의 선원은 고용노동부가 리 운용함).

7)제주도청 보도자료,2010,‘2010년 말 외국인주민수’.

8)당일-바리(當日--):①배를타고바다로나아가하루동안만낚시질을하는일.②바다에서그날잡아올린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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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이른새벽부터오후까지조업을하고,일을마치면곧바로숙소로돌아왔다.이들은여

수,완도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해안 근처의 민박집이나 여 을 숙소로 이용하 다.

이연구를 수행하기 해 연구자는‘제주이주민센터’와‘서귀포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사 조사를 하 다.사 조사에서는 제주이주민센터 활동

가 3명을 면 하며 이주노동자쉼터를 이용했던 외국인 선원들의 상담 내용과 지원 서비스

등을 들어보았고,이직을 해 잠시 쉼터에 머무르던 외국인 선원(E-10-2)4명을 만나 2회

에 걸쳐 심층면 을 했다.

2011년 1월부터9월까지는 국 출신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개별 으로 알

고 지내던 국인 선원들을 서귀포항,성산포항,추자항,제주시항 주변과 숙소에서 자연스

럽게만나면 을했고,경우에따라참여 찰을하기도했다.이 게만난면 자들이자신

들의 친구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면 자를 만나며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

심층면 을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연구 상자들의 조업 일정과 쉬는 날이

바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 휴식기간을 측하기 어려워 연구조사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외국인선원들은육지에와서보통일주일이나보름정도휴식기간을갖으나,하루내지이틀

정도만 숙소에서 잠을 자며 쉰다.외국인 선원은 쉬는 날도 선주나 선장의 통제 하에 다음

조업을 해 그물 손질을 하거나 기 장이 시키는 잔일을 하는 사례가 많아 낮에 만나기가

어려워 주로 면 은 밤에 이 졌다.

선주의 감시와 통제가 종종 있어 외국인 선원의 숙소를 늦은 밤에 방문하거나 선주가 모

르는제3의장소에서면 을하기도했다.면 자들이사는숙소는선주(선박소유자)가항구

근처에 장기 으로 임 한 여 이나 공동주택(제주 밖거리방9))가 많았고,경우에 따라서는

선주의 집에서함께생활하는 경우도있다.숙소는 같은어선에서일하는 외국인선원 2～3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선주들이 비용 감을 해 공동으로 마련한 숙소에서 10명이

함께 지내는 곳도 있었다.

면 일정은연구자가정하기보다 외국인 선원이 육상에들어와만나자고연락이오거나

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통해 연락이 왔을 때 정할 수 있었다.태풍 같은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갑자기 배가 육지로 들어오는데,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육상에서 잔업을 하

지않고쉴수있는기회라연구자에게만나자고연락이오면방문할수있었다.몇달에한

(제주특별자치도,2009).

9)‘바깥채’의 제주 사투리(제주특별자치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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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씩열리는자민족선원모임에는연구자를 해주어서그때마다면 자들을다시만날

수 있었다.

심층면 의 특성상,이들의 깊은 이야기를 듣기 해서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어려워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방문을 하거나 화로 통역을 통해 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재방문

시에는인터뷰에응했던면 자도다시모이기때문에궁 했던연구의내용을충실히채울

수있었다.인터뷰과정에는면 자의동의하에 화내용을녹취하여,추후구술내용을기

록했다.

연구자는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응 실태를 악하기 해 <표 1>을 심으로 면

하 다.

<표 1>외국인 선원의 이주와 응에 한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내용

사회인구학 특징
• 나이,고향(국),학력,본국 직업,결혼여부,입국 연도,거주지,
체류상태

• 이주 배경

이주 과정

• 입국 경로(개회사,개인 로커)
• 입국 비용(보증 ,송출수수료)
• 입국시 사 교육 여부
• 입국시 근로 계약 체결 여부

한국
응
과정

노동조건

• 조직 분 기 직장 동료와의 계
• 한달 평균 노동량
• 하루 평균 노동 시간(잔업 포함) 휴식시간
• 월 임 (수당 포함) 임 체불 여부
• 의료 산업재해 여부
• 사업장 이동 경험 여부
• 사업장 변경 희망 여부
• 노동조합 인지 여부
• 어려운

문화생활

• 여가
• 성
• 의사소통(한국어)
• 지역 사회와의 교류(한국사람,기 단체 등)

폭력피해경험
• 인권 침해 경험 여부(비인간 처우,욕설 폭력)
• 인권 침해 시 응 방안
• 사회 연결망 통한 문제해결 여부

기타
• 한국에서의 계속 체류 여부
• 한국 정부 요청 사항
• 가장 시 한 개선책

면 문항은사회인구학 특징,이주과정,한국생활 응과정,기타등으로나 어인

터뷰하 고,외국인선원 개개인이동원할수있는사회 자본을 심으로한국에 이주하

게된배경과이주후한국사회에서경험하는다차원 인배제와폭력상황에서외국인선

원들은 어떻게 응해 가는지를 질문하며 면 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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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사회 연결망 이론

이주노동자의 이주와 응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과 사회 자본(socialcapital)’이다.

사회 연결망은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선행 이주노동자 비이주

자를 개인 회원자격 사회 매개자를 통해 연결시키는 인연 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Boyd,1989;Masseyetal.,1993;설동훈,2000재인용).송출국과 유입국이라는 구

조와이주노동자라는행 자로구성되는국제노동력이동시스템에존재하는연결고리역할

을 하는 것이 사회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망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이 국제 노동력 이동에 참여하는데,이러한 사회 연결

망은 국제 노동력 이동에 한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는 사회 자본10)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사회 자본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투자로 인식된다.사회 자본은 연결

망 속에 자리하는 ‘투자가치가 있는 사회 자원’의 하나이며,‘특정 목 을 가진 행 를

하여 근․사용(는 동원)될 수 있는 사회 구조 속에 자리한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 자본’과 사회 구조 안에서 형성하는 사회

계,즉 사회 연결망’을 통해 이주를 단행한다.따라서 연쇄 이주(chainmigration)’

가나타난다.결국사회 연결망을포함하여이주노동자들이동원하는사회 자본은노동

력의이주를 속화시키는작용을하고,이동이일정기간이상지속되면노동자의 국제이

동과 련된 사회 연결망’이 구조화된다(박경태․설동훈․이상철,1999).

10)부르디외는자본을물질의형태 는내화되고체화된형태로축 된모든노동을포 하는개념으로규정하 다.

이 까지가장 요시 여겼던 경제 자본의개념만으로는사회의기능과구조를제 로 설명할 수없다고 하며

다양한자본의유형을제시한다.그는자본을경제 자본(economiccapital),문화 자본(culturalcapital),사회

자본(socialcapital),그리고앞의세가지유형의자본들이정통 으로승인된형식,즉 신,존망,명 ,명성등으

로 규정되는 상징자본(symbolcapital)으로 구분한다.이 사회 자본은 집단과 사회 연결망 내에서의 치와

계이다.이것은사회 연결망에의소속을통해서동원될수있는실제 이고잠재 인자원들의총합을말한다.

부르디외((Bourdieu,1986)와콜먼(Coleman,1988)은사회 자본을‘상호인정․상호인식을 한투자’로린(Lin,

1982,1990,2000)과마스덴․헐버트(MarsdenandHurlbert,1988)는‘사회 연결망에 한투자’로보고있다(설동

훈,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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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이주의연결망이형성되면,그것은이주의비용과 험을감소시켜순이익을증 시

켜주기때문에이들간의이주가능성을증가시키는효과를발휘한다.사회 연결망이국제

노동력이동에미치는효과는첫째,사회 연결망은이동비용을감소시킨다.먼 취업한사

람이본국에남은 연 계,교우 계등과연결망을형성하여이주에 한정보가제공되면

서 인구이동이 지속되는 연쇄이주를 발생시킨다.연결망의 수가 역치(criticaltheshold)를 넘

으면,국제노동력이동은자체 속 으로되어,그것을유지하는사회구조를창출하게된다.

새로운이주노동자는다음에이동할친구나친척의이동비용을 진 으로감소시켜이동하

며,이는다시해외에연고를가진사람을확 시키고,그결과다시새로운이주자들의이동

비용을낮춤으로써그들 일부가 이동하게끔하는것이다.둘째,사회 연결망은이동에

수반되는 험을 감소시킨다.일단 이동의 연결망이 안정 으로 구성되면, 부분의 공동체

성원은이를이용하여자신이원하는직업을쉽게구할수있게되고,따라서국제노동력이

동을믿을수있고안 한취업방식으로고려하게만든다.따라서이동비용의 진 삭감을

통해발생한자체유지 연결망의성장은 험의 진 감소에의해뒷받침된다.이처럼매

번새로운이주자들이연결망을확 하고이동 험을감소시킴에따라,결국국제노동력이

동을통하여가족노동력배분을다각화하는것은이동비용과 험이수반되지않는매우합

리 안으로 등장하게 된다(박경태․설동훈․이상철,1999).

이주노동자의사회 자본은이주과정과 응,본국귀환에 요한 향을미친다.사회

자본,즉 이주연결망과 이주서비스제도에의 참여는 이주를 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주민

공동체 형성에 요한 작용을 하고 신입 이주자의 응에도 큰 도움을 수 있다.

설동훈(2000)은국제 노동력 이동에서의 사회 자본을 두가지로 유형화한다.첫째는 노

동력유입국과송출국을잇는 개방 연결망’속에존재하는사회 자본이다.해외취업을

희망하는사람은자신이살던사회와이주하려고하는사회사이에존재하는연결망을이용

하여,나름 로 최선의 정보를 입수하고 이주를 감행한다는 것이다.둘째는 폐쇄된 공동체

내의존재하는‘폐쇄 연결망’속의사회 자본이다.이는이주노동자들이한데 모여살면

서 자국민끼리 사회 연결망을이용하여경제 자립을도모하고 사회․문화 응을 추

구한다는 것이다.그들이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주류사회와 격리되는 부정

효과도 있지만,한층더 순조롭게 응할 수있는자원을획득하는 정 인효과가훨

씬 크다.마이애미의 쿠바인들이나 로스앤젤 스의 한국인들처럼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를

이 생활하는이민자들은 지사회에 응하기 해가치의주입,제한 연 ,호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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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강제 신뢰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사회 자본을 활용한다고 보고 있다.

카슬과 러(CastlesandMiller,1993;이선옥,2005재인용)는이주의연결망이유입지에

서의정착과정과공동체형성에기 가된다고설명한다.일반 으로국제이주과정에서이

주노동자의 정착과 공동체 발 은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단계: 은노동자의일시 이주,소득의송 그리고고국에 한계속 인지향.

2단계:체류연장, 연 같은출신지사람들끼리서로도울필요가있다는인식에

바탕을 둔 사회 연결망의 발 .

3단계:가족의재결합,장기간정착에 한의식성장,유입지사회에 한지향증가,

자신들의 민족공동체 등장.

4단계:유입국정부와인구의조처에따른법 지 의획득(시민권의획득 는정치

배제),사회경제 인 주변화 는 소수인종 집단의 구 정착.

이주가 속화되면이흐름에 계하는이익을취하는이민알선업체등과같은 리조직들

과이주자의인권보호와복지를 하여 상담,사회서비스,법률자문,보호처등을 제공하는

NGO(Non-GovermentalOrganization)들이 생겨나고,국제이주의 흐름은 더 제도화되어간다.

이주노동자연구에있어서사회 연결망이론이 요한틀을제공하는것은사회 자본

에 을맞추고있기 때문이다.즉이주노동자가보유한사회 자본은이주과정과이주

후 사회의 응에 요한 향을 미친다.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 자본을 동원

하여 유입국 사회에서 구직과 사회 응의 문제에 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사회 자본은 정 측면만 있는것이아니라부정 측면을동시에가지고있

다.사회 자본은우리에게반드시번 과 사회 통합만을가져다주지않을뿐더러,부정

측면을 가지고 있다(PortesandLandolt,1999;이상민,2001;이태정,2004재인용).사회

자본이가진 부정 측면은‘ 에 반하는 공모(conspiraciesagainstthepublic)’,‘개인

의 자유와 사업 마인드의 제한’그리고 ‘하향 평 화의 압력’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 통합의해체와조직의균열 가능성,연 (tie),의존성,그리고 이민족공동체와

빈곤층을 상으로 한 사회 자본 연구에 많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외국인선원이지닌사회 자본과사회 연결망이한국사회의 응에어

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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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제

외래인에 한배제는근 국민국가의형성과정에서시민권제도의등장으로시작되었다.

‘국가’라고 하는 정치공동체는 토를 표시하고 공동체의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는 경계선

(borderline)을갖고있다.이것은경계선내부에있는‘내부인’에게는시민으로서의권리를행사

할수있도록하지만,외부에있는‘외부인’에게는그럴권리가주어지지않는다(신진욱,2008).

시민권제도는국민국가가근 사회에서시민을보호하고시민정체성을형성하기 해발

시킨제도 지만,시민에게강력한정체성과소속감을느끼게하는 것을토 로형성되면서

그과정에여성,노동자,외국인,재산이 은이들을시민권으로부터배제하 다(최 ,2008).

그러나 사회의다양성과다원 인문화로인해‘시민’으로정의되는범 가확장되고

있다.‘시민’개념의 확장을통하여여성 등사회 약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

되어왔으나,여 히외국인에 한시민권배제는아직도계속되고있다(선남이,2006;유명

기,2004;,최 ,2007,2008; 빈그 이,2004).

최 (20007)은 한국의 다문화 시티즌십을 통해 본 외국인에 한 태도 연구에서 그는 한

국인이외국인에 한태도가이 임을보여주고있다.미국이나서유럽문화․국민에

해서는 개방 이지만 국․베트남․몽골․방 라데시 등 아시아 후진국의 문화와 국민에

게는배타 이며, 극 조치(affirmativeaction)제도에 해서도한국시민들에게는지지

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외국인(는 소수자)에 한 태도가 극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 (2008)은‘다문화 시민권’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그는 정치공동체가 문화 권리를

인정해 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소수자 집단에게 교육과 정치,문화,

사회참여의기회를제공하여‘공통문화’와‘공통정체성’,‘상식 는양식’을넓 나가사회

통합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명기(2004)는한국사회에서단순활동에종사하는모든이주노동자에게‘일상 차별’

이국 ․인종차이와 계없이그리고학력․경력에 계없이균질 으로 무차별 으로

용되고 있다고 본다.

빈 그 이(2004)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지 가 ‘계 이하의 계 ’라고 규정하고 있

다.이러한 지 는 지속된 민족국가(nation-state)담론과 경제 세계화라는 두 가지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한국 내에서 복합 인 지 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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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이(2006)는이주노동자에 한배제원인연구에서이주노동자의국 ,체류신분,지원

단체나친목단체의개수여부에따라배제 향을받는다고주장한다.가까이지내는한국인

지인수가많을수록,지원단체나친목단체가많을수록이주노동자에 한배제수 이낮다

고 보았다.

아시아권이주노동자에 한배제는복합 이고다차원 인차별과편견으로나타나고있

다.이러한 배제의유형은 노동 장에서의 착취와 차별과정인경제 배제,국내 유입과

응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법 ․제도 배제,일상생활 공간

에서이방인을 하는사회 거리감같은태도가반 되는사회․문화 배제의형태로나

타나고 있다.

사회학자들에게 배제의 개념은 사회 불평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이는 사람들

이그들이속한사회에충분히포함되지못하고배제되는방식으로서사회 배제를지칭하

며,폭넓은 개념으로 배제의 매커니즘이라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배제와 련하여 이들

사회학자들이주장하는공통 은첫째,‘배제된자’와‘배제되지않은자’를 제한상태에서

논의를진행시키고있다는 ,둘째배제는어느사회구조에서나나타날수있는사회

상이라고 보는 ,마지막으로 배제의 주요 내용은 불평등이라는 이다.

이태정(2004)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행해지는 다차원 인 차별과 편견이 작동

하는매커니즘을‘사회 배제’라고규정지으며,다양한배경을가진이주노동자들이이러한

배제를 극복하고자 만든 자발 인 공동체가 ‘국경없는 마을’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근 국가의시민권제도로인해생긴외래인에 한배제가다차원 이고

복합 인형태를띠면서외국인선원에 한배제로 이어지고있다고보고있다.이러한배

제는외국인선원제도에서뿐만아니라노동 장에서의착취,비인격 처우와폭력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3.폭력

폭력에 한 고 정의는 폭력 개념을 인간의 본질 속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철학자들은폭력을도덕 개념으로이해하면서,인간존재가불가피하게가질수밖에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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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속성 내지 내면 경향성이라고 보며 제거해야 할 부정 상으로 여긴다.

부정 가치 개념으로서의 폭력 규정은 피상 이고 비 실 으로 근화한다.폭력의 문

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폭력 개념을 소하게 함으로써 주로 물리 ,직 ,신체

폭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김상기,2007).

근 에 들어서면서 폭력 개념은 고 정의에서 다 졌던 물리 폭력,신체 폭력 보

다는보이지않는국가권력이행사하는체제 폭력뿐만아니라법 ,정치 ,사회구조

역으로 확 되어 다양하게 발생하는 폭력의 양태들을 드러내고 있다(고재식,1990;공진

성,2004;신진욱,2004).

공진성(2008)은근 국가와연 하여‘폭력’개념을살펴보면서,근 의미의주권국가

가 폭력을 독 하고 있다고 본다.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서 자신이 독 으로 사용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진욱(2004)은 폭력의 차원을 근 사회의 제도 ․문화 복합 결합 계와 역동

변화과정으로 보고 있다.

고재식(1990)은 폭력 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며 폭력이 일종의 순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첫째는 기존 체제 혹은 권력이 행사하는 억압 폭력(oppression)이

고,둘째는기존체제의억압에견디다못해반기를드는민 의반체제 폭력(revolt)이며,

셋째는 이 민 의 항거를 다시 제어하려는 기존 체제의 진압 폭력(repression)이다.소

‘국가공권력’이라는이름으로이 지는이폭력은국가권력의합법성이라는보호속에서이

지는 사회구조 폭력의 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노자(2001)는 한국 사회의 폭력이 한국인 각자에게 철 하게 내면화되었다고 본다.그

는 군 ’라는 조직사회를 로들며군 에서배운신참에 한폭행 습 이제 후 상습

인가정폭력으로이어진다고본다.이는약자이자하 자에 한무제한 인폭력이정당

하다는것을한번배운사람들이약자이자이류시민인아내나아이들을존 하고평등하게

해주기는불가능한것으로보고,군 에서배운폭력을수반하는권 주의가심 인폭력

(맹종강요)과 물리 인 폭력에 완 히무감각해지면서 인간성 괴로 이어진다고본다.따

라서군 의맹종문화가직장생활을지배하는한,하 자의자유로운의견개진이나상 자

에 한 건설 인 비 ,거침없는 자기 주장 등 자유민주사회의 직장문화가 한국에 완 히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폭력은객 으로존재하지않고,폭력을직간 으로겪는당사자의주 인느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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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존한다.이런 폭력의 속성은 이주노동자의 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가인권 원회(2002)의실태조사에따르면,이주노동자가직장내에서폭행을당한 이

있다는 응답이 30.5% 고,비한국계미등록노동자가 비한국계 산업연수생보다 많았으며 가

해자는한국인동료가63.0%이고직장상사가58.3%로나타났다.한국계연수생을제외한나

머지유형에서는집단폭행을당했다는응답도나왔다.폭행을당한이유는외국인이라는응

답이39.3%,한국어를잘못알아들어서24.4%,내말과행동을상 방이오해해서24.3%,특

별한이유없이18%,일하다실수해서16.7%등의순서로나타났다.이조사에근거하면이

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서,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에 따른 행동양식 차이 때문에 폭행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 의회(2009)의실태조사에따르면,고용허가제노동자들이가장많

이겪은 인권침해경험은임 체불과 폭행이다.이는 과거산업연수제시 부터심각한사

회문제가 되어왔던 것으로,고용허가제 실시 5년이 넘도록 여 히 고질 인 문제로 잔존하

고 있다고 본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2005)의 상담사례집에는제주지역의 외국인어선원에 한 선상 폭

력에 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2003년에 입국한 ○○○씨가 한국인선원에게 선상에서

폭행을 당해 두개골에 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 지만,체불된 임 과 폭행에 한 보상을

선주에게받지못해센터에상담을요청해해결한사례와2004년12월에한국인선원이외국

인어선원에게 일을더하고자라고명령하자 이에반발한외국인어선원을 배에서 바다로 던

져버리겠다고 박하자겁에질려떨고있다가육지에오자마자상담을요청하여다른배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

4.한국 사회에서의 기존 연구 검토

한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이주노동자연구는크게3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이주노동

자의경제 활용측면과제도에 을둔정책 연구,이주자의사회문화 응과 갈등에

한 문화인류학 연구,다양한 사회학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국가정책 차원의연구는노동력이주의경제 측면에서외국인력의유입으로인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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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효과와 정책 효율성에 을 맞추고 있다(강수돌,2003;이혜경,1994).이들 논의의

바탕에는노동력이주를개인의이익을 한합리 인선택이라고보는경제학 시각이자리

잡고 있다.이주노동자도입 기의연구는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 향,이주노동자

와 노동조건,외국인 노동자의 법 지 등을연구 상으로 했으나,최근의 정책 연구는

지구 경제의구조 흐름과연 해한국과비슷한정치 체제와 사회문화 특성을가진각

국간의정책비교연구가활발히 진행되고있다(권기철․김홍구․김희재,2005;문 조,2007;

유길상․이정혜․이규용,2004;최종렬외,2008).

문화인류학 연구는 주로 인종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응의 문제,한국의 이주자

공동체를연구 상으로다루고있다(유명기,1999,2004;유일상,2011;함한희,1997).유명기

(1999)는한국사회의이주노동자에게무차별 으로행해지는‘일상 차별’을지 하고있다.

사회학자들은풍부한양 인자료를바탕으로다양한연구를진행해왔다.이주노동자의생

활 실태 응 양상에 한 연구가 주류이지만(석 호 외,1998;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정기선,2003),사회학 논의는이주노동자의인권과 련한시민운동단체의노력에

한연구,이주노동자의배제와이주자공동체에 한연구(선남이,2006;이태정,2004;이선옥,

2005)와 소수자 이주노동자의 권리 측면에 을 맞춘 연구(설동훈,2008,2009;최 ,

2008)등이있다.이러한사회학 연구는이주 노동력의유입 응에 한포 인이해

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산업의 이주노동자를 포 하여 일반화시키는

연구로 각 산업별이주노동자의 실태를간과하고 있다.이처럼 주류 이주민 담론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인 선원에 한 학계의 논의는 수산․해양학계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과 련한 국가

정책 차원의 연구와 법학 근의 연구가 있으나,사회 계 속에서 사회 자본과 외

국인 선원의 상호작용과 련한 사회학 연구는 무하다.이들 연구는 외국인 선원의 법

지 나 활용에 련한 경제 측면에 이 맞춰져 있다.

이종근․김용주(1995)는 외국인의 법 지 ,외국인의 차별 지에 한 요한 국제 약

국․미국․독일 일본의 외국인에 한 규정 외국인 선원의 차별 지와 련된

규정을살펴보고,우리나라 행법상외국인선원에 련된규정을고찰하여,외국인선원들

을 합법 으로 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윤 삼․하명신(1997)은 외국인어선원 활용의 문제 을 외국어선원의 이탈과 인권유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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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외국인어선원에의한선상범죄,양질의외국인어선원을송입하지못하는것,미등록

노동자보다못한 우를받는것,한국인과의차별에 한비 등으로지 하 다.이에따

른 정책의 과제들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조업 심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한 경험을

비교하면서 제시하 다.

김성 (1998)은 한국 국 의 선박에 한국인선원과 외국인 선원이 혼승하게 된 역사 배

경과 도입과정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단계 도입 황을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에 한 실태와 련한 논문은 원양어업 분야의 고용 리 실태와 외국인 어

업노동자 특징에 한 연구가 있다(김용복․정해종,2006;이미주,2009).

김용복․정해종(2006)은원양어선에승선한외국인선원에 한고용 리실태로고용회

사의입장만반 한기 조사연구이다.이는외국인 선원을통제하는 리차원과 경제

으로활용하려는측면만강조하여선상에서의인권유린이나폭력등을발생시키는한국인선

원과의 차별문제나 노동조건 개선 등은 간과하고 있다.이미주(2009)는 지리학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외국인어업노동자의 수와 인구학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경제 요인으로 어업 노동을 선택하 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 으로

육지로이동하고싶어하는경향을보인다며제주지역의어업분야외국인노동자의특징을설

명하고 있다.이는 외국인어업노동자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사회 계를 간과한 연구로

외국인어업노동자의 노동 실과 응방식을 분명하게 반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연구들은외국인선원의활용과고용 리등과같은경제 측면과지역연구차원에

서인구학 인특징만나열하고있어외국인선원이수동 존재로설명되고있는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 인 배경과 제도하에서상호작용하며 응해 가는 외국인 선원들

의 노동 실과 사회 계는 간과되고 있다.

본논문에서는기존연구가간과한외국인선원의사회 계를 심으로이들이경험하

는 갈등과 타 , 응 방식 등에 집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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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국내 외국인 선원의 유입과정 제도 특징

1.국내 외국인 선원 유입과정

우리나라어선의선원부족 상은1980년 후반부터나타났다.이는80년 부터국내제

조업분야의노동력부족 상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한국은80년 부터제조업 심의

수출주도발 략을통해고도의경제성장을달성했고,이에따라산업구조가재편되었다.

경제성장을주도한제조업분야는 심각한노동력의부족을겪게되자,건설업과 소제조

업체 사업주들의 요청에 의해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에 한 외국인 산업기술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내국인 어선원의 부족 원인을 윤 삼(1997)은 구조 인 내국인 어선원 공 부족에 기인

하는것으로보고있다.이는어업의일자체가4D11)의속성을갖고있고,육상직종에비해

여 수 도 낮고,해난 사고가 많아 인명 보장성이 낮고,실직이나 재해 시 보상 책이 낮

고,어 노동력의노령화․부녀화가심화되어소득수 의향상에따라근로의욕이감소되

었기 때문이다.한편 선원 리면에서는 기존 선원에 한 푸 과 인사 리의 무원칙에

기인되는 근 인 경 방식이 어선원 부족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 한국은 1987년 노동자 투쟁과 민주화의 향으로 노동자 임 이 격히 상승하면

서육상 임 이오르자 선원비도상승하게되어수산업계의부담을 가 시켰다.이러한국

내 노동자 임 상승과 어선원 구인난은 수산업계에 타격을 주었고,이에 수산 해운업계

는국제경쟁력강화와선원 구인난타개방안으로 제2선 제도와 개발국의 임 근로자

를 고용하는 방안을 요청하게 되었다.

1990년11월국정조사보고에서해운항만청은선원구인난을해소하기 해서선박자동화

를 추진하여 운항사제도를 도입하고,제3국 선원을 단계 12)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그러나국내선원들의생존권문제와선원노조등의반발등을감안해선원 련 단체와

의 상을 통해 단계 으로 실시하기로 하 다.

1991년7월18일해운항만청은선주 회,선원노련,외항상선선원정책 의회노사 표자회의

를갖고,1991년8월1일로선박1척당3명에한해원직 외국인선원을도입하는데합의를하

11)4D(Dangerous,Difficult,Dirty,Distance)

12)먼 3국간항로에취항 인외항선과제3국에기지를둔어선에서부터도입하고,이어외국항과국내항을운항

하는 외항선과 독항어선,마지막 3단계로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까지 확 한다는 것(김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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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합의에서원칙상기존선원이승무를기피하는선박에우선허용하고,외국인선원을

도입한선사와선원 리회사는국내선원들을 한복지기 마련을명목으로외국인선원1인

당월20달러를단 노조에특별회비를납부하고선원복지 회에도월20달러기 을기부하기

로하 다.

1991년 10월 11일에 북방경제정책 실무 원회에서 국동포 선원 도입을 승인하여 선주

회와동북선박에 임하 고,외국인선원에 한법 규정으로92년 국과의수교가정

상화되면서 국동포의 승선을 한 산업연수생제도로 ‘국 인력의 선원 고용 지침’을 제

정하 다.그러나이제도는 국동포 선원 일부가 무단으로이탈하고도피하는 등여러

폐단이발생되어,94년3월31일에기존‘국선원인력고용지침’을폐지하고‘외국인선원

고용지침’을제정하여 국인이외의외국인선원도고용할수있도록하 다.이제도 한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어 용되었다.

1991년에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실제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착취,임 체불,신분증 압류,폭행 등의 인권침

해를 유발하 고, 기 (소기 동조합 앙회)를비롯한 수 ,농 ,건설 등의민간 이

익단체들이인력도입 리를담당함에따라송출비리와 사후 리를 빙자한 횡포가 만연

하게되어,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이탈을가속화시켰고미등록이주노동자를양산하는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13).이러한 각종 폐해가 끊임없이 야기되자 시민사회는 제도의 심각성을

지속 으로문제제기하 고정부는2007년6월부터‘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면폐지하 다.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고 일원화되어 노동부에서 소 하

다.노동부는 산업연수생(D-3)으로입국하거나 연수취업자(E-8)등으로 환된외국인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E-9)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

허가제도안에서 리하 다. 한2007년6월1일까지체류기간이남거나사용자가재고용

을 원할경우에는기존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1개월 후재입국하

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선박 무게가 20톤 이상인 어선에는 선원법이 용되어 내항

선원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자격으로 분류해 ‘외국인선원제도’로 구분하 고,20톤

미만의선박에고용된연근해외국인선원은‘고용허가제’로이원화되어노동부에서 리하

게 됨에 따라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제도가 이원화되었다.

<표 2>는 한국의 외국인선원제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13)최 모,2006.‘한국이주노동정책의 황과 망’,『2006이주노동자인권연 심포지엄:정부의이주정책돌아보

기와 뛰어넘기』,p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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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한국 외국인선원제도의 변화

연도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외국인 선원 제도

1990 11월 -‘외국인 선원 도입계획’발표(국정조사 보고회)

1991

11월-해외투자기업에 한‘외국인산업기술생제도’도입 7월18일 -외항상선선원정책 의회 표자 회의

8월 1일
-척당 3명 원직 외국인 선원 도입 합의
(도입 선사와 리회사는 단 노조와 선원복지 회에 국내
선원복지기 마련으로외국인선원1인당각각월20달러를
특별회비로 납부하도록 함)

10월11일 - 국선원 도입안 승인
(국선원도입업무를선주 회와동북선박에 임)

11월21일
- 국동포선원 106명 승선 승인
(범양상선, 상선, 한해운,두양상선,조양상선,한국
특수선 등 6개 선박회사)

1993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도입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1994

5월 -산업연수생 본격 도입 3월31일
-‘국선원인력고용지침’폐지
-‘외국인 선원 고용지침’제정
(국 이외의 모든국가로확 ,모든원양상선 원양어선

으로 확 ,외국인 선원수 확 )

1995

2월14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리에 한 지침’
제정

3월1일
-일부 규정 법 보장
(산재보험,의료보험 용과 근로기 법상의 강제근로 지,
폭행 지, 품청산,근로시간 수 등)

7월1일
-국내 최 임 법 용받음

※ 정부 고용허가제 도입계획 발표

3월31일
-척당 3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 승선시키는데 합의
(지속 인 선원 구인난으로 선주 회와 선원노련이 합의)

6월 28일
-선주 회에서 남방선원인력 조사단 필리핀,미얀마,
인도네시아,베트남 견하여 상호 력방안 의
(필리핀 선원 24명 세안선박을 고용함)

10월9일
-외국인선원척당6명승선토록 ‘외국인선원고용지침’
개정

1996

‘외국인근로자고용 리에 한 법률안’정기 국회
상정했으나,경 계와 일부 부처 반 로 무산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1,000명 도입
(해양수산부 척당 2명,총 1000명 제한)

2000 4월 -‘연수취업제도’실시

2004

8월27일-‘고용허가제’시행(산업연수제도와병행실시) 8월 26일
선원법 개정 합의
(어선의 선원법 용범 가 행 25톤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 )

2005

7월27일 -산업연수제도 면 폐지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함)

2007

1월 -외국인 산업연수제 면 폐지 1월 -연근해 어업 외국인선원제도 이원화

°어선 20톤미만 -고용허가제,노동부
°어선20톤이상-외국인선원제도,국토해양부,수

앙회 운용)

2011

6월29일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리지침‘폐지
(‘10.2월이후모든어선외국인산업연수생체류기간만료로

인하여 리 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업무 혼란 방지를 해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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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선원 제도의 특징

1)외국인선원제도(E-10-2)의 특징

(1)법 지 리주체

2007년 1월 1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면서,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개정된『외국인 선원 리지침』(2007.8.23)에 의거해 총 소 을 국토해양

부에서,실질 인 리는 수 앙회가 탁을 받아 운용을 하고 있다.

연근해 어업 외국인 선원과 련된 국내법은「해운법」,「수산업법」,「선원법」등을 들

수 있다.특히「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규정하고,그에 근거해 제정된「근로기

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

20톤이상의 선박에 고용되는 외국인 선원들의 리주체인 수 앙회는 지도경제사업차

원에서 ‘우수 외국인력 기도입을 통한 어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외국인력사업을 하고

있다14).수 앙회는 어업인과 계약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입국을 하여고용추천

서를발 하고,수 회원조합에서사증발 을신청하면출입국․외국인총 본부는연근해

외국인 선원의 체류자격을 E-10-2로 분류해 자격을 심사한 후에 체류 허가를 내주고 있다.

외국인선원에 한고용이이 지려면먼 해상노련,선주 회,국토해양부등이국무총

리실장 주재로 하는 외국인정책 원회 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해에필요한외국인근로자도입업종 규모와외국인송출국가의지정 해지등을논

의하여 심의․의결한다.

고용 차는 고용주(선박소유자)가 수 회원조합에 외국인 선원 신청을 하면,수 회원

조합에서 지방해양항만청에 고용신고를 하고,고용추천서를 수 앙회에 신청해서 발 받

는다.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 인정서를 신청하여,사증발 번호를 받으면 리업체(송출

회사)에서 외국인 선원을 유입하게 된다.이 게 수 앙회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선원

에 한 고용 차는 기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고용 차와 다를 바 없다.

연근해 어업 외국인 선원이 선원취업(E-10-2)으로 고용되는 차는 <그림 2>와 같다.

14)수 홈페이지(www.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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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근해 어업 외국인 선원 고용 차

(업무 흐름도) (주요 내용)

고용주 -선원노조 간
노사합의 체결 ①

① 외국인 선원 리지침에 따라 고용주와 해당 선원노조 간
노사합의 체결

⇩

고용주 고용추천서
발 신청 ②

② 고용주가 회원조합을 통하여 앙회로 고용추천서 발
신청

⇩

앙회 신청서류 검토 ③
③ 고용추천 신청서류 검토 고용주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앙회)

⇩

국해상노련 고용추천
확인 차 ④

④ 국해상노련의해당근로계약 정여부등에 한고용추
천 확인 차 경유

⇩

고용추천서 발 ⑤ ⑤ 회원조합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고용 추천서 발 완료
⇩

출입국 리사무소
지방해양항만청 행정신고 ⑥

⑥출입국 리사무소사증발 인정서신청 지방해양항만청
고용신고(고용주)(※회원조합 행가능)

⇩

출입국 리사무소
자사증 발 번호 통보 ⑦

⑦ 리업체를 통하여 송출국가(송출회사)로 통보,비자 발

⇩

외국인 선원 입국․입국 후
교육 후 고용주 인수 ⑧

⑧ 국내 입국하여 앙회 입국교육 건강 검진 후 해당
고용주에게 인계

※ 출처 :수 앙회(2011.10)

산업연수제도하에서는이익집단인 소기업 의회(이하 기 )가 산업기술연수생의 선

발․ 청․업무를 독 함으로써 발생한 폐해가 컸다. 기 은 연수생을 모집할 때 이행보

증 을받았는데,이보증 이2001년8월,약104억에이르 다.이보증 으로연수생들은

입국비용으로거액의 개수수료를지불하게되니,한국에남아서돈을벌수밖에없는미

등록노동자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외국인선원제도에서 수 앙회에 탁받은 국 송출회사는 선원들에게 보증 과 개

수수료를받는다. 략 개수수료는 게는400만(한화600만원)안 내지많게는 700만

안(한화 1100만원)을 선원들이 입국 비용으로 지불한다.선원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내는 보증 은 선원이 이탈할 경우에 지인들이 신 보증 을 송출회사에 지불한다.그럴

경우 보증 을 많게는 한화로 약 1500만원을 정도 내기도 한다15).

수 앙회에서선원 리를 탁받은한국송입회사는수 앙회에 리업체로선정되

기 해 회원조합의외국인선원담당직원에게로비를하고,댓가성 여행을보내주는등의

비리를 지르고 있다16).이는각종 인권침해문제와송출비리로비 받던기존 ‘외국인 산

업연수제도’가 외국인선원제도로 명칭만 바 채 여 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Ⅴ.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응 실태 참조.

16)‘수 직원 송입회사로부터 가성 국여행을 감’,제주일보 2010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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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연근해 외국인 선원(E-10-2)연도별 도입인원 인원 황
(단 :명,2010.12.31기 )

구분 1996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입 인원
( 인원)

8,304
1,740
(1,740)

2,233
(3,973)

2,187
(6,160)

2,766
(8,926)

※출처 :국토해양부 재구성(2007년 이후부터 E-10-2는 국토해양부에서 총 운용)

<표 4>국 별 외국인 선원(E-10-2)수
(단 :명,2010.12.31기 )

구 분 계
국 별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연근해어선
(20톤 이상)

5,156 3,223 1,050 883

※출처 :국토해양부 재구성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있는연근해 어선업계사업자에게외국인선원이 체인력

으로각 받고있는것에반해,외국인산업연수생은국내선원임 (250～300만원)의1/4수

으로받고1인당월75만원의 료(국공통)를받는등17)같은선원법 용을받는국내

선원과는 다른 근로조건과 임 으로 차별 인 우를 받았다.

이는 수산 해운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경 수지 개선에 목 을 둔 국가 정책으로 도

입 창기부터 외국인 선원에 한 암묵 인 차별을 제한 제도이다(이종근,1996).이 부

분에 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18).

(2)체류 황

① 도입 황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계가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시기는 1996년 말부터이다.

아래의 <표 3>는 외국인선원제도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의 수이다.도입 기인 1996년

이후로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수는 꾸 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하에 들어온 총 도입인원은 8,304명이고,고용허가제 이후로 2007년부터

도입된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은 총 8,926명이다.2010년 말 재 연근해 어선에승선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수는 5,156명이다.국 별로는 국이 3,223명으로 도입 인원의

반을 넘고,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1,050명,베트남 883명 순이다.

17)‘외국인 선원,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한산뉴스 2006.3.11일자.

18)Ⅴ.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응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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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지역별 외국인 선원 근무 황
(단 :명,‘10.10.31기 )

지역 경남 부산 남 경북 제주 충남 경인 강원 북 합계

인원 1,537 1,360 976 950 879 446 361 328 183 7,020

※출처 :국토해양부 재구성

<표 6>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황
(단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체)

자격별
미등록비율(%)

총계 557,941 506,876 51,065 9.2%

단순
기능
인력

소계 513,621 465,302 48,319

비 문취업(E-9) 220,319 177,546 42,773 19.4%

선원취업(E-10) 6,716 5,094 1,622 24.2%

방문취업(H-2) 286,586 282,662 3,924 1.4%

<참고> 　 　

산업연수(D-3) 5,350 1,861 3,489 65.2%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12..31자료 재구성

※산업연수(D-3):기존산업연수(D-3)로유입된외국인선원은2010년2월이후모든어선외국인산업연수생체류기간 만료로인해 리
상자가 없어져,2011년 6월 24일자로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리지침』이 폐지됨.

<표5>는외국인선원들이일하는지역을나타낸것이다.경남지역과부산이1,537명과1,360

명으로외국인선원의수가많고그다음으로 남,경북,제주,충남,경인,강원, 북순이다.

와같이남해쪽에선원이몰려있는이유는어업특화지역(목포,통 ,여수등)이있고,

남해가 우리나라 최 의 어장으로 크고 작은 반도와 섬이 많아 주요 어족이 풍부하여 어업

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② 이탈 황

외국인선원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체류자격이단순기능인력으로구분되어선원취

업(E-10)으로 들어올 수 있다.단순기능인력은 비 문취업(E-9,고용허가제),선원취업

(E-10,외국인선원),방문취업(H-2,동포취업)으로구분되는데,이가운데자격별미등록비

율(이탈)은 선원취업(E-10)이 24.2%로 가장 높다.

외국인선원의지역별이탈비율이가장높은곳은 부산지역으로,<표 7>은외국인 선원

의 국이탈인원수를나타낸다.외국인선원이몰려있는남해지역의외국인선원이탈비

율이 체 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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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외국인 선원 이탈 비율
(단 :명,%)

지역 부산 경남 남 경북 제주 강원 충남 경인 북 합계

이탈수 479 368 245 234 232 140 125 122 35 1,980

비율 24.2% 18.6% 12.4% 11.8% 11.7% 7.1% 6.3% 6.1% 1.8% 100

※ 출처 :수 앙회(2011.3.31)

<그림 2>고용허가제 외국인 선원 고용 차

① 한국어시험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 ↔ 우리나라 정부)
:한국어시험 성 에 따라 송출 상인력 선정,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

⇩

② 근로자 선정 고용허가서 발
(사용자 ↔ 고용노동부)
:내국인 구인노력(7일～14일)후 복수 추천자 근로자 선정 고용허가서 발

⇩

③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구직자와 표 근로계약서 체결

⇩

2)고용허가제19)어선원(E-9-4)의 특징

(1)법 지 리주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고용허가제

가 도입되었다.2003년 11월부터 약 9개월 간의 시범 실시를 거쳐,2004년 8월 17일부터 정

식 시행되었다.2004년 3월 25일 정부에서 확정․발표된「2004년 외국인력수 계획」에 의

해고용허가제송출국가8개국이선정되어,한국정부는필리핀을선두로몽골,스리랑카,베

트남,태국,인도네시아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 다.

2007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상 비 문취업(E-9,양식업․어선)으로 들

어온선원은기존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와같이고용노동부 리하에근로기 법 용을받

게되었지만,도입 창기에는부분 으로‘어선외국인산업연수생 리지침’과병행하 다.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이 고용되는 차는 <그림 3>과 같다.

19)고용허가제는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기업이 정규모의이주노동자를합법 으로고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

제도로서외국인력의도입․ 리를국가(정부)가직 운용한다.이로서내국인고용기회를보호하고 소기업의

인력부족 상을동시에해결하며외국인근로자에 한효율 인 리체계를구축할수있다.경제발 ․고령화

등으로인한 인력부족 상을겪고 있는 부분의국가에서도합법 인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 다. 만․싱가

폴․홍콩은고용허가제를, 랑스․독일․스 스등 부분의유럽국가는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이자유로

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노동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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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증발 인정서 발
(사용자 ↔ 법무부)

⇩

⑤ 외국인근로자 입국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실시

⇩

⑥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체류 리
(사용자 ↔ 고용노동부,법무부)

※ 출처 :고용노동부(2011년)

고용허가제에서는이주노동자의선정과도입을공공기 이직 장하는데,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간에 외국인 구직자를 선발 조건․방법․기 등을 상호 간 수 사항으로 규

정한다.이주노동자도입과정에서민간기 의개입을배제하여송출국정부 는공공기

이 한국어 성 ․경력 등 객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한국으

로송부한다.2005년8월부터한국정부는송출비리방지와외국인구직자선발의객 성을

확보하기 해 송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 다.한국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내

국인구인노력의무를 행했으나없을때에사업주에게고용허가서를발 해 다.사업주

는산업인력공단에서이주노동자와근로계약체결을하고출입국업무는산업인력공단이

행하게 된다.

이러한공공기 이운용하는고용허가제가기존산업연수생제도에서지 된문제들을일

부 해소시켰지만 제도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

의회(2009)의실태조사에따르면,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들의일부국가에서여 히 송출비

리가심각해입국비용이증가하고있고,입국 맺은근로계약이실제입국후바 었다는

주장이60%을넘으며작업장내에서의욕설,구타,차별등이드러났다.입국 단계에서부

터부실한정보제공으로인한문제가드러났으며,입국 이후에는열악한근무조건과회사

내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철승(2006)은 국가가 리하는 고용허가제도하에서는 산업연수제도보다 인권 침해와

불법 행이 개선되고 노동실태 역시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정 인 응답이 나오지만,고

용허가법령의핵심 인문제인사업장이동의엄격한제한은국내노동시장에 한통제기

능이라는원래의목 을 역행하여합법 취업자를미등록체류자로 락시킴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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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입 이탈 황

고용허가제어선원이 20톤미만의어선에서일할수있는어업의종류는<표8>과같으

며,그에 따라 외국인 선원 고용 허용 인원도 달라진다.

<표 8> 연근해 어업의 종류와 고용 허용 인원

연근해어업의 종류 고용 허용 인원

근해채낚기어업,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기선선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근해 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체 어선원의 40%를 과할 수 없음
다만,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한정),정치
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체 어선원의 40%를 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연안선망어업,연안통발어업,
연안들망어업,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체 어선원의 40%를 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정치성구획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체 어선원의 40%를 과할 수 없음

※ 출처 :제5차 외국인력정책 원회 보도자료,『2006년 외국인력수 계획』,2005.3.13일자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 어업일반(E-9)은 ‘연근해 어업 선원’뿐만 아니라 ‘양식 어업

어업 련 서비스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 다.사업장 이직을 요구할 경우 양식업에서

연근해 어선으로,연근해 어선에서 양식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었다.

<표 9> 연도별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 도입 황
(단 :명)

연도별
구분

2007년
(어업,양식업)

2008년
(어업,양식업)

2009년
(어업,양식업)

2010년
(어업,양식업)

2011년
(어업,양식업)

총계

어 업 420 1,297 1,298 1,208 1,637 5,860

※ 출처 :고용노동부(2011.10.28)

외국인선원은 임 의 노동력을 사용해 경 효율화를 추구하는 수산업계 요청에 의해

유입되기 시작하 고,이주노동자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다가 고용허가제 면 시행 이후로

분리되어 연근해 어업 외국인선원제도가 이원화되었다.

연근해어업에서일하는이주노동자라도외국인선원의법 지 는고용허가제 상이주

노동자와는상이하다.노동부에서총 운용하는이주노동자정책인고용허가제와는달리국토

해양부가주무부처이며 탁받은민간 리기 인수 앙회에서외국인선원제도를운용하

고있다.이제도는기존산업연수생제도의특성을그 로보여주고있고,고용허가제보다더

제한 이며,‘선원노동자’도아니고‘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도아닌애매한법 지 로기본

인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받지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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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이주 조사 상자의 특징

1.제주의 사회경제 특징과 이주민

1)제주의 산업구조와 연근해 어업

제주는지리 으로육지와떨어진최남단의화산섬(火山島)이다.이러한지리 고립성으

로 인해 제주는 매우 특수한 정치․사회․문화구조를 형성해 왔다.

일 이 제주는 탐라라는 국가를 형성하여 자치를 하고 있었고,삼국시 에도 독립국가로

의 지 를 보장 받았으며,고려 태조 때에 독립국은 아니지만 실질 으로 자율 인 정치․

경제구조를 유지했다.그러다 1105년에는 고려의 직 통치로 앙에서 지방 을 견하여

한반도의통치권에편입되었다.그 후 자치권은 상실되고 도서성(島嶼性)의성격은 차 감

소하고 한국사회의 한 특수지역으로의 성격이 증가해 왔다.

조선시 에는 앙집권 통치체제가강화되어 제주에서도육지부의다른지방과동일한

정책이 실시되었지만,지리 치로 정치 으로는 변방(邊方)으로 소외되었고,경제 으로

는 자 자족 인 체제를 유지하 고 사회문화 특수성도 강하게 존속되었다.

1960년 이후 국가가 산업화와 자본축 과정에 극 으로 개입하여 경제정책을 실시

하면서 지역개발도 이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제주의 개발도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시행

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축 과정에 조응하도록 이 졌다(이상철,1995).

불균형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제주는 국가주도하에 국제

자유지역화를염두에두면서 산업을 심으로 개되어왔다.1960년 에는1차산업을

심으로한산업개발계획도시행되었는데,지역특화산업인감귤농업과축산업의신장과더

불어 한일간 국교정상화로 수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여 수산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산업과국제자유지역화로의개발방향은제주도의산업구조가육지부와다른양상을

갖도록 하 다.제주지역 산업구조는 3차산업,1차 산업,2차산업의 순으로,2차산업이 취약

한 것은 60년 이후의 국가주도의 개발 략과 자연 ․환경 특수성 때문이다.

한편 제주지역 노동시장의구조와 특성은 국과 비교할 때 여 히 1차 산업에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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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다.특히어업 분야는바다로 둘러싸인지리 여건으로어업인구가 국 기 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11>을 살펴보면,제주는 산업사업체 노동자 수가 숙박 음식 업,도매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운수업순으로많다.2006년제주의산업사업체수는43,609개로노동자수가

176,648명이 된다.제주는 특화지역으로 인해 숙박 음식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가

31,504명(17,62%)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1차산업인농림어업에종사하는노동자수는

지역사회에서는 은 편이나 국 기 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1>제주도 산업사업체노동자 수

시도별 산업별
2006

사업체수(개) 노동자수(명) 백 분 율 국기

제주도

산업 43,609 176,648 100% 1.14%

농업 임업 375 4,637 2.62% 18.04%

어업 122 1,379 0.78% 22.90%

업 13 140 0.08% 0.76%

제조업 2,031 8,556 4.84% 0.25%

기,가스 수도 사업 27 1,275 0.72% 1.89%

건설업 1,188 10,148 5.74% 1.20%

도매 소매업 11,599 31,054 17.58% 1.26%

숙박 음식 업 10,210 31,130 17.62% 1.87%

운수업 5,914 13,026 7.37% 1.48%

통신업 125 1,485 0.84% 1.06%

융 보험업 570 8,493 4.81% 1.37%

부동산 임 업 955 3,034 1.72% 0.73%

사업서비스업 895 8,128 4.60% 0.69%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274 9,534 5.40% 1.77%

교육 서비스업 1,763 15,027 8.51% 1.21%

보건 사회복지사업 1,118 9,543 5.40% 1.37%

오락,문화 운동 련 서비스업 1,676 9,279 5.25% 2.46%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4,754 10,780 6.10% 1.32%

※출처 :국가통계포털(이미주 논문 재인용,p38)

제주는 연근해 어장에 수산물이 풍부하여 어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일 부터어업에종사하는인구가많았다.해안선이253km에달하는지리 조건으

로 제주의 주변 해역은 넓은 륙붕과 계 별로 여러 해류가 감싸고 있다.겨울에는 황해,

동 국해일원에서식하는회유성어종이주류가되고, 가을에는색이장20)이됨으로서어

류자원이 풍부하며, 복․소라․톳․우뭇가사리 등 각종 정착성 동식물의 서식에도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수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제주의주요어업은연근해어선어업,마을어업 양식어업으로구별된다.연근해어선어

20)색이장(索餌場)-물고기가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모여드는 곳(다음 사 ,www.daum.net).



- 29 -

업은 제주,서귀포,성산포,한림,추자도 등을 심으로 하여 연승어업과 유자망어업 채

낚기 어업이 주로 행해지고 있고,마을어업에서는 제주 어업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5,600여명의 해녀들이 종사하며 소라, 복,우뭇가사리,톳,성게 등을 채취하고 있다.그리

고양식어업은제주도가외해에바로연 해있고,지형성큰만이형성되지못하며 해마다

태풍의 향을받아해면양식업은발달하지못하 다.그 신육상양식업과종묘양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제주도,2003;이미주,2009재인용).

그러나 국과마찬가지로제주지역도어업인구가 어들고있다.이는해양오염 무분

별한 어획 등으로 수산업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한국인들의 연근해 어선의 승선을 기

피하면서어업노동자수가 감소하고있다.근래들어제주는어업노동력(선원)의인력

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어선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선원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선주들이

큰어려움을겪고있다.이와더불어선주와선원간의 임 체불과불안한임 지 형태도

선원 인력난을 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의어업인력난은우리나라 체어업인구의감소경향보다더욱 하고,특히

부족한어선어업종사자들은 부분외지인에의존하므로외지인을안정 인어업인력으로

확보하기 해서 정한 수 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어업 경 은 물론 후생,복지 시설

등어민의정주환경을개선하는등의인력수 책을강화해야할시 에놓여있다(정동근,

1997).

2)제주의 이주민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 조건과 독특한 역사 배경으로 육지부와는 다른 사회문화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제주사회는 공업 입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덜 되고 농업사회

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동질성이 유지되는 지역공동체 성격이 강한 사회이다

(신행철,1995).

이러한제주에외국출생이주자가유입된시작한시기는1990년 반부터인데,국제자

유도시 지정과 맞물려 2000년 부터 이주민의 수가 증하기 시작했다.

제주의이주역사는 두가지 측면으로 살펴볼수 있다.제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와

타 지역으로부터의 제주 이주(Immigration)가 그것이다.제주인들은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조선시 부터 일제강 기를 지나 1980년 까지 일본으로의 이주를 감행하 다.고려시 에

는 제주인의 의지와 상 없이 몽골의 100년 지배하에 있었고,조선시 에는 죄인의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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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일제강 기말에는7만명이상의일본군이제주에주둔했던아 이주의역사를지녔

다.해방 이후에는 4.3사건으로 서북청년단이 제주로 이주해 왔고,이후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민들과 육군 제1훈련소의 설치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제주로 이주해 왔다.공화국설

립이후에는제주가 산업을주도하면서항만산업과3차산업의성장을도모하던시기에

라도와경상도의인구가제주에들어와 락을형성하고노동과사업을 개하 다.이러

한타지역으로부터의제주이주는이재수의난과일제강 기의강제동원과일본군주둔으

로큰피해를감수해야만하 다.이러한제주의이주 역사로인해제주인은외지인에 한

경계감과 배타성을 갖게 되었다(황석규,2010).

제주에외지인유입의역사는제주인에게어떠한동의도없이시작되어유입되었지만,제

주가2001년에사람․상품․자본의국제 이동을최 한보장하는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

면서,이 시기와 맞물려 외국인근로자,국제결혼이주자,유학생 등이 속하게 증가하게 되

었다.이 의외지인유입경 와는완연히다르게제주인의선택에 의한외국인유입이

개되기 시작하 다(정 외,2011).

2010년 재제주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의수는총42개국7,343명으로,도내주민등록인구

(562,663명)의1.3%이다.제주의이주민 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이주노동자는35%(2,563명)

에 해당하며,결혼이민자 16%(1,164명),유학생 12%(857명),혼인귀화자 6%(445명),재외동포

3%(252명),기타9%등이다(그림4).

<그림 4>제주지역 외국인주민 황 국 별 황

재 외
동 포

252명 (3% )

결 혼

이 민 자

  1,164명
(16% )

외 국 인

근 로 자
  2,563명

(35% )

유 학 생
857명

(12%)

혼 인

귀 화 자
445명 (6% )

타 외 국 인
666명 (9%)

타 사 유
귀 화

106명 (1% )

자 녀

  1,290명
(18% )

 

미 국

4 4 8 명 ( 6 % )

중 국

( 조 선 족
포 함 )

 3 ,0 9 6명

( 4 2 % )

일

2 6 5 명 ( 4 % )

대 만

3 5 9 명 ( 5 % )
몽 골

 2 1 8 명 ( 3 % )
트 남

 1 ,0 7 6명

( 1 5 % )

필 리 핀

5 0 7 명 ( 7 % )

태 국

1 9 3 명 ( 3 % )

우 즈
키 스 탄

7 0 명 (1 % )

캄 디 아

 1 6 1 명 ( 2 % )
인 도 네 시 아

3 7 7 명 ( 5 % )

타

( 스 리 랑 카 외

 2 8 개 국 )

4 0 4 명 ( 5 % )

캐 나 다

1 6 9 명 ( 2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보도자료(2010.4.8)재구성

국 별 이주민 황을보면, 국 국 자(조선족 포함)가 3,096명으로 42.2%로 가장 많으

며,베트남1,076명(14.7%),필리핀507명(6.9%),미국448명(6.1%)등의순이다.제주에거주

하는 이주민의 70%이상이 아시아계 국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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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주민의 가 른 증가의 심에는 이주노동자가 있다.이들 반 이상은 어

업부문에종사하며, 반은농축산업, 술인,제조업분야에서일하고있다.이주노동자들은

부분동남아시아국가에서유입되고있으며,국가별로는 국,인도네시아,베트남순으로

이들3개의 국가에서온 이주노동자가 1,795명으로 체의61.5%에달하고있다. 목할만

한것은 베트남인이꾸 히증가하고있는데,이는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베트남 출신이

주노동자가1차산업분야로꾸 히유입되고있기때문이다.아래<표12>는이주노동자의

국 별 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별 황
(단 :명)

구분 계 국
인도네
시아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미국 만 기타

2008 1,710 889 234 183 83 75 42 37 16 151

2009 2,240 881 185 186 163 184 77 164 2 398

2010 2,563 897 379 290 168 166 74 176 2 411

2011 2,917 998 373 424 140 152 67 178 3 582

※ 출처 :제주특별치도 여성가족정책과(2011년 7월기 )

3)제주의 외국인 선원 유입 황

제주에 합법 인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시기는 1993년부터이다.

홍○○(옛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처장)의 증언에 의하면,1998년부터 성산포에서

국인 선원(한족)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한국정부가연근해 외국인 선원을 1996년부터

의 도입한 것으로 볼 때,비슷한 시기에 외국인 선원이 제주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98년도에성산포 출소앞정류장에서울고있던‘장풍’이라는선원을만났어요.처음

엔외국인인 모르고,말을걸었는데어 하고이상하게한국말을하더라고요.천천

히말해보니까그제야 국사람인 알았어요.그때당시에조선족선원이몇사람

있었는데,그사람들은좀일하다가모두도망갔어요.그래서그다음부터선주들이조

선족을안쓰고한족만받았 요.장풍의얘기를들어보니, 랑우연히만난날 출

소에가서한국인선원한테폭행당했다고신고하니경찰이선주를불러‘왜이런일로

(국인선원이 출소로)오게하느냐!’라고닦달하더래요.경찰이선주에게‘장풍을

다독거려서일을잘해결하라.’고말하면서그냥보내버렸 요.그러자선주가장풍에

게욕을하고엄청뭐라고하니까,하소연할곳이없어서그냥울고있었다고하더라

고요.그친구랑차마시며이런 런얘기를나눴어요.성산포에 국인선원20여명

있다고말해줬어요.그당시제주에선원을포함한이주노동자가300여명정도 어

요.그때야문제의심각성을알고제주기독청년연합회조직을 심으로외국인근로

자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홍○○(옛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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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후반부터 성산포를 비롯한 제주지역에서외국인선원 도입 기부터 선원들의

응상의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지역사회의 무 심으로 그들의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다.

2000년도에 기독교인 청년들이 연합단체(제주기독청년 의회,이하 제청 )를 만들면서,제

주지역 외국인 선원들의문제를공감하고이들을 문 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기 해 제청

산하에 부설기 으로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를조직하면서 도

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원들의 고충 상담을 하기 시작하 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이주노동자 상담사례집(2004)에는 상담사례 9건 6건이 외국

인선원들의상담이다. 국인선원의폭력피해사례3건,임 체불1건,부당해고 업무재

해1건, 국으로강제출국1건이다.상담사례에는비인간 처우를하는선주와폭행을일

삼는 한국인 선원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직 는 본국 귀환을 해달라는 외국인 선원들

의 상담 사례뿐만아니라 임 체불도 심각한 문제로 다 지고 있었다. 한,선상에서의 고

된 노동으로 발생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을 못하는 선원을 선주가 부당해고한 사례 등이

나와 있다.이러한 외국인 선원들의 문제는 복합 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의연근해어업분야로유입되는외국인선원의수는지속 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른이탈인원도증가하고있다.아래<표13>은2007년부터2010년말까지제주지역

의 외국인 선원(E-10-2)도입 인원과 이탈 인원을 나타내는데, 체 도입 인원에 한

이탈비율은약20%에해당한다.외국인선원10명 2명이미등록노동자가되고있다.

<표 13>제주지역 외국인 선원(E-10-2)연도별 도입인원 이탈 인원
(단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입 인원
( 인원)

207
(207)

310
(517)

292
(809)

348
(1,157)

이탈 인원
( 인원)

49
(49)

66
(115)

64
(179)

43
(222)

※출처 :국토해양부 재구성(2010.12.31)

제주의연근해어선어업은제주,서귀포,성산포,한림,추자도등을 심으로하여연승어

업과유자망어업 채낚기어업이 주로행해지고 있는데,이러한어항이있는지역을 심

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분포되어 있다.

근무 황은 지역별로 볼 때 제주의 부속 섬인 추자지역이 225명(34.2%)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서귀포 133명(20.3%),성산포 123명(18.8%),한림115명(17.6%),모슬포 7명(2.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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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황은 서귀포가 35%으로 이탈 비율이 가장 높고,추자도 역시 31.7%로 높은 이탈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4>제주지역 외국인 선원(E-10-2)근무 황 이탈 황
(단 :명)

구분 모슬포 서귀포 성산포 제주시 추자도 한림 합계

근무 황
(비율)

7
(3.1%)

133
(20.3%)

123
(18.8)

52
(7.9%)

225
(34.2%)

115
(17.6%)

655

이탈 황
(비율)

-
79

(35.0%)
33

(14.7%)
15

(6.7%)
69

(31.7%)
29

(12.9%)
225

※출처 :국토해양부 재구성(2010.12.31)

지역에따라거주하는외국인 선원의국 별분포가다르다.유입국가 국출신선원

은서귀포와성산포지역에많이분포되어있고,추자지역과한림은인도네시아인,제주시는

베트남인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제주지역 국 별 외국인 선원(E-10-2)근무 황
(단 :명)

국
지역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계

추자도 73 102 50 225

서귀포 107 16 10 133

성산포 93 8 22 123

한 림 26 48 41 115

제주시 14 13 25 52

모슬포 1 4 2 7

합계 314 191 150 655

※출처 :국토해양부 (2010.12.31)

<표 16>은 고용허가제(E-9-4)로 들어온 선원은 총 70명으로,기존에 유입된 고용허가제

어선원을 포함하여 약 300여명이 제주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들 선원의 이탈율은 2.7%로

외국인 선원(E-10-2)의 20%보다 히 낮지만 조 씩 미등록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표 16>제주지역 연도별 어선원(E-9-4)도입 이탈 황
(단 :명)

국
지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이탈수)

321
(4)

366
(10)

226
(7)

341
(9)

양식업
(이탈수)

253
(1)

291
(3)

162
(2)

271
(2)

선박
(이탈수)

68
(3)

75
(7)

64
(5)

70
(7)

※출처 :고용노동부(2010년말 기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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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심층면 에응해 외국인선원들의사회인구학 특성은아래<표17>과같다.면 자

는 총 19명으로,외국인 선원(E-10-2)16명과 고용허가제 어선원(E-9-4)3명이다.

<표 17>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징(가명)

No 이름
(가명)

나이
(세)

고향 학력 자국직업
결혼
여부

입국비용
(안)

입국
연도

월소득
(원)

체류
비자

1 묘수 29 산둥성 고졸 검찰법의사 기혼 6만 2009년 80만 E-10-2

2 로진 37 강서성 졸 건설노동 기혼 6만 2006년 130만 E-10-2

3 리건진 27 산둥성 고졸 타이어공장 기혼 5만 2010년 80만 E-10-2

4 짱쯔인 41 산둥성 졸 농사 기혼 7만7천 2008년 90만 E-10-2

5 장이뢰 33 산둥성 졸 수의사 기혼 7만 2009년 90만 E-10-2

6 쏜 곤 37 산둥성 퇴 농사 기혼 7만 2010년 80만 E-10-2

7 도보동 32 길림성 졸 화물차운 기혼 7만 2010년 80만 E-10-2

8 장구청 26 하남성 졸 요리사 기혼 7만 2010년 80만 E-10-2

9 왕타쑨 40 하남성 졸 농사 기혼 6만 2005년 140만 E-10-2

10 류이도 27 하남성 졸 건설노동 기혼 6만 2008년 100만 E-10-2

11 조부린 32 하남성 졸 택시운 기혼 6만 2010년 90만 E-10-2

12 황더쯔 39 길림성 졸 농사 기혼 4만 2010년 100만 E-10-2

13 조군청 37 하남성 고졸 건설노동 기혼 6만 2008년 90만 E-10-2

14 왕뇨이 40 하남성 졸 건설노동 기혼 6만 2009년 90만 E-10-2

15 완라후 37 서성 퇴 건설노동 기혼 7만 2006년 130만 E-10-2

16 짱유청 39 흑룡강성 고졸 화학공장 기혼 6만 2007년 140만 E-10-2

17 짱도이 29 강소성 졸 건설노동 기혼 9만 2006년 200만 E-9-4

18 서 원 36 강서성 졸 농사 기혼 6만5천 2006년 180만 E-9-4

19 혜 붕 32 안휘성 졸 농사 기혼 6만5천 2006년 180만 E-9-4

※ 환율 : 국 1,000 안 →한화 176,850원(2011.12.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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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 인구학 특징

(1)국 고향

심층면 에참여한19명은 국국 의남성으로모두한족이다.면 자들의출신지역은

강서성(江西省)2명,강소성(江 省)1명, 서성(廣西省)1명,길림성(吉林省)2명,산둥성

(山東省)5명,안휘성(安徽省)1명,하남성(河南省)6명,흑룡강성(黑龍江省)1명이다.이들은

모두 자국에서 개회사(송출회사)를 통해 입국했다.

(2) 재 거주지

외국인선원(E-10-2)16명이거주하는지역은서귀포,성산포,구좌읍항구근처로공동숙

소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주로 갈치와 오징어를 잡는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일한다.오징

어 조업을 해 성산포에단기간 정박했던 부산선박의 국인 선원 1명도 면 에참여하

다.고용허가제 어선원(E-9-4)3명은 각각 11톤과 12톤 문어배를 타고 있으며 조업을 해

추자도,완도,여수 등을 돌아다니지만 주로 장기 으로 거주하는 곳은 구좌읍 ○○리이다.

(3)평균연령

면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4.5세이다.이들의 연령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평균연령보다 높은 것은 이들 부분이 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이다.

한국 입국 에자국 송출회사에 지불해야 할높은 개수수료를마련할수 있는연령이고,

국 송출회사에서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경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구나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학력

면 자들은 부분 자국에서의 교육수 이 낮다.이들의 학력은 등학교 퇴나 졸업 8

명, 학교 졸업자 6명,고등학교 졸업자 4명, 학교 졸업자가 1명이다. 국 개회사에서

선원 모집 시,선원들의 학력보다 입국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가 요한 선정 기 이

므로 선원들의 학력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5)자국 직업

면 자들은자국에서의사회․경제 지 가낮은편인데, 문직수의사1명을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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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공장노동자이거나육체노동을하는사람들이다.이들의자국직업은건설노동자

6명,검찰법의사1명,공장노동자(타이어,화학)2명,농부6명,수의사1명,요리사1명,운

기사(택시,화물차)2명이다.이들은 모두 자국에서 수산업 련 분야의 교육을 받아본 도

없고,배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6)가족사항

인터뷰에 응한 면 자들은 모두 기혼자이며,자녀가 1명이거나 2～3명 정도 있는 상태로

한국에 입국했다.외국인선원은돈을 벌면가족이있는 국으로다시돌아가고싶어하지

만,계약된체류기간3년이만료되면가족들을만나러고향에잠시다녀왔다가한국으로돌

아와 사용자와 재계약을 하며 장기 으로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7)입국연도

제주에거주한지1년미만인면 자는6명,2년이상된면 자는13명이다.면 자19명

계약만료기간(3년)을 넘어 재계약을 해서 4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사람은 7명이다.

이들 7명은 산업연수제도하에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2007년에 산업연수제도가 면 폐

지되면서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던 면 자 4명은 외국인 선원제도(E-10-2)로,20톤 미만

선박에일하던면 자3명은고용허가제(E-9-4)로편입된경우다.고용허가제어선원3명은

2007년 이후부터 이원화된 제도의 변화를 실질 으로 경험한 선원들이다.

(8)입국비용

면 자들의입국비용은일정하지않고제각기다르다. 게는4만 안에서많게는9만

안까지다양하다.평균입국비용이 국돈64,000 안으로한화로는11,318,400원(2011.12.07

기 )이다.송출국의 공식 인 입국비용에 해서는 수 앙회의 규정이 있지만,자국에서

지역에따라 개업소나 로커의이익편취를 해각종수수료를떼기때문에입국비용이

다르다.입국비용에는 개수수료 외에보증 (선원 이탈 시 약 )을 선불로 지 한 면

자도 있다.

(9)월소득

조사 상자의 월소득은 외국인 선원(E-10-2)과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이 다르다.

외국인선원(E-10-2)은1년미만이80만원～90만원,2년이상이90만원～100만원,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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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00만원～140만원 정도이다.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은 모두 재계약을 한 5년 이상의 숙련노동자로 이들은 180만

원～200만원의임 을받는다.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의 최 임 은근로기 법의 용

을 받으며,숙련도와 근무연수에 따라 직 선원이 회사(는 선주)와 상을 한다.

(10)체류 상태

면 에응한외국인선원은모두합법 인체류 비자를갖고있었다.20톤이상 어선에서

일하는외국인선원16명은출입국법상선원취업비자(E-10-2),20톤미만선박에일하는고

용허가제어선원3명은어업일반비자(E-9-4)를갖고있었다.그러나연구조사 에면 자

19명 1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 고,3명은 육지로 이탈하 다.

2)한국 이주 배경

(1)이주 배경

면 자들의자국주변환경은국제이주가일상 이다.인터뷰에참여한면 자들의고향

은TV 고와 고 단지등을통해외국에서일할사람을모집한다는 고를 으로

하고 있어서 일상에서 모집 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들을 연결하는 곳은 개회사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만,일본,홍콩등으로 모집한 사

람들을 노동자로 보내고있다. 국의시골지역에는 심가에 한집건 한집에 개소(

개회사의 지 형태)가 있다.이들은 공식 인 경로가 아닌 친척이나 이웃,친구 등의 개인

소개로 로커를 만나 과다한 소개비와 웃돈을 주면서까지 한국에서 일하려고 한다.

산둥성에는텔 비 에서한국에서선원을모집한다고구인 고를많이해요.신문지

에도 개회사에서뿌리는모집 고 단지(선원모집)가많이끼어있어요. 고보

고 국송출회사에 찾아갔더니, 한테한국에서일하면한 달에 1만 안을 벌 수

있다고 해서,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에 오게 어요.
-장이뢰(39세,E-10-2)

한,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고 오는 모습을보며,한국으로 들어온

면 자도있다.어떤면 자는한국에오기 에다른나라에서이미일을해본경험이있어

서,이주에 한결정이쉬웠다고말한다.이는다른나라에서의취업경험이나친인척이한

국에 있어서타문화 응에 한 심리 부담감이상 으로 덜하기때문으로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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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4명이먼 한국에왔어요. 부선원이고,목포에있어요.모두돈을잘번다고

하길래 도 뒤늦게 온 거에요.친척들은 멸치배 타는데, 만 오징어배 타요.
-조부린(32세,E-0-B)

는 18세부터 만원양어선을 6년 동안 탔어요.다랑어(참치)를 낚는 배인데,보통

반년이나1년을바다 에있어요.다랑어는주로일본에수출했어요. 만에서일해

봤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혜여 (32세,E-9-4)

면 에참여한외국인선원은모두안정 인이주의연결망인자국 개회사를통해입국

했지만,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연 계나 교우 계를 통해서 유입국의 정보를 알고

있었고,한국 입국 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통해 정착 과정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2)한국 선택 동기

면 자들이한국을선택한동기는두가지이다.첫째는한국이 국보다잘사는나라여서

돈을많이 것이라는 것과가족들을 먹여살리려고 스스로선택한 합리 결정이다.둘째

는외국경험을하고싶어서이다.돈을버는것이이들에게 요한입국목 인것은사실이

지만순 히경제 목 만을 하여 입국한사람만 있는것은아니다.어떤면 자는돈도

벌면서 외국 문화에 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왔다고 말한다.

친척 에일본에돈벌러간사람은있는데,많이벌어왔어요.한국에오면친척들처

럼벌 알았어요.한국에가겠다고가족들에게얘기하니까,동의하지않았지만가족

들을 설득해서 오게 어요.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온 거에요.
-도보동(32세,E-0-B)

집근처에 개회사들이많은데,한국에만노동자를보내는게아니라싱가폴, 만,일

본등으로다갈수있는회사 습니다.제가살던강서성은시내말고, 같은경우에

큰길마다 개소들이쫙있어요.그거보면외국에나가돈도벌고다른나라(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아직 으니까요.
-짱도이(29세,E-9-4)

면 자들은 부분자국송출회사의 개로한국에이주했지만,그들이이주의배경과동

기는먼 해외취업경험을한인 연결망을통해나름 로정보를입수하고이주를감행

하고있다.이는이주의연결망이형성되면,그것이이주의비용과 험을감소시켜순이익을

증 시켜주기때문에이들간의이주가능성을증가시키는효과를발휘한다는박경태․이상

철․설동훈(199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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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응 실태

이장에서는2010년10월부터2011년9월까지제주지역 국인선원들을방문하면서면

을했던그들의이야기를다루고자한다.연근해어업분야에서일하지만,각기다른사회경

제 조건과 제도하에 있는 외국인 선원(E-10-2)과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을 비교하면

서 살펴보고자 한다.

면 자들의 이주과정은 어떠했으며,노동조건과 문화생활 차원이라는 사회경제 조건에

서 그들은 어떻게 응하고,다차원 인 배제와 한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상황에서 이

들은 어떻게 응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이주 과정

1)이동 경로 :자국 송출회사,개인 로커

외국인 선원(E-10-2)은 공식 인 개조직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국 송출

회사의성격은선주의 리인이아니라,자국선원을외국의특정선박에승선시키거나 는

하선시킬 때에 수송 업무 선원고용계약과 련된 일을 하는 고용 개자라고 본다.이들

의 업무는 선원의고용 외국 선주와선원고용계약의 체결,선원의출국 귀국 차업

무,고용된 선원의 훈련,선원의 감독 배선계획,임 과 보험 리,노조교섭 등의 업무를

한다(신명남․이명우,1997).

그러나선원 송출과정에서 국측송출업체간의과당경쟁으로선원임 의덤핑,일부

송출업체의 선원증서 비의 사기행 와 선원임 의 착취행 ,과다한 보증 등의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문제는송출회사에해외취업을신청하는선원들에게고스란히그피해가돌아가고

있다.연구자가만나본면 자 반이상은계약내용도잘모르고,배를탄다는것외에는

자세한정보를잘몰랐다고말한다.계약내용을 강알고있는면 자들은자국에서의정보

가한국에서의계약내용과다르다고말한다.당시체결한자국계약서를가진면 자는거의

없는데,이는사후책임소재를사 에차단하려는자국송출회사의고의 인행동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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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계약할때뱃일하는건알았어요.3일일하면6일쉰다고했어요.그리고겨울

에는몇개월동안일이없을거라고했어요.여기(제주)에12월부터1월은2개월정도

쉬는배들이있다고했어요.그런데우리배는안쉬고매일조업을나가거나잔일을

합니다.여기서 막상 일해 보니 계약 내용과 달라요.일이 이 게 힘든 몰랐어요.
-리건진(27세,E-10-2)

국에서화물차운 했는데,한달에 국돈으로3천 안을벌어요.그런데 개회

사에서 일자리 소개할 때 한국에 가면 담뱃값()을 받으면,거의 7천 안이나 8천

안씩 받는다고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와보니 사실 그 지 않아요.
-도보동(32세,E-10-2)

개회사에서선원을 유인하기 해 미끼로 과장되고 거짓된 정보를 알려줘서 국인 선

원들에게‘코리안드림’을꿈꾸게한다.그런정보에속아한국취업을선택한 국인선원은

한국에 입국한후에야 사기당했음을 알게된다.자국 개회사에서 제공한계약내용과한

국에서 선주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이 다름을 알게 된다.

는사기당해서왔어요.산둥성주변의 개회사에서는좋은얘기만했습니다.한번

배 타면 10일 정도 걸리고,첫 월 이 80만원이지만,나 에는 210만원 정도 올려

것이고,2～3개월이지나면월 을많이올려 거라고했어요.보통한달에인민폐로

1만 안도벌거라고생각했어요.일하는 에휴가도2～3개월주고,휴가기간동안

에는 다른 일(선원 일이 아닌)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간에 국 고향 집에 갔다

올수있다고도말했는데,한국에온지1년이 는데고향에갔다오고싶어도선주가

못 가게 해요.여기서 일해 보니 계약 내용과 아주 달라요.사기 당해서 억울해요.
-묘수(28세,E-10-2)

몇몇 개회사는 모집 후 신청수수료를 받고 나서,신청자에게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임 은 얼마인지자세한사항을설명해 다.뱃일의 험성과어려움을듣고난후에한국

취업을취소하려고하지만, 반밖에환불해 수없다는 개회사의입장에이미신청

기에 비용을 많이 들인 신청자는 한국으로의 입국을 취소할 수 없다.

TV에 고할 때 한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개회사에서 구체 인

내용은 알려주지않고,일단 신청을 먼 하라고했어요.신청하면서3천 안 냈고,

면 후에교육을받았어요.교육후에1만5천원 안을내고나서야이일에 해자

세히말해줬어요.그사실을알고한국에가지않겠다고하니,돈을 반밖에못 다

고하더라고요.그래서어쩔수없이한국에왔어요.거의2만 안을내고서야자세한

사항을알게되었습니다.1만 안넘게손해를 야하는상황이라올수밖에없었습

니다. 부분 개회사가 이런 방법으로 한국에 선원을 보내요.
-짱 청(39세,E-10-2)

이에 반해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신청수수료까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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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리하고 있어서 차상 투명하다.2007년 산업연수제도 폐지 에 들어왔던 선원은

보증인을세우고보증 을포함해서 개수수료를냈지만,재계약을선주와직 하면서

개수수료도일 내지않았고,기존에냈던보증 도돌려받았다. 한,계약내용에 해서

는 노동조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의 이해해서 쉽게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2006년에는시험이없었고,그다음기수부터한국어시험을보고한국에왔어요.2006

년에한국올때보증 과수수료를합쳐9만 안정도냈어요.3년일하고 국들어

가니, 개회사에서보증 4만 안을돌려줬어요.2009년에선주랑제가직 재계

약하고한국오는거라보증 이필요없다고했어요.선주랑1년에한번씩재계약을

했어요.계약할때직 제가 가지않더라도선주가 화로 자기와계속일하겠냐고

물어 서하겠다고 답하면계약이 어요.임 도이미합의해서구체 인계약내

용을볼이유가없었어요.내용은몰라도일을경험한거니까굳이그걸선주에게계

약할 때 따지지 않았어요.내가 원하면 계속 일하는 거고,원하지 않으면 다른 배로

갈 수 있으니까요.
-짱도이(29세,E-9-4)

외국인 선원 제도(E-10-2)의 고용과정에서는 상당수 선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

었다.이러한 피해 발생에 해 한국의 련 기 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수방 하

고있고, 리 주체인민간기 이 탁한 국송출회사의송출과정에 한 리감독은

이루어지지않고있다.이는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송출과정에서발생하 던이주노동자

피해 문제가 외국인선원제도 하에서도 여 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입국 비용 : 개수수료( 로커 비용),보증 ,사후 리비

선원취업(E-10-2)으로들어오는외국인선원은 개회사에입국비용을지불한다.수

앙회에명시된외국인선원의공식입국비용은3,000달러(한화약3,246,000원)이지만21),지

역마다 개회사의 지 에서 받는 입국 비용은 제각각이다.

외국인선원이 개회사에지불한 개수수료(로커비용)는 게는4만 안에서많게는

9만 안을내는데,자국에서지역에따라 개업소나 로커의이익을 해각종수수료를

편취하기 때문에 입국 비용이 다르다.

입국비용에는 개수수료외에선원의이탈방지용보증 을포함하기도하고,경우에따

라 신원보증인을 1명내지 2명을 세우기도 한다.계약했던 외국인 선원이 사업장 이탈 시에

는 신원보증인이 선원을 신해 약 을 물도록 되어 있다.이는 배에서 인권유린을 당하

21)선원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한 책 원회,<시민사회단체 간담회>자료,20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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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노동차별을 당해도 자국에 세운 보증인 때문에 항조차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

는 족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증인2명이있어요.아는선생2명이보증인으로서줬는데,1사람당7만5천 안씩

15만 안이에요.내가도망가면,그분들월 에서그돈을까기로 어요.힘들어죽

더라도 불법체류를 할 수 없었어요.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버틴 거 요.
-짱 청(39세,E-10-2)

보증인 2명.1인당 10만 안.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에요.보증인 없으면,도망갔을

거 요.보증인이없는경우에는거의다도망을갑니다.보증인이있는경우에만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요.
-리건진(27세,E-10-2)

입국 비용은 주로 친인척이나 은행에서 출을 하거나 고리 업자에게 빌려서 한국에

온다.처음 1～2년 동안 번 돈은 빚 갚는데 모두 사용한다.그래서 외국인 선원(E-10-2)은

입국 후 1～2년은 빚 갚는 기간으로 간주하며 버리는 시간이라고 여긴다.

모두6만 안을빌렸는데은행에서3만 안,친척돈3만 안빌렸어요.은행이율

이 12%로 높아요.1만 안이면 1년에 이자로 1,200 안을 줘야 합니다.
-도보동(32세,E-10-2)

는7만 안냈어요. 개수수료는한국에온다음에1년정도일하며빚을갚아갔

습니다.생각해보면 1년은 월 없이 일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완라후(37세,E-10-2)

입국후에외국인선원은매달한국송입회사에사후 리비명목으로 리비를납부하고

있다.이것은 자국송출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반강제 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국선원노

동자는통장에서일정 액을송입회사계좌로매달납부하고있었다.2003년에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송입회사의산업연수생사후 리비강제징수에 해문제제기를하자,2004년

부터 자국 송출회사에서 아 입국 비용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

국회사에서월 통장에서 리비를뺀다고하니까 국에서나올때 리비를미

리 부 주고 왔어요.
-짱쯔인(40세,E-0-B)

제주지역의 외국인 선원들은 재까지 리회사(한국 내 송입회사)에 자동이체로 매달 3

만～5만원의비용을납부하고있다.심지어임 체불이된선원의통장에서계속 으로

리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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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80만원인데,실질 으로 리비3만원제외하면77만원.한국에서9개월일했

는데 리회사에서 리비를 12번 떼어 갔어요.
-장이뢰(39세,E-0-B)

사후 리비를 선원들에게 받고 있는자국 송출회사는한국에서문제가생기면 리회사

(송입회사)로 찾아오라고 하지만,선원들은 송입회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외국인 선원들은 리회사가 사후 리는 제 로 해주지 않으면서,선원들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생각한다.

여기 개회사의 리인들은 리비만받는역할을한다.한국에오기 에는 국

개회사에서임 체불이나 가욕하고때릴때는회사 리인을찾으라고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거짓말이다.여기에 나오면 별 소용이 없다.
-완라후(37세,E-0-B)

송입회사가 챙긴 리비의 부당함에 해 문제제기를 했던 한○○(제주이주민센터 사무

국장)는 송입회사가 리비를 받을 법 인 근거가 행 법률에 없기 때문에 선원들이 한국

에서 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게법 인근거가없어요.자국에서선원들이 리비명목으로송입회사에주겠다

고계약서에사인해서지불하는겁니다.그건거기서이 진계약이기때문에여기서

주지 않아도 법은 아니죠.선원들은 모르고 당하는 거죠.한국 송입회사에 외국인

선원을100～200명정도 리하는데, 리비명목으로3～4만원을떼어갑니다.그게

엄청난돈이거든요.그래서 희단체에서경찰에제보했어요.그후에는 희단체에

서상담했던선원에게는송입회사에 리비를주지말라고통장자동이체자체를막

아버렸어요.이문제로해당회사와엄청싸웠어요. 희쪽에서‘왜 네 리는하지

않으면서 임 체불은 계속 되는데 리비만 챙겨가나!’라고요.

이에반해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2007년부터산업연수생제도가 면폐지되어민간

탁기 이아닌공공기 에서총 하므로행정수수료외에는 개수수료를낼필요가없다.

한,일정 수 의 자격을 갖춘 자를선별하기 해한국어시험을합격해야 한국으로 올 수

있다.이는 과거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송출과정의 비리와 이익집단의 부

정 이익 축 등과 같은 각종 폐단을 방하기 해서이다.

산업연수생제도와흡사한외국인선원(E-10-2)제도에서는선원들이공식 인비용외에도

막 한 로커비용,보증 ,사후 리비등을내야하므로더많은돈을벌기 해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으로라도 미등록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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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국 시 사 교육 여부

자국송출회사에서이 지는사 교육은선원들이일할노동환경과한국어를미리익

작업의효율성을돕고선원들이한국생활에 응하는데도움을주기 해교육을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분 개회사에서는 잘 이행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 외국인 선원 에 자국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자는 반으로,이

들의직업이건설노동자나농민들임을감안할때한국어교육이나특수한노동환경인뱃일

에 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은하는데구체 으로가르쳐주지않았어요.어떤배에서무슨일을하는지어떤

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교육하지 않더라고요.
-조부린(32세,E-0-B)

일반 으로1개월정도교육을하도록되어있으나형식 으로운 되고있다.이는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문 인 훈련 인력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개회사에서 선원 모집을

통한 수수료 챙기기에만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해 요시 여기지 않고,송출회사의 지

형식인 소규모 세 개소가 많아 이러한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송출회사에서1개월정도교육해요.오 에는훈련,오후에는한국어.우리회사에서

는상세하게말해줬어요.하지만다른 국선원들얘기들어보니까제 로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 로진(37세,E-0-B)

뱃일을배운 이없어요. 개소에서선생님을 빙해서한국어를25일정도배웠는

데,자음과모음사용법을배웠어요.그선생님도한국어를잘하는분이아니고,본인

도 한국어 책을 보면서 익힌 후에 희에게 가르쳐 거 요.
-완라후(37세,E-0-B)

한국 입국 후에 이주노동자는 해당 총 기 에서 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외국인

선원은서울에있는수 앙회에서2일～3일에걸쳐간단한한국어와배에서하는일을

상을통해배운다.그러나면 자들은 짧은기간에받는연수가그 게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말한다.

수 에서3일동안간단한한국어와고깃배에서어떤것을잡는지가르쳐줬어요.한국

어는자음과모음정도가르쳐주는데,그런거말고배에서쓰는용어를가르쳐줬으

면 해요.수 교육이 별 도움이 안돼요.
-장이뢰(39세,E-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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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조건

1)신분증 :외국인등록증,여권

외국인선원(E-10-2)의동의없이신분증과통장을압수하는것은 명백한인권침해임에

도 불구하고 선주나 수 이 리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다.선원들의 사업장 이탈을 우려한

선주가수 에보 하기도하고,수 이선주에게 리지침처럼가르쳐주어압수하기도하

며,송입회사(한국 선원 리회사)가 갖고 있기도 한다.

특히한국거주기간이2년미만인선원은 부분선주나수 이신분증을보 하고있었고,

3년이상일한선원은본인들이소지하고있었다.신분증에별의미를두지않는선원도드물

게있으나,면 에응했던면 자들은자신들의신분증을선주나수 이소지하는이유를선

원들이 도망갈까 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사실에 더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다.

수 에서신분증과통장가지고있어요.난복사본만있어요.그거 법인것알고있

어요.선원들이 많이 도망가니까 거기서 보 하는 것 같아요.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면수 에300만원에서400만원을보증 처럼줘야한 요.성산포는선원들

이6개월이상배를타면선원에게돌려줘요.난안줘도상 없으니까크게개의치않

습니다.
-조부린(32세,E-10-2)

신분증은제가갖고있어요.다른사람들은도망갈까 수 과선주가갖고있어요.

그거 안주는 사람이 부분이에요.
- 로진(37세,E-10-2)

심지어월 통장도선원의동의없이선주와수 이갖고있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면

자 리건진은3번의 이직으로선주가 계속 바 어 자기 신분증과 통장이 구에게 있는지

도 모르니 연구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5개월동안선주가3명바 었습니다.통장이어느선주한테있는지모르고,4개월동

안일하면서도월 통장을보지못했고통장에월 이들어왔는지확인도못했어요.

에일했던배에서어떻게월 을받을수있어요?수 은모른 요. 국선원들은

통장과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리건진(27세,E-10-2)

외국인 선원에게 신분증은 자신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이기도 하지만,여가생활에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다.서귀포에 거주하는 면 자 황더쯔는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토로한

다.쉬는 날 지에 놀러 다니고 싶어도 신분증이 없어 행동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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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여권과신분증을가지고있어요.처음에는모르니까그랬습니다.무작정어디

를가더라도나는신분증이없어요.근처천지연폭포나가까운공원에놀러가고싶은

신분증이없으니까 러못가요. 가물어보면신분증이없으니까……어디를가지

도 못해요.왜 내 신분증을 못 가지게 합니까?
-황더쯔(39세,E-10-2)

이와달리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신분증을연구자에게당당히보여주며,당연히신

분증은본인이가져야한다고말한다.면 자짱도이는무면허로오토바이운 을하다가경

찰에 검문을 당할 때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신분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처음부터선주는외국인등록증을내게줬어요.쉬는날에는돌아다녀야되니까.오토

바이타고서귀포가는데,경찰이세웠어요.제가등록증을보여주면서‘국사람입니

다.’라고 말하니,경찰이 나보고 ‘가!가’라고 말했어요.
-짱도이(29세,E-9-4)

2)엄격한 계 차별 작업량

바다 에서 일하는 특수한 노동 환경인 배에서는 군 와 같은 계 계가 존재한다.

근로기 법의 특별법인 선원법22)에서는 선장,해원,직원,부원 등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

다23).계 지 가 높은 순서는 선장,갑 장(는 기 장),한국인 선원,외국인 선원

(E-10-2)순으로,외국인 선원(E-10-2)의 지 는 최하 부원이다.

배에서 일할 때는 역할을 구분해서 유기 으로 일을 하지만,선박에서의 모든 통솔 지휘

권은 선장에게 있다.배에서의 계는 육상 노동환경과 다른 군 식 시스템이라,선장이나

갑 장(는 기 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고립된 바다에서 조업할 때 선주가 없으면 선장에게 선박에 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

기때문에그의명령에의해모든일이결정된다.이러한선장의막강한권력을외국인선원

은 불만족스러워하며 불평등하다고 여긴다.

어떤 국사람이배를탄지3일만에한국인선원에게맞았어요.선장이한국인선원

22)선원법은해상근로자인선원에게 용되는근로기 법으로,해상노동의특수성을감안하여제정된근로기 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김철수,1995).

23)‘1."선원"이라 함은 임 을 받을 목 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하여 고용된 자로서,선장ㆍ해원

비원(승무 이아닌자를말한다)을말한다.2."선장"이라함은해원을지휘ㆍ감독하며선박의운항 리에 하

여책임을지는선원을말한다.3."해원"이라함은선박안에서근무하는선장이아닌선원을말한다.4."직원"이

라함은항해사ㆍ기 장ㆍ기 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ㆍ운항사그밖에 통령령이정하는해원을말한다.5.

"부원"이라함은직원이아닌해원을말한다.6."선원근로계약"이라함은선원이승선하여선박소유자에게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하여 임 을 지 함을 목 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선원법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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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그친구를 때리라고 말했어요.그 사람이 을 다쳤는데도배를 육지에돌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그 사람은 지 성산포로 갔습니다(이직함).
-황더쯔(39세,E-10-2)

선주가좋아도아무런소용이없습니다.선주가같이배를타는게아니기때문에별

상 이없어요.선장은늘한국사람편입니다.막말로한국인들이방귀를 면우리는

그냄새를맡을수밖에없어요.무슨문제가있어서선주에게말하면선장한테얘기하

겠다고합니다.하지만소용이없습니다.배타는사람은선장인데,선장은한국인편

에 서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고질 인 문제입니다.
-짱 청(39세,E-10-2)

갑 장(는 기 장)이나 한국인 선원은 외국인 선원을 군 처럼 최하 계 으로 여겨,

그들에게노 부리듯 더많은작업분량과잔업을요구한다.이러한 배제의경험을 외국인

선원들은한국직장의계 서열때문이라고여기지않고,외국(국)에서왔기때문에무

시당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선원이1명더있으면서로바꿔서그일을하는데,배에외국인이1명뿐이면

한국인선원들이도와주지않아요.무조건외국사람만시킵니다.외국사람에게는쉬

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요.
-장이뢰(39세,E-10-2)

한국이주노동자의 지 가 ‘계 이하의계 ’라고 규정지은 빈그 이(2004)의연구 결

과처럼어선내외국인선원의 치는근무연수나숙련도에상 없이최하 계 에속한다.

자기네(한국인)보다일 일어나야지늦게일어나면욕먹어요.배에서벨이울리면제

일먼 나가야해요.배에서옷을벗고잠을자본 이없어요.항상일하던작업복

그 로입고잤어요.옷입는시간이오래걸리면늦게온다고때려요.식사할때도

식사 비하는사람이있는데도,나보고거들어주지않는다고욕해요.자기들(한국인)

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나보고 그걸 다 시켜요.
-쏜곤(37세,E-10-2)

뱃머리에서 후미까지 그물추를 담은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온갖잡일을혼자했어요.한국인선원과같은시간을일해도,어렵고힘든일은 한

테만시켰어요.한국인선원들은갑 에앉아서미끼끼우고그물을걷는쉬운일들만

했어요.
-도보동(32세,E-10-2)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은 선주와 외국인 선원들로만 이 진 배가 많다.한국인 선원

없이다른나라의선원들과함께일하다보니,계 서열은존재하지않는다.오히려선주

가 외국인 선원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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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짱도이의경우,그가일하는문어배(11톤)에는선주와베트남선원2명이있다.면

자를포함해5명이일을하고있다.면 자서원의경우에도한국인선원없이 국인2명

과 선주뿐인데,선주는 숙련노동자인 그에게 일체의 업무를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한다.

한국인은뱃일을하고싶지않으면그만두다보니사람들이자주바 었어요. 는비

자를바꿀수없으니까…….지 은선주까지합쳐5명이일해요.한국인선주외에는

모두외국인입니다. 국사람1명,베트남사람2명, 키스탄사람1명에요. 키스탄

사람은계약이끝났어요.2개월 에선주랑재계약할때월 부분에서합의 을찾

지 못해 다른 배로 갔어요.
-짱도이(29세,E-9-4)

선주는배운 만합니다.처음배를탈때한국인선원이있어서,그사람일하는거

보면서따라일했어요.지 은한국사람이다그만둬서, 국사람2명과선주밖에

없어요.원래3명이해야될일인데,지 2명이하니까선주가돈을더줘요.우리끼리

알아서 일 잘해요.선주는 우리한테 맡기고 배 운 만 해요.
-서원(36세,E-9-4)

3)장시간 노동

외국인 선원(E-10-2)은 해상 노동의 가장 어려운 으로 장시간 노동을 말한다.하루 노

동시간은18시간에서20시간이고,수면시간은보통4시간내지5시간이다.배에서하는어업

노동은일반 으로기후에민감한바다상황과해류에따라진행되느라밤낮으로조업을하

는 등 육상 노동보다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다.

어업조작횟수는 ‘기선 인망어업’에서는 보통 하루에 5～6회부터 10회 정도,‘기선건착망

어업’은하루에1～2회,‘연안권 망어업’은하루에8회정도조업을반복한다.각각의작업횟

수와 하루에 필요한 노동시간도불규칙 이며 새벽부터 일몰 후늦게까지 조업하므로 보통

10시간 이상 15～16시간에 달한다.그러나 어군의 내유 혹은 군을 요했을 때에는 작

업노동이20시간을 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밤낮을 계속 으로 해야 하는경우도

있다(박성북,2008).

배에서일정시간노동을계속하게되면그피로를회복하기 하여일정한휴식, 양섭

취,수면등을취하지않으면신체의보장은물론후일의노동을지속할수없다.이에선원

법에는선원의근로시간,휴식시간등을명시하고있지만,선원들에게바다라는노동환경은

일과 휴식의 구분이 무의미한 공간이다.

해상노동은24시간내내배를벗어날수없는공간 인제약과공동생활을유지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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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질서로 구속되어 있어서,업무에서 야기되는 스트 스의 해소도 쉽지 않고 노동력의

재생산이잘이 지지않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이러한열악한노동환경에서외국인선원

은한국인선원에비해과도한노동시간과노동강도를강요받고있고,한국인선원들이휴식

시간을 가질 때도 외국인 선원들은 휴식 시간도 없이 각종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국선원은제일늦게까지일하고 녁9시에잠을자서,새벽1시에한국인선원보

다일 일어나요.그리고고기잡는낚시를던집니다.모든작업이새벽에이 져요.

한국사람들은휴식시간이있는데, 국사람은휴식시간이없어요. 국사람들은

고기잡을 비(그물정리,기계손질등)를다해야되요.뱃일은힘들고일하는시간도

길고 무 추워요. 국에서는 보통 10시간～11시간정도 일해요.
- 로진(37세,E-10-2)

일하는 부분에서한국 사람들이하는 건 나도 할수 있지만,제일힘든 것은 일하는

시간이 무길다는거 요.배에서제일많이잔게4시간이고,새벽2시에일어나서

녁11시까지일하다밥먹으면12시에요.그러다보면거의2～3시간밖에못자요.

만약한국에다시들어온다면건축 장에서일하고싶어요.건축일은시간과돈이정

해져있잖아요.8시간일하면10만원정도 요.뱃일은거의잠을못자서힘들어요.
-조부린(32세,E-10-2)

국내 모든 선원이 선원법에 용을 받는다고 하지만,외국인 선원(E-10-2)은「외국인 선

원 리지침」에근거해한국인선원과다른 우를받는다.몇차례의선원법이개정되어도

외국인 선원(E-10-2)에게는 해당 사항이 실질 으로 용되지 않는 곳이 배이다.독립되고

폐쇄 인 배라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8월에인천에가서게잡는일을했어요.거기서도온갖힘든일은외국인들을다시키

고쉬는시간도없이일만시키는것이 무불공평했습니다.거의새벽2시반부터밤

10시까지끊임없이16시간동안일했습니다.3개월동안그일을했어요.서귀포에와

서도 그 게 혼자 일을 많이 했어요.
-장이뢰(39세,E-10-2)

배에서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자는데,한 달 합치면 60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한국

사람들은자기들끼리순번을정해서계속자는데, 국사람에게는잠을자지못하게

하면서일을시켰습니다. 국선원이도망가는제일 요한원인은일이힘든것보다

월 이 다는겁니다.일이힘들고잠을덜자는것에비해 가가 무 어요.배가

한 달 동안 바다 에 있었는데,잠을 60시간밖에 못 잤어요.
-짱 청(39세,E-0-B)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은 주로당일에조업이이 지는 근해통발어업(문어배)에 종사

하므로 노동 시간과 휴식시간이 일정하다.한국인처럼 고용허가제 어선원(E-9-4)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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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근로시간이법으로규정되어있다.바다 상황에따라조업일정이달라지는어

업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 시간이 연장될 때는 선주가 그들에게 잔업 수당이나 보 스로 부

가 인 비용을 지불한다.

이들은보통새벽에나갔다가오후에육상으로돌아오므로노동시간이10시간이넘지않

는다.문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는 10일～15일 정도로 바다에서 살지만,1년에 몇 번 정도

에불과하다.면 자들(E-9-4)도그때에장시간의 노동을하지만,선주가어획량에따라 이

들에게 수당을 지불하기 때문에 참을 만 하다고 말한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나 4시쯤 나갔다가 보통 녁 5시나 6시에 들어오는데,

겨울에는바다에3일이나5일정도있을때도있어요.원통형 어단지가있는데,바다

에단지를던졌다가후에가서 어단지안에있는문어를끌어잡아요.그것은바다

상황에따라다르기때문에일정을그때그때 야되요.일끝나고집에오면밥먹고

자요.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며칠씩 쉴 때는 휴가 가거나 놀러가요.
-짱도이(29세,E-9-4)

한국에거주한지4년이넘는짱쯔인과짱도이는연구자에게장기거주할수있는방법을

물어보았다.이들의 최 심사는 주권이다.이는 외국인 선원들이 힘든 해상 노동을 피

해육상 노동으로이동하여돈을벌고 싶어하기때문이다.한국에의 장기거주에 한요청

은 외국인 선원(E-10-2)뿐 아니라 고용허가제 어선원(E-9-4)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주권을신청할수있어요? 주권신청하면 국에왔다갔다하면서일을

할수있습니까?아니면육지에가서다른일도할수있어요? 는한국사람들처럼

자기마음 로다니고싶어요. 주권을딸수있다면뱃일안하고육지에가서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짱쯔인(40세,E-10-2)

우리의최 심사는 주권이에요.그거받고오랫동안일하고싶어요.나는한국생

활이좋아요.한국 주권을가지고싶어요.한국온지5년이 는데난왜 주권이

안됩니까?나는일하는시간을떠나서한국사람들처럼원하는곳에서일하고싶어요.

공장일도괜찮을거같아요.(한국말로)다도망갔어. 화통화하고인터넷채 도해.

서울, 구,인천, 주,울산에있어.그친구들은200만원내지300만원번다고말해요.
-짱도이(29세,E-9-4)

4)낮은 임 임 체불

높은노동강도에비해외국인선원(E-10-2)의월 은매우 은편이다.근무연수와숙

련도에따라달리 용되기도하지만,일반 으로1년미만이80만원～90만원,2년이상～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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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90만원～100만원,3년 이상～4년 미만 100만원～140만원,4년 이상 150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임 책정 방식과 고정 으로 주지 않는 임 지 방식에 해 면 자들은 의문

스러워 하고,노동량에 비해 은 임 때문에 외국인 선원이 도망간다고 주장한다.

면 자들은 국에경제개발이활발히이 지면서환율이올라한국에서받는월 이

국월 과비슷해졌다고말한다.그래서굳이한국에 와서고생할필요가없는데괜히와서

고생한다고 억울해 한다.

면 자 묘수는 국인 선원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은 임 때문이라고 말하며, 재

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나온 국사람들이많이도망치는이유는바로월 이 무 기때문입니다.

한달에80만원이니 국돈으로환산하면4800 안정도입니다.여기서1년일해

야인민폐5만 안정도밖에못벌어요. 개수수료를갚을돈도안돼요.3년되도

많이벌어 야인민페로10만 안밖에못벌어요. 국에서하루8시간정도일하면

한달에약2천 안정도월 을받아요.배에서16시간이상일한다면,한달에3천

안은넘게받아야합니다.하지만한국에서하루일하는뱃일의양은 국에서이틀

일하는양이에요.그 게가격을따지면 국에서일하는돈과비슷해요.산둥성은많

이 개발된 곳이라 월 이 좀 높아요.많이 억울하고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묘수(28세,E-10-2)

우리가 지불한 가와 노력에 비해 우리가 얻는 게 무 어요.이만큼의 노력,힘,

시간,정력을다했지만과연우리가받는 가는그만큼인가?우리가22시간내지24

시간일해서얻은 가는 국에서일한월 의1/3밖에안돼요. 국에서도20시간

24시간씩일하면돈을벌수있어요.외국에나온건돈벌기 해서라는것을 구나

알아요.한국사람도일본에간것도돈벌러간거아닙니까?우리가힘든일하고여

러시간일을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생각하고,월 을올려달라고하면그건하지

말아야할말을한것처럼 기시합니다.임 을올려줘야하는것은당연한건데요.
-짱 청(39세,E-10-2)

면 자(E-10-2)들은 그들의 임 을 한국인 선원의 임 과 비교하며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알고 있었다.먼 입국한 국선원에게 한국인 선원들의 임 이 얼마인지 들어서 알고

있으며,자신들의 값싼 노동력을 담보로 선주가 이윤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람들은배를타기 에미리1천만원을받아요.고기를팔면한국사람450만

원,선주450만원나눠가져요.고기 치도받아요.선장과기 장은100만원을더받

아요.월 따로받고,식비도 따로 받아요.그런 공동비용을 다빼고난 후 거기서

나눕니다.한국인선원은1년동안오천만원버는데,나는한국사람보다일을많이

하는데도1500만원밖에못벌어요.한국온지2년이안된 국사람은1천만원도안돼

요.처음온사람은기본 이80만원인데,그나마오른거 요.내가올때(200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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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70만원.조 지나면5만원씩올려줘요.경력2년차인사람이한국사람과 같이

일해도 연 은 1000만원도 안돼요.
- 로진(37세,E-10-2)

사실원래우리는한국사람처럼월 을 같이500만원받아야되요.우리가90만원

밖에못받는건선주가500만원에서90만원을뺀나머지410만원을떼어먹는겁니다.

이윤으로.한국사람에게는원래 만큼다주는데,우리에게 이윤은선주가먹어

서 월 이 90만원밖에 안 되는 거 요.
-조부린(32세,E-10-2)

외국인 선원(E-10-2)들의 월 지 방식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매달 월 을 고정

여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보통 선주가 배를 타고 육상으로 돌아와 고기를 팔고 난 후

의 수익 으로 외국인 선원의 월 을 한꺼번에 지 하기 때문이다. 한 통장을 선주나

수 이 압류하고 있어서 자신의월 을 수 에 가야 확인할수 있다.돈을 고향에 송 할

때도 선주가 입 을 해줘야 보낼 수 있다.

2006년11월에첫월 이75만원(2006년),2007년11월부터80만원.지 은130만원.월

이수 에규정되어있어요.4년차되면140만원되어야합니다.2009년에4년째월

이정해지고,결정이끝난상태 어요.2009년에재계약연장을하더라도연장 에

결정된월 으로받게되어있어요.수 이랑선주랑결정이다된상황이었어요.제가

국에갔다가돌아왔는데,2010년도에수 에서내부규정이있다고말했어요.첫해에

얼마주고,두번째세번째는얼마를주라는규정이나왔지만,제경우에는재계약

에얘기가다끝난상황이라…….월 이매달마다통장에들어가는게아니에요.통장

을가지고수 에가서집에돈을보내겠다고하면,수 에서선주에게 화해서선원

이집에돈을송 하려고하니월 을통장에입 하라고해요.그때입 되면, 국에

돈을 보내요.이제까지 130만원 받았는데,5년차에는 150만원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말했어요.수 에 내부규정이 있더라도.지 집에 돈을 부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완라후(37세,E-10-2)

이러한 월 지 방식은 종종 임 체불로 드러나기도 한다.이주민 지원단체 활동가

는 임 체불로 인해 상담하는 외국인 선원이 많다고 말한다.

한국선원은‘보합제’라는비율제로임 을받아요.기본선불 1천만원(1년치)을받은

후에배를탑니다.배를탄후,어획량에따라한국인선원임 이 러스가됩니다(선

불 1000만+a).E-10-2선원은어획량에상 없이85만원정도받는데,1년일해

도1,000만원인데,한국인선원은선불 으로1,000만원을받죠.E-10-2선원은매달

여를받는게아닙니다.계속임 체불이되요.어획량에따라 여를더받지도않아

요.상황에따라한국인선원은반찬값을받는데외국인선원에게는거의안줘요.실

질 으로외국인선원은일을 더 하더라도 잔업 수당이나 보 스를 거의 못 받아요.
-한○○(제주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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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 로진은처음으로일했던배가부도나는바람에450만원을받지못했다.수 은체

불된임 을받아 터이니다른배에서일하라며이직을해주었지만,3년이 지나도 린임

을주지않았다.자국이주여성의소개로이주민지원단체를알게되어상담의뢰를한상황

이라 재는상담결과를기다리고있는 이다.면 자는육지로도망가고싶었으나체불된

임 과 보증인 때문에 육지로 가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일했던배에서월 450만원을못받았는데부도가났어요.선주가어머니이름

으로 명의변경을 해버렸어요.(국결혼이민자) 나에게말했더니,제주시에있는

이주민지원센터를알게되어돈을받아달라고의뢰했어요.법 으로어떻게진행되는

지몰라요.선주를찾았는데돈을갚겠다고말했어요.3개월후에비자가만기되어고

향에돌아가야되는데,돈받지못하면집에안가려고요.처음에는수 을믿었어요.

수 에서돈을 받아 알고믿고 기다렸어요.수 에서나더러다른 배를타면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린 임 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돈을 못 받은 지 3년이

넘었어요.이 돈을 받아야 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 로진(37세,E-10-2)

외국인선원들은자신들이받는월 이체불이되는것에분노하면서도어떤방법으로어떻

게받아야하는지잘모른다.어려운일이생기면가까운곳에사는자국출신의결혼이민자

를찾아가도움을요청한다.수 은선주와외국인선원간의 재역할을하는것처럼보이

나,실제로 외국인 선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선원들이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수 에서선원들을모아회의를합니다.보통말하는게 에서시키는 로해

야되고,뭘하라고하면해야되고,배에서쓰는물건은가져가지말라고교육할뿐입

니다.수 의이익을창출할수있도록도와주는게우리가타는배의선장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우리가뭘기 하겠습니까?선주가없으면수 은이익을창출할수

없으니까요.말해도소용없어요.그래서말한 도별로없습니다.거기서 가불만을

얘기하면 숙소에 돌아와서,선주가 무슨 요구가 많냐며 잔소리 하고 성질을 내요.
-완라후(37세,E-0-B)

한 면 자들은 선원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권익을 보호해 주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모른다는 응답을 했다.

노조에 해 들어본 도 없고,노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무슨 일이 있으면 주로

나(국출신 결혼이민자)를 찾아요.
-황더쯔(39세,E-10-2)

특이한 사실은 선주가 기부 명목으로 외국인 선원 수에 따라 노조비(3만～5만원)를 지

역 해상산업노조연맹(이하 해상산업노조)에 내고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선원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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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해상노조는외국인선원을처음한국에송입할때부터국내선원노동자의근로안정과복

지기 마련을 명목으로 선주나 회사로부터 기부 을 받아왔다.이 돈은 외국인 선원의 상

담이나 복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단 노동조합의 운 비로 사용되고 있다24).

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도외국인력을사용하는회사가이주노동자를 신해서노동조합에

노조비를낸 례가 없는데,외국인 선원제도에서만해상노련이국내 선원을 보호한다는 취

지로선주(는회사)에게노조비를받고있는것이다.이것은같은노동자가노동자를착취

하는 구조이고,외국인 선원에게 돌아갈 임 이 노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인선원(E-10-2)은국내송입회사(리회사)도신뢰하지않는다. 리비만받아챙기

고 자신들의 임 체불 문제는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다.

리회사에 린 월 받아 달라고 말해도신경쓰지 않았어요.그래서 수 을믿고

기다렸는데도안 되니까,(이주민지원단체)센터에간거 요. 국에서 리비를다

내고 나온 게 후회됩니다.
- 로진(37세,E-0-B)

고용허가제 어선원(E-4-9)은 외국인선원(E-10-2)보다나은 임 을받지만,한국인 선원

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월 이 낮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근로기 법에서 정해진 당해 연

도 최 임 을 용받기때문에입국할때는 보통 근로기 법에서 정한최 임 에서 시작

을 하며,숙련도와 근무 연수에 따라 선주와 상하며 임 이 정해진다.

국에서일하는것과비교하면지 월 은만족하지만,한국사람과비교했을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서원(36세,E-9-4)

월 이2년에한번씩올랐어요.2006년에왔을때첫월 은75만원.그다음100만원,

150만원,180만원.지 은200만원받아요.지 온 베트남 선원은 오자마자 100만원

받아요.제도가바 었다고하는데, 국사람은100만원을못받아요. 키스탄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오자마자 100만원 받는데 국 사람은 왜 그런가요?
-짱도이(29세,E-9-4)

외국인선원(E-10-2)과고용허가제어선원(E-9-4)의비교 상은늘한국인선원이다.이

들은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은 임 과 처우가 불평등하다고 여긴다.기본 인 노동권과

임 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어선원에게서도 그러한 불만은 마찬가지이다.노동 장에서의

착취와 차별 과정인 경제 배제가 용인되는 제도가 외국인 선원제도인 것이다.

24)‘해상산업노조 횡포 불만 고조’,제민일보 2009.8.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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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질병 산업재해

어업노동은거친풍랑속에서단시간에빠른속도로해야하는일이라작업상많은재해

가발생한다. 한작업상 는항해 에발생하는각종질병에 한 비로비치하는약품

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장에서 간단한 응 처치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어선의

취약한 노동 환경은 선원들에게 사고나 질병을 유발시킨다.

어선 선원의 직업성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소화기계,손상 독,구강계 질병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이런질병발생에 향력이큰요인들은연령,직 ,건강인식도,피로도,휴식시간,

직무강도, 과근무시간 등이 발생과 련이 있다고 한다(김재호,2006).

외국인선원(E-10-2)은자국에서경험해보지않던춥고습한배의환경에의해동상에걸

리거나 곰팡이 균에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다.선주가 선원재해보상보험25)

은들었으나,건강보험에는 부분가입하지않아선원들에게자주생기는타박상이나비

생 인 환경에서 먹는 식사로 장병이 생겨도 그냥 참는 경우가 다반사다.건강보험이 없

으면,외국인 선원이 자부담으로 병원 치료 비용을 100%내야 하므로, 은 월 에서 지출

해야 되는 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고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한다.

손에동상이한번걸리니까자꾸동상이걸려요.일할때 손이얼어퉁퉁부었어요.

선주에게장갑을사달라고해도돈이없다고안해줘요.그냥젖은장갑으로하래요.

허리가아 다고얘기해도병원에데리고가지않았어요.선주가건강보험을가입하

지않아안된다고,사고났을때만산재보험으로의료비처리해 다고말했어요.허리

가 무아 선주에게말했더니,선주가3만원주면서병원치료받으라고했습니다.

도안좋은데치료를받지못하고있어요.보험이없으니병원에가도돈이많이들

어서안가요.아 도병원비가비싸서그냥참아요. 번에도 가아 서 내시경을

하고 싶어 선주한테 애기했더니,보험 가입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했어요.월 이

은데 의료보험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좋은데.…….자기 부담으로병원에 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돈이 아까워 병원에 못가요.
- 로진(37세,E-10-2)

일을많이하니까어깨,허리아 지않은곳이없고다아 요(손가락과발가락에지

름 1.5cm정도 검게 번진 곳을 가리키며).배가습하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에 곰팡이

감염된거같은데병원에못가봤어요.선주가건강보험은안들고,산재보험만든거

25)선원법은선박소유자로하여 과실의유무와 계없이선원이재해를당한경우에는그선원의상실 는훼손된

노동력의가치를신속하게보상하도록하는일정한의무를지우고있는데,이를선원재해보상제도라한다.선원에

한재해보상의실효성을보장하기 하여선박소유자로하여 보험 는공제에가입하도록법 으로강제하고

있다.어선은어선법에근거하여“어선의소유자는 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어선과선원의재해보상을 하

여각각책임보험 는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어선법시행령에서는“…그보험 는공제

은선원법제10장에서규정한선원의재해를충분히보상할수있는 액이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정

석,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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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돈 많이 들어갈까 병원에 못 갔어요.
-짱쯔인(40세,E-10-2)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걸린 각종 질병을 외국인 선원은 부분 건강보험이 없어 치

료조차받지못하고그냥참고견디고있으며, 기치않는사고를당해도선주는책임을지

지 않으려고 외국인 선원의 잘못으로 돌리며 리회사에책임을 가시키거나 아 회피하

는 경우가 많다.

선원은 승선 기에 멀미와 사투를 벌인다. 창기에는 도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각종 험한 기구가 많은 배에서 익숙하

지 않은 작업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멀미가나서토하려고갑 로나갔는데,거기서마침기 장이낚시를하고있었어

요.말이안통해서손짓으로토하고싶다고표 하니까,기 장이손짓으로화내며

쪽으로 가라고 해서다른 곳으로갔어요.그곳에서 토하다배가흔들거려 몸이뒤로

넘어졌습니다.자빠지는순간에엉겁결에낚싯 을자르는긴칼(직각으로서있는칼)

을잡게되어손가락이잘렸어요.선주나한국인선원들은내가자해를했다고말했어

요.선주는자해라서병원비를 수없다고했어요.○○○교역(리회사)의정부장

에게얘기했더니안된다고말하더라고요.처음엔○○○교역에서도자해라고 여를

하지않다가,내가 국에있는 리회사손사장에게사정을얘기했더니,그사람이

한국 리회사에 화해서돈을줬어요. 국손사장이직 서귀포수 에 화했나

요.그래서 수 에서 리회사에게 제 병원비를 내게 했어요.
-도보동(32세,E-10-2)

면 자조부린(39세)은멀미하다가넘어져갈비 가다쳤는데도선장이배를육지로돌리

지않고,계속 조업을진행하는바람에16일이지난후에야육지에도착해이주민지원단체

의도움을받아병원에 갈수있었다.면 자조부린처럼이주민지원단체나종교단체를통

해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한국에온지이틀째인12월28일에배를탔는데,멀미하다넘어져서갈비 가부러졌

어요.16일동안갈비 를다친채일했습니다.기침을심하게했어요.그래도계속일

했는데40분정도밖에쉬지못했습니다.일을안하면,선장이계속잔소리를하니까

안할수없었어요.아 도언어가안통하니까.선장이약을갖다줘도그약이무슨

약인지모르고먹었어요.그거먹으면서일했어요.밤에잘때아 서끙끙 니까아버

지뻘되는갑 장이이불을갖다줬어요.그래도계속아 니까쭈그리고앉아담배피

고그랬어요.왜냐하면다음날 일해야되니까.배에서내려 나(국결혼이민자)

에게연락해서 나랑병원에같이갔어요.엑스 이 으니까갈비 가부러졌더라

고요. 나가병원비얘기를선주한테했더니갑 장이병원비를냈어요.두번째병원

갈때 선주가내가잘못해서 지른거니까병원비를못낸다고했어요.그래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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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국장님(서귀포이주민센터)이 신 내줬어요.
-조부린(32세,E-10-2)

어제있었던일입니다.다른배에탔던 국선원이심장쇼크가와서쓰러졌는데,한국

인선원들이그사람을다시깨워계속일을시켰어요.그사람은원래심장이안좋은

사람인데,더 먹어서그런거같아요.그사람이몸에이상이있어서일을못하겠다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니,선주가 안 된다고 집에 못 가게 했어요.
-리건진(27세,E-10-2)

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근로기 법 용으로인해의무 으로4 보험을들어야한

다.면 자들은 선주가 지정해 병원에 아 때마다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통역 상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자주 가는 곳이라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 면이동네에있는구좌병원에가요.거기가면선주가나 에계산해줘요.말은

안통해도 자주 가니까 어디 아 다는 말을 단어로 말해도 잘 알아들어요.
-서원(36세,E-9-4)

건강보험을의무 으로가입하는고용허가제어선원과달리외국인선원(E-10-2)은 험

한해상노동에서빈번하게발생되는재해와질병에그 로노출되어있었다.어선원재해보

상보험 외에 건강보험을가입하지않아도되는외국인선원제도의 미비함이 외국인 선원들

의 응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다.

3.문화생활

1)여가

외국인선원(E-10-2)은거의여가생활을 리지못한다.배가육지에정박하는기간이보

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인데 그 기간이 공식 인 휴식 기간이지만,그들에게는 휴식 기간

마 노동의 연장이다.

하선 후에 한국인 선원은 집으로 돌아가는데,선주는 외국인 선원에게 잔일을 시키고 배

의 다음 출항 비를 그들에게 시키기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다.그 다고 선주가 잔업

수당이나 보 스를 주지 않는다.

배에정박하면8일정도쉬죠.오자마자옷빨고청소해요.육지에있으면,쉬는게아

니에요.첫날은 잡은 생선 내리고 둘째 날은 물건을 싣고 출항 비를 합니다.그걸

반복해요.육지에서도 거의 쉬는 것이 아니고,계속 일을 해요.
-쏜곤(37세,E-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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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오면쉬는 알지요?한국선원들은택시타고집으로가요.선주가 국인선

원은불러다가소소한일을 부시켜요.쉬는게아니에요.기계가고장나면우리가

수리하는것은 아니지만,기계 수리하는사람이오면 는 에서서 그냥기다리고

있어요.우리한테쉬는시간을주는게아니라,배에붙들어놓아요.우리에겐자유로

운 시간이 없습니다.
-황더쯔(39세,E-10-2)

외국인선원(E-10-2)이거주하는곳은농어 지역이라문화 환경이나편의시설이거의

없고,한국어가잘안되는그들에게는여가를즐길곳이제한되어있다.그들은주로1일～2

일에잠을자거나친구와만나서술로마음을달랜다.여가를보낼시간 여유도거의없지

만,태풍같은 기후변화때문에잠시육지에들어와서 모처럼쉬는기간에도선원들은무료

하게 보내고 있다.

부산엔선원들이많습니다.900명이넘어요.성산포는조용한농 같아요.외로워요.

어디 갈 때도 없고,호주머니에 돈도 없어서 잠만 잡니다.쉬는 날을 무 무료하게

보내요.
-류이도(27세,E-10-2)

백분의만만큼외로웠어요.(한국말로)나서귀포에서술많이많이먹어!술로취해서

술로달랬어!돈벌어야된다는것때문에배가육지에들어와쉴때면술마시고,배

타면 술을 안마셨어요.참았다가 육지에 들어오면 술 마시는 것이 반복입니다.
-조부린(32세,E-10-2)

여가시간마 도 외국인 선원(E-10-2)은 사용자의 감시와 통제 가운데 있다.면 자 완라

후(37세)는숙소가 기 장 집 맞은편이라 행동에 제약이 있으며,모처럼사회단체에서 주최

하는행사에참여하는것도그들의선택이아닌선주의통제하에참여여부를결정지을수

있다고 말한다.어쩌다가 알게 된 한국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활이야기를 하는 것마 도 선

주의 치를 보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실이 이들의 삶이다.

쉬는날엔보통친구들숙소에서놀아요.배에서는잠을늦게자기때문에,그게습

이되어일을안할때도일 자는게힘들어요. 녁9시나10시에친구들을만나고

PC방에가서인터넷을하다집에가서잡니다.쉰다고해서집에서놀수있는것이

아니고,배에나가서잔일을해야되요.쉬는날도배에서기 장이랑밥먹는데,밥도

혼자먹어본 이별로없습니다.지 사는숙소가기 장집맞은편이라,어제 녁

도 거기서 먹었어요.
-완라후(37세,E-10-2)

(연구자를가리키며)선주는여기온여러분처럼외부사람만나는것자체를싫어합

니다.오늘 이 게만나서이야기 한걸알면나더러 ‘국에돌아가라’고말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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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오늘 했던 말을 선주가 알면 우린 국으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짱 청(39세,E-10-2)

이들에게장기간의휴가는거의없다.자국계약서상에는1개월이나2개월의휴가기간을

다는 내용이 있으나,사실상 2년 미만의 외국인 선원이 고향에 가서 잠시 쉬고 오겠다고

하면 이탈을 우려한 선주는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다.

고향에 갈 수 있는 사유는 체류기간(3년)이 만료되어 재계약으로 해서 계약 연장으로 더

일하게 을때선주가 허락한다.그마 도선주가외국인선원에게 돌아올것을 이부

탁하면서 보내 다.선주는 그들의 이탈을 우려해 휴가 기간마 통제한다.

제가제일원하는건집에휴가보내주는거 요.어떤배는1년에한번씩집에가도

록하는데,우리배는3년에한번가도록계약 어요.그런부분때문에다른배를타

고싶어요.우리배는선주가못가게해요.그걸어떻게제도로반 해 수있어요?
-황더쯔(39세,E-0-B)

외국인 선원이 휴가를 요청하는 것은 고향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성 인(sexual)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오는 국인선원들은집에가족이있어서1년에한번은가고싶어합니다.남자

들은 성 인 부분도 있어요.
-황더쯔(39세,E-10-2)

실제로외국인선원은제주에사는자국민여성을애인으로두거나자국민여성이다니는

술집에 가기도 한다.연구자와 동행했던 국어 통역자 김○○의 이야기를 통해 자국민 네

트워크를 통한 성매매가 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귀포에 국여자들이있나 요.지 선원들끼리하는얘기가서귀포어느단란주

과식당에가면3만원주고성 계를할수있 요.자기들끼리주고받는정보가있

나 요.

면 자조부린은 재일하는배의선주가선원들의성 욕구와세 한감정까지이해하

고 챙겨주고 있어서,일은 힘들지만 만족스럽다고 말한다.하지만 그런 세 한 심과 지원

도 선주의 이익을 해서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결혼하지않고왔더라면여기서3년이든5년이든일할수있어요.하지만가족이있는

사람을오랫동안집에못가게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사람이생리 인문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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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있어요.지 선주는그런것을알아서같이배타는 국사람들이랑단란주 을

가서하게해 다.나는1주에 어도몇번을해야됩니다.그래서사모님(선주아내)

이자주단란주 에데리고가요.그런문제(성)를해결해 것은날 해그런것이

아니라,자기의 이익을 해서 하는 거겠죠.
-조부린(32세,E-10-2)

는계약기간끝나면집으로가고싶은데,선주부인이체류기간을연장할수있는

지알아보고있어요.제가사모님한테비자연장한다면,내마 라를데려오는조건으

로해주라고했어요.5년동안부인과떨어져살다보니 무외롭고그리워요.집에서

마 라가빨리돌아오래요.마 라를한국으로데리고올수있으면같이오고싶어요.

그 지않으면,한국으로일하러오지않을거 요.내가 국에서나올때애들키가

작았는데 지 은 내 어깨까지 온 요.
- 로진(37세,E-10-2)

한편 이주민 지원단체의 활동가 한○○는 문화생활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E-10-2)과 고

용허가제어선원(E-9-4)간에편차가 있다고 말한다.외국인선원(E-10-2)이 문화 으로 많

이배제되어있다고본다.특히제주에서도가장많은 외국인선원이 거주하는추자도는주

민30%가외국인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곳에선원을 한복지시설이나문화 로그램이

없어 문화 소외감으로 인해 발생될 여러 가지 범죄에 해 우려된다고 말한다.

E-9선원(고용허가제어선원)은문화 인혜택을 릴수있는시간 여유가많지만,

E-10선원은문화 소외감을느낄수밖에없어요.E-9선원은육상에서이마트나동문

시장에가서즐길수있는꺼리나시간이있는데,E-10선원은조업나갔다가돌아오면

자는게일이에요.제주시내권에있는당일바리어선은일하고들어와서병원에서치

료도받고 화도보고술도마실수있지만,E-10선원은거의그 게못해요.추자도

는섬 에섬이라안에 박아졌잖아요.도서지역이라 거기서 스트 스를 풀수있는

방법이없어요.앞으로 상하건데외국인선원들의범죄가충분히일어날수있다고

요.성범죄같은거.이번에추자에갔을때보니베트남결혼이민자11명이사는데,

남편들이밤에베트남아내를외출하지못하게한 요.베트남남자들이그런것(성

인표 )도좀심하니까요.남편들생각에는자국민끼리언어가통하고외로우니까

이맞을까 .그럴가능성이많아요.외국인선원들이험한일을하다보니스트 스도

많이 받고요.그걸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 선원(E-10-2)의 휴가 기간을 선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휴가 차 국에 잠시

간 외국인 선원을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이다.부산 선박에서 일하는 면 자 류이도는 부산

에서는선주가강제 으로계약해지를해값싼임 의신입선원을고용하는경우가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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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사람이 많아쉽게 사람을구해요.그래서선주가거의 깍쟁이이고 월 도 한

푼도안올려주기도해요.계약하고1년정도일하면휴가를주는데,휴가비용을안주

려고 휴가간 친구들을 신해다른 친구를 고용해요.그러면서고용 계약을강제로

해지합니다.휴가가는친구의월 이많아지니까.80만원주고처음일하는친구들을

고용하는경우가많아요.부산에서는그래요.고기가많을때는그나마괜찮은데,고기

가 을 때 휴가를 가면 주로 그 게 합니다.
-류이도(27세,E-10-2)

이에반해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외국인선원(E-10-2)보다시간 여유가있고여

가를 자유롭게즐긴다.이들이 타는 배는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므로, 도 3.5m이상 바

람이부는날이나태풍이부는기간은 이들에게휴가 기간이된다.장기 인휴가기간에는

여행을다니거나 국고향집에서1개월～2개월동안쉬고온다.면 자서원(E-9-4)은선

주가고향에다녀올왕복비행기티켓을해줘도그기간에돈을더벌겠다고휴가기간을사

용하지 않았다.

바람불면바다에안나가요.보통시간이생기면거리를빈둥빈둥돌아다니거나바다

에수 하러가요.쉬는날이길면스쿠터타고성산포랑서귀포도가고여행도다녀

요.1년에한번씩재계약할때마다선주가집에다녀오라고합니다.우리선주는월

도 주고 비행기티켓까지 사줘요.고향에 1년에 한 번씩 갑니다.선주가 좋아요.
-짱도이(29세,E-9-4)

가끔친구들이랑노래방도가보고나이트도가봤어요. 번에선주랑같이노래방에

갔는데아가씨(도우미)가와서같이놀았어요.매년휴가를다녀왔지만,작년에는가지

않았어요. 도가고싶지요.비행기표는선주가사줘서갔었는데일할시간을뺏기잖

아요.일할수있는기간이6년인데,돈을좀더벌고싶어서이번엔안갔어요.와이

가잔소리해도어쩔수없어요.한국에올때도와이 가 국에오지말라고했어요.

우리의 최 심사는 주권이에요.그거 받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서원(36세,E-9-4)

외국인선원(E-10-2)과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여가생활에서도많은차이 을보인

다.외국인선원(E-10-2)은장시간의노동과사용자의통제로개인 인여가생활마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의사소통(한국어)

외국인 선원(E-10-2)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한국인 선원과의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오랜

기간 한국에서 일을 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선원이 거의 없다.

입국 에자국 개회사를 통해한국어를 일주일이나한 달동안배우지만,기본 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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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과간단하게한 조합에 해배울 뿐이다.배에서 사용되는단어나문장을배우지는않

는다.한국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 앙회에서 3일 동안 연수를 하지만,그 짧은 기간에 배

울 수 있는 한국어는 기본 인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이들이한국에서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곳은 일하는배다.같이 일하는한국인 선원들

을 통해 한국어와한국 문화를 습득하는데,그들은 외국인 선원에게 친 하지 않다. 화를

통한상호이해도안될뿐더러작업 장에서의간단한업무지시조차제 로 달되지않아

외국인 선원은 일방 으로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작업상의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간에

인간 계가 부정 으로 형성되도록 한다.외국인 선원이 약간의 실수만 해도 욕을 하고 때

로는상 방의행동에 오해가생겨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이런 언어상의문제를심각

히 여기는 선원들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한다.

한국인선원들이뭐라고하는데,제가알아듣지못하니까‘씨발’,‘개새끼야’라고자주

욕해요.다른말은몰라도욕하는건먼 배웠어요.한국인들이무엇을시켜도알아듣

지못할때가많아요.그래서욕하고때리는것같아요. 국에서한국어를배우지않

았어요.제주에오기 에서울에서3～4일연수받으면서자음모음을배웠어요.지

계약기간이2년더남아있으니,한국어를배우고싶어요.배에서사용하는간단한일

상회화를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리건진(27세,E-10-2)

언어 인문제가많아요.선주는배에타지않으니,같이일하는한국인선원들이라도

하나씩가르쳐주면좋은데그 게하지않아요.그나마내가참고있는건 나(국

결혼이민자)가도움을많이주기때문입니다.상담도해줘요.외국에일하러나왔다는

게 구나 쉽지 않아요.
-조부린(32세,E-10-2)

외국인선원(E-10-2)은한국어를배우고싶은의지가있어도한국어를배울곳이거의없

다.배의 조업 일정도 일정하지 않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육상에서도 여가시간이 거의 없어

지속 인 한국어교육도 어렵다.

한국어를배울시간이없기도하지만,배가출항했다가돌아오는것도일정치않아요.

한국어를어디가서배워야할지도모르고…….서귀포에는배울곳도없는것같아요.

한국어만가르쳐주면 국말로무슨뜻인지모르니까. 나(국결혼민자)한테는가

끔씩가서한국어를배웁니다. 나는둘다말하니까요.(연구자를가리키며)자주오

세요.한국사람이랑 국사람이자주만나서이야기를해야여러가지장벽도넘을

수 있고 언어 인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조군청(37세,E-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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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만난면 자 에가장한국어를잘하는완라후(E-10-2)는한국어를배울수있

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그는 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한다.

국 개회사에서한국어의자음모음을합치면어떤말이되는지배웠기때문에한

국어를알았어요. 국에서나올때부터책을갖고나왔어요.한국어로‘안녕하세요?’

라는문장이있으면,문장 에 국어음을썼어요.일이힘들더라도잠자기 에조

씩읽었어요.배에서 가‘가 ’를가져오라고하면,‘가 ’라는단어를반복 으로

들으니알게되었어요.그래서한국어를많이배웠습니다. 보고한국어를잘한다고

하지만,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완라후(37세,E-10-2)

연구자가 만나 본 고용허가제 어선원(E-9-4)은 외국인 선원(E-10-2)보다 한국어를 잘했

다.실제로그들은심층면 시에 반가까이한국어로말했다.이들은일부러시간을내서

한국어를배우기보다좋은 계를유지하는한국인동료들과일하면서일상에서자연스럽게

익히게되었다고말한다.면 자서원(E-9-4)은외국인들로만구성된배에서한국어를거의

쓸 일이 없는데도 한국말을 잘한다.

한국사람한테배웠어요. 가가르쳐 게아니라같이일하고서로얘기하다보니알

게 어요.배에서 같이 일했던 한국 사람들과는 계가 좋아요.
-짱도이(29세,E-9-4)

배에서는한국어를쓸수없어요.선주는운 해야되니까거의 화를안해요. 국

사람2명만있으니둘이 국말로만해요.한국에오기한달 에간단한단어와자음

모음을좀배웠어요.선생님자체도한국어를잘해서가르치는게아니고,책으로배워

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서원(36세,E-9-4)

3)지역 사회와의 교류

외국인 선원(E-10-2)이 거주하는 곳은 농어 마을이거나 시내 주변부에 있는 항구이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은 지역주민이나 마을공동체와의 교류가 없다.이는

외국인선원의여가시간이 은탓도있으나지역사회의무 심과배타 인분 기도한몫

하고 있다.

그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주민 지원단체가 연휴에 주최하는 행사나

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그곳에서 만난 자원 사자나 포교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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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종교인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지만,지속 인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

연구자가 만났던 선원 에 한국인 친구를 둔 면 자는 1명도 없었다.

여기 주민들이 국인선원들이어떻게지내는지 신경을 안써요.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연구자를 가리키며)이 게 물어 주는 건 심 있다는 것이라 생각해요.

-조부린(32세,E-10-2)

제주시교회에다니는한국인인데연락처를몰라요.김○○목사.부부가종종 를찾

아 왔어요.몇 년 에 육지로 이사 한 후부터 연락이 안돼요.
-짱쯔인(40세,E-10-2)

외국인선원(E-10-2)은자국에서드라마를통해본한국의이미지와직 와서경험한한

국에 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거주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을 국 사람이라 무시하

거나 얕잡아 본다고 생각한다. 한 한국인 선원을 배에서 직장동료로 만날 때와 육상에서

만날 때도 다르다고 한다.

국에있을때는한국드라마를보면한국사람들이 의가바르다고생각했어요.그

건사실이아니었어요.육지에서만나는사람들은괜찮은데,배에서는달라요. 에는

몰랐는데 나 에 알았죠.배는 나쁜 사람만 일하는 곳인 알았어요.
-장이뢰(39세,E-10-2)

국에서지내는것처럼편안하지는않아요.길거리를지나갈때주민들이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보여요.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피해서 걸어가는 것도 봤어요.
-장구청(26세,E-10-2)

고향에 한그리움에자국과 련된것이라면거주지역에서인 연결망을 이어가려는

외국인 선원(E-10-2)도 있다.

성산포에식당이있는데,식당사장딸이 국에서2년정도유학했어요.그집에자주

갑니다.순두부,갈비탕, 다귀탕을먹으러요.고향집이생각나고거기다음악까지

들으면 술이 당기니까요.(한국말로)소주 2병 마셔!
-조부린(32세,E-10-2)

이와달리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지역주민과의 계가좋은편이다.이는고용허가

제어선원의개인 인차이도있지만,선주와지역사회와의 계가어선원(E-9-4)에게도

향을 미친다.그들은 지역사회에 응이 빠르고 한국어도 유창하다.

처음에여기살때부터운동하고산책하면서동네사람들에게‘안녕하세요?’라고인사

하면서사람들을알게 어요.거리에서만나는사람들은매일보는사람들이라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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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인사해요.이제는제가인사를하지않더라도그분들이 에게아는척하면서인

사해요.선주가◯◯리에서인맥이괜찮아요.선주가◯◯부두에서선주 회회장이라

아는사람이많아요.마을사람들은우리가돈벌러 국에서온걸알고있어요. 국

속담처럼‘고용한사장이어떤가에따라당신에 한태도가다르다’라고 니다. 를

들면,선주가 괜찮은 사람이면 내게 잘 해주고,나쁜 사람이면 잘 안 해주겠죠.
-서원(36세,E-9-4)

4.폭력 피해 경험

1)비인격 인 우

외국인 선원(E-10-2)이 가장 심한 갈등과 차별을 당하는 곳이 배이지만,사회 계가

형성되는 곳도 배이다.외국인 노동자는 작업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에게 한국

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에 한 한국인 선원의 태도는 부정 이고 비인격 이다. 개발국가

에서온값싼노동력이라는인식과아시아권이주노동자에 한한국인선원들의편견이맞

물려그들에 한‘무시와차별’로나타난다.외국인선원은일보다한국인선원에게당하는

‘무시와 차별’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돈벌러나온입장에서일이힘든건괜찮아요.돈벌러외국나와서남에게무시당하

는것이없겠는가마는그것도한계가있습니다.제일힘들었던건무시당하는거 요.

사람의인격까지모욕하는건참기가힘들어요.베트남이든 국사람이든하인으로

생각해서 부립니다. 국 사람들은 감정을 요시하고 사람을 요시합니다.
-조부린(32세,E-10-2)

그들은한국어를모른다고해도말하는사람의표정과몸짓을통해자신을무시하는것과

욕하는분 기를안다.한국인선원들이자주쓰는‘씨발’이나‘개새끼’는일상 인 욕지만,

국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짱꼴라’같은 욕은 국인 선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다.

배에서한국사람들이내게‘짱꼴라’라고말해요.그말을자주써요.정확한뜻은모르

지만, 국사람들을무시하는말같아요.‘씨발’이나‘개새끼’는매일항상쓰니까참

을수있는데,‘짱꼴라’만큼은도 히참을수없어요.그건툭툭내뱉는말이아니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 더 모멸감을 느낍니다.
-황더쯔(39세,E-10-2)

한국선원들은고기가많아도화내고고기가없어도화냅니다.고기가많으면돈을벌

지만일이많으니까화내고,고기가없으면돈을못버니까화내고…….그화를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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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다풀어요. 국사람이1명더있는데,그사람은5년일했으니까한국말도잘하고

농담도제법하는데,난한국말을알아듣지못합니다.‘이거가져와. 거가져와’라는

간단한말은알아듣지만,1년이지나도잘못하니까모든힘든일은나한테돌아와요.

나한테화풀이를하니까억울해요.나를사람 하는게아니라동물처럼 합니다.
-묘수(28세,E-10-2)

이들은 입국 가졌던 한국에 한 인상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한국인 동료들로 인해 나

빠진 경우가 많았다.이들은 배에 타는 한국인의 인격과 소질이 일반 인 한국인보다 나쁘

다고 말한다.

국에서본드라마처럼한국이멋있고그런 알았는데, 같은한국이라도육지에

서일하는환경이랑배는다른세계에요.그리고선원들이인격상수 차이가납니다.
-도보동(32세,E-10-2)

고립된배안에서한국인이외국인선원을하인처럼부리는차별 우는노 를연상시

킨다.외국인선원은그러한차별에분노하면서도한국사람들이다 나쁜것은아니라고자

기 안을한다.이런차별이제주도내에서도지역 차이가있고,일본보다한국이심하다

고 말한다.

20시간씩일을하다보면배가고 요. 간에간식을주는데한국사람만줬어요.그때

국 사람은 밖에 없었어요. 한테는 간식을 주지도 않고 일만 시켰어요.
-도보동(32세,E-10-2)

일은한국인선원보다많이하는데,내가 국사람이니까얕잡아 요.우리가 욕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한국 사람들 인격이 나쁘니까 참는 겁니다.돈을 벌기

해서.◯◯호에서일하던 국사람은다른데로옮겼어요.그사람이한국사람들

은매 가꽝이라고했어요.그사람이일본배탔을때는 우가좋았다고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매 가 있는데,한국 사람들은 욕만 해서 매 가 꽝이래요.
- 로진(37세,E-10-2)

면 자 조부린은 폭행으로 서귀포에서 성산포에 있는 배로 이직을 했다.그는 육지에서

서귀포 배를 타면 차별과 폭행이 심하다며 소문이 났다고 말한다.면 자는 자신보다 일

한국에입국한친인척들과의연락을통해일자리에 한정보를공유하고있었고,육지로의

이직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 오기 에는 한국이아름다워서사람을열정 으로 해 거라고생각했지만,

막상서귀포배를타보니거긴지옥이었어요.지 옮긴성산포배는선주가나를한

국사람처럼 하고,일상용품도우리가알아서사오니까만족스러워요.한국사람들

은평균 으로괜찮은데,배에있는한국인선원들때문에 체한국사람들이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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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다고하기에는그 습니다.서귀포에오면서귀포가나쁜거지,제주도가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그 지만 부산에서 60만원 주고,제주에서 100만원을 다고 하면 난

부산에가고싶어요.부산에가면업신여기는거나폭행을 게하는데,제주는 무

심하니까요서귀포는거의외국인선원이맞으면서일해요.그래도성산포는덜합니

다.육지에서는 제주도가 선원들을 자주 때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조부린(32세,E-10-2)

면 자장이뢰(E-10-2)는한국사람들은외국인선원이도망가는이유는묻지도않고,도

망갔다고 욕하는 실이 화가 난다고 말한다.배에는 한국인들이 다수라서 외국인 선원이

축되어 인권을 얘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한다.

외국인선원이도망가는이유는배에서사람 안해주면서폭력이심하고월 이

어서 요.노동자들이도망갔다고욕만하고왜도망갔는지그이유를알려고하지

도않아요.도망가면우리도좋지않아요.잡힐까 항상가슴졸이고,월 도못받을

수도있으니까요.그래도도망가는이유는폭행이심하니까.사람이사람 을받아

야지요.월 을지 보다엄청많이 다면그래도참고일할수는있지만그것도아

니잖아요.한국인선원들에게맞을때는창피했는데지 은…….한국사람들은왜이

런지……. 국사람은이러지않는데…….이해를못하겠어요.한국사람들이차갑게

느껴졌어요.배에서는 자기 인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장이뢰(39세,E-10-2)

면 자짱 청은연구자에게외국인선원은노 가아닌사람이니,최소한30%의인권만

이라도존 해주라고한국정부에말해주라고요청한다.한국선주들의자본축 을 해

임 의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는 외국인 선원을 노 부리듯 하지 말라는 그의 분노와 규

는 외국인 선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노 가아니니까최소한의인격은존 해주라고한국정부에말해주세요.우

리는돈벌려고일하러온사람들이지 희노 가아니라고요.최소한우리에게인권

의30%만이라도보장을해주라고.우리는그이상을바라지도않습니다.일할때도그

냥일을하면되지왜꼭욕을해야됩니까?한국사람은한달배타면천만원받아요.

우리는한국사람에비하면용돈벌이정도밖에안돼요.왜한국배에서 국인을쓰

는 아세요?한국 사람이 없어서 국 사람을 쓰는 게아니라, 국인 1명을 쓰면

한달에500만원을 약할수있어서그래요.내가하는일을 같이한국사람이하면

몇백만원줘야하지만,나같은외국인한테는140만원만주면되니까요.그래서한국

선주들이 국사람쓰는겁니다.하지만 국사람들한테뭘요구하냐면,한국사람

보다더일을많이하고열심히하라고합니다.우리가제 로못한게아니라그 게

많은것을요구하면서말입니다.한국사람보다몇배의노력을하고시간을투자해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 월 의 반밖에 못 받습니다.
-짱 청(39세,E-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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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소형어선이많은고용허가제어선원(E-9-4)은함께일하는동료가외국인으로만이

지거나외국인이다수로구성되어있다. 기에는한국인선원과소소한갈등이있었지만,

작업에숙련되어가고한국인들과갈등을풀어가면서이들의 계는직장동료를넘어사회

계로이어가기도한다.같은배를탔던한국인선원의식사 를받거나함께여가를즐

기면서 유 감과 친 감을 형성해 간다.

처음일할때는한국사람들과조 싸우기도했어요.그런데그건사람과사람사이

에친해지려고할때생기는마찰이라고생각했어요.배에서같이일하는사람들과는

계가 아주 좋아요.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요. 번에 나이트도 가봤어요.
-짱도이(29세,E-9-4)

2)욕설 폭력

한국인 선원이 외국인 선원(E-10-2)에게 하는 욕설과 폭력은 일상화되었다.폭력의 원인

에 해서면 자들은의사소통이잘되지않아한국인선원이작업지시를잘따르지못하

는것,빨리일하지않은것,한국인선원의방식을따르지않고어떤사항을지 하고요구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을빨리하지않는다고선장이머리를때렸어요. 는배아래에서일하고선장은배

윗부분에서일하는데,선장이물이가득든1.5L병으로 에서제머리오른쪽을내리

쳤어요.머리를돌려피했는데등허리를세게얻어맞았어요.(략)……한달 에일

어난일인데그물망태기에걸린고기를주으려고손을뻗고있는데,갑 장이큰고기

를잡더니얼굴을내리쳤어요(때리는시늉을하면서).고기비닐들이볼에박 흉터

가 생기고 아팠어요(양쪽 볼에 생선비닐로 힌 흉터 있었음).
-쏜곤(37세,E-10-2)

한국인들은거의폭력이심해요.외국인선원이한국인선원과같은일을했는데,자기

네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때려요.다른 방식으로 하면 잘못 다고 때려요.배타는

사람들은시간이지나면 성격이나빠져어떤사람은미친놈같아요. 국사람을

업신여겨서 국선원들이하는방식이맞지만틀렸다고우기면서자기네방식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 로진(37세,E-10-2)

같이있던 국사람이계속맞았어요. 는안맞았어요.매일욕은반복 습니다.

는맞지않았지만,다른사람은맞아서다른배로갔어요.일하면서욕만배웠어요.

도 욕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짱쯔인(40세,E-10-2)

억압 인 분 기 속에서 외국인 선원이수행하는 업무는모든한국인들로부터 지시를 받



- 69 -

을수있는종속 이고보조 인일을한다.가장‘쫄따구’인셈이라한국인선원은이주노동

자를무시하는태도를보이고,지시와명령을내리고업무에개입한다.몇명이동시에외국

인선원에게일을시키면동시에수행할수없으니문제가발생하고,한국인선원은화를낸

다. 국인 선원끼리의 화도 의심하고 통제한다.

박스를정리하는데 도가심해서배가흔들렸어요.미끼를달던갑 장의손을제가

실수로쳐서미끼가떨어졌어요.미안하다는말을하려는순간에갑 장이콘크리트

그물추로제왼쪽팔을때렸어요(팔꿈치윗부분이멍들고함몰됨).그거때문에한달

넘게 시퍼 게 멍이 있었어요.상처가 아물었지만 아직도 쑤시고 르면 아 요.
-쏜곤(37세,E-10-2)

우리가 국어로말하면자기네들욕하는 알고때려요.서로 화가안되니까.자

기네들욕하는 알고의심하는거같아요.한국에와서상처를 무많이받았어요.

한국 사람들 인격은 왜 이런가요?
-황더쯔(39세,E-10-2)

배에서의 폭력은 선장의 주도하에 이 지거나 집단폭행으로 범죄 수 이다.선박에서의

지휘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선장이나 갑 장(는 기 장)의 주도 하에

폭행이 이 지는 경우도 한다.한국인 다수에게 일방 으로 당하는 폭력 속에서 항조차

못하는 이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제 으로 활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기 장,갑 장, 부다때려요.선장은아니고.한국인선원이발로제머리를찼어요.
계속때리니까끝까지참다가도 히안되겠다싶어나도폭발해버렸습니다.그랬더
니 갑 장과 선원들이 나를 끌고 나(국 결혼이민자)한테 데려왔습니다.

-조부린(32세,E-10-2)

한국인선원보다갑 장이많이때려요.자기보다약하게생기니까때리는거같아요.
-장이뢰(39세,E-10-2)

선상에서벌어진폭력에 해선주는밖으로알려질까 쉬쉬하거나주 사람에게숨기

려한다.국토해양부에서외국인선원에 한인권유린사고발생업체에 해서행정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26).이러한 행정제재도 외국인선원에 한 폭행은 어들지않고,폭행사

건이 알려져도 사용자와 한국인 선원은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 선원의 잘못으로 몰아간다.

5년 에 국 사람 10명과 같이 성산포에 왔어요.지 은 모두 국집으로 갔어요.

몇 명은 먼 국에 갔는데,배에서 자꾸 맞고 그래서요.같이 일하던 국 사람은

26)외국인선원폭행등인권유린사고발생업체의행정제재로가해선원은형사처벌(고발)이나선원징계(하선,귀국조

치등)를,사고선박소유자는외국인선원신규고용을제한(1차-외국인고용제한1년,2차사고-6개월,3차-1년)하도록

되어 있다(국토해양부,2011년「외국인선원 리지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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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선원들이자꾸때려서바다에뛰어내렸어요.그게제주방송뉴스로나왔어요.

그사건때문에경찰조사가나오니까선주가 한테6만원주면서입을닫아달라고

그랬어요.그런 식으로 다 국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았어요.
-왕타쑨(39세,E-10-2)

면 자리건진(E-10-2)은한국인선원들의폭력과선상화재로인해이직을3번했다.폭

행당했을때해양경찰서를찾아갔지만,한국인선원의거짓진술로폭행사건자체는무마되

었다.공정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에 외국인 선원은 리회사(송입회사)에 의지하지만,회사

도문제를해결해주지않았다.경찰에호소해 야경찰이한국인얘기만듣는다고본다.자

국 개회사나수 에서는폭행문제가발생하면경찰에연락을하라고하지만그들이보기

에 그들은 한통 속이다.

심시간이되었어요.일하던것마 하고 심을먹으려고했어요.밥먹으러갔는데

이미반찬을다먹어서없었어요.한국인선원이밥먹으러늦게왔다고때렸어요.(그
당시 상황을 흉내내며)배에서일할때 사용하는 무 기로 머리를 때렸어요.그래서
다른배로옮겼죠.내뒤에들어온 국사람2명은그배에서일하는한국인선원한테
맞아서얼굴이 빵이되었어요.제가해양경찰서에얘기하니까,한국인선원은장난
치는데주의하지않아서맞은거라고변명을했어요.그것때문에제주에있는 리회
사에 화했는데받지를않았어요.와 야거의선주편이라……. 일했던배는선

원들이 매일 때려서 외국인 선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리건진(27세,E-10-2)

3월22일에서귀포에갔어요.배에서한국인선원이10번도넘게발로차서갈비 3개

가 이갔고,머리는주먹으로때렸는데그것도10번넘게맞았어요.일어나지도못하

고 워있었어요.배가육상에오니까바로해양경찰서에갔어요.그런데선주나선장

이 외국인선원들이와서일은 바로하지않고자기에게손해를많이 다고설명

하니까…….가 야 소용이 없었어요.
-장이뢰(39세,E-10-2)

선주가부두에서밧 로외국사람(네팔인)을때리고발로찼어요.경찰이때리는것

을보고도아무런말도하지않고말리지도않았어요.해양경찰과수 과선주는한패

입니다.
- 로진(37세,E-10-2)

송입회사는한국에서외국인선원이문제가발생할때 리차원으로책임을지도록되어

있다.그러한명목으로송입회사는선원들의월 에서매달 리비를받지만,오히려선주나

수 편에 서서 외국인 선원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에올때 개회사를통해왔으니까처음에는 리회사의○ 리를많이의지했

어요.그일(폭행사건)을당했는데아는사람이없어 리회사에많이의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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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해도 리회사에서는신경조차쓰지않았어요.도움을청할때도없고,도와주는

곳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부린(32세,E-10-2)

어떤 리회사는폭력피해로이직을하겠다는외국인선원을선주와짜고강제출국시킨

다고 박한다.외국인 선원들은 선원 리회사가 리비만 받으면서,실질 으로 보호하거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생선을써는칼이있는데,그칼자루로내머리를때렸어요.한번때린게아니고여러
번때렸어요.말을알아듣지못하거나일하는속도가늦으면계속때려요.물고기건져
올릴때쓰는긴몽둥이(3m)가있는데그걸로때리고,손에잡히는데로때려요. 리
회사의○ 리에게 화해다른사업장으로가겠다고요청했더니,선주부인이하는
말이‘내가제주시장을잘알아.시장한테얘기하면 바로 국으로강제출국시킬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장구청(26세,E-10-2)

12월말에배가육지에닿으니까경찰에신고를했어요.폭행당한지20일지난다음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육지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리회사 ○부장에게 화를

했더니.그날바로오지않았어요.다음날수 3층에서만나자고해서가봤더니,선주

가있었어요.거기서수 직원,선주,회사○부장은자기네끼리만얘기를주고받더라

고요.나는알아듣지도못했고 화내용도얘기해주지않았어요.그런후에○부장이

숙소인여 으로데려다줬어요.여 에서3일동안있다가,친구한테연락했더니쉼

터를 알려줘서 오게 되었어요.
-쏜곤(37세,E-10-2)

3)소극 응 :체념 순응,이직 이탈

① 체념 순응

한국인 선원의 차별 인 우와 폭력에 외국인 선원은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가 다수

이다.연구자가만났던면 자들은고향에서결혼을하고온기혼자들이다.한국으로입국할

때는자국에돌아갈것을 제로계약 기간까지합법 인노동을하고귀환하려고 한다.그

들은 입국할 때부터 다른 곳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불법체류의 불안

함과 험 때문에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합법 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

을 하며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신변상에 험이라든지,계약할때 세운 국보증인 피해볼까 불법 체류하는 게

싫은 것이아닙니다.제가사람들과생각하는게 다른건지모르지만, 는‘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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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지않다’거나‘이일이아니다’생각되면안하는성격이에요.불법체류는하고

싶지 않아요.
-완라후(37세,E-10-2)

도망가려면처음부터여기왔을때일 감치갔을거 요.한국인선원들한테맞았을

때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지 은 도망갈 생각이 없어요.
-리건진(27세,E-10-2)

배와 련된 일을 하지 않던 외국인 선원은 장시간동안 배를 타보는 것이 처음이라

멀미와 사투를 벌인다.그런 와 에 한국인 선원은 군 식 서열로 외국인 선원의 우 에서

각종심부름과잔업을시킨다.한국말을알아듣지못하거나자기방식 로하지않으면,신입

병사를 제압하듯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 인 태도로 외국인 선원을 복종하게 만든다.

배를처음타봤어요. 국에서요리사 어요.배에서5일동안멀미를심하게하고흔

들거리는배에서 심을잡느라많이 힘든데,한국인 선원들이 물고기건져올릴 때

쓰는긴몽둥이로때리고손에잡히는데로때렸어요.그런상황에서힘도없는데방

어하면서 같이 싸우는 건 엄두도 안냈어요.
-장구청(26세,E-10-2)

외국인 선원(E-10-2)은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지만 고립된 배에서 살려면 그냥 참는다.

항해 야자신에게불리할거라고일 감치체념하며,다수의한국인선원에게복종할수

밖에 없다.한국인 선원의 욕이나 차별에 의도 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

하며,외국인이니까 묵묵히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다.그것이 한국에서 살 길이라 여긴다.

나는싸운 이없어요.욕을해도못들은척했어요.다른외국사람들이싸우는것을

많이봤습니다.그분들도자존심때문에싸웠을겁니다.하지만싸워봤자라고생각해

요.싸워서이기지못하면나만낭패를 요.그 다고이겼다고해도나한테득이되

는게없어요.오히려불리할까 참는거 요.그래서싸우려고하지않았습니다.한

국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가만히 그 게 견디는 겁니다.
-묘수(28세,E-10-2)

연구자가면 자들에게왜 국인들이모여서단체로 항하지않는지물으니,외국인선원

들이 각자 배로 흩어져 일하고조업 일정이서로 달라서모이는것 자체가힘들다고 말한다.

각자뿔뿔이흩어져일을하고,같은배에서일하는 국인선원들도한두명밖에되

지 않으니까요…….그래서 마음을 합치기가 어려워요.
- 로진(37세,E-10-2)

보통한자리에서만날수없어요.서로시간이맞지않아요. 구는일 육지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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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어떤사람은늦게오고하니까,수 에서행사할때거기가면다있어요.수 에

1년에 한번씩 체 으로 모여요.구정 때 즈음에 모이는데,그때나 얼굴을 니다.
-조부린(32세,E-10-2)

외국인선원(E-10-2)은 국에세운보증인과비싼 개수수료,가족때문이라도돈을벌

어야된다는생각에,육지로도망가고싶어도열악한노동환경과폭력을참는경우가많다.

자국 개회사에서 담보로 잡은 보증인은 외국인 선원에게 족쇄로 작용한다.선주의 통제

속에 고향에 못가는 서러움을 러가며 무시와 차별 가운데 순응하며 산다.

4만 안넘게수수료를내고한국온거니까쉽게돌아갈수없었어요.그냥참아요.

그래서그냥꾹참고일했습니다.일이힘든건참을만하지만,한국인들이무시하고

차별하는것은정말서럽습니다.집에못가는것도서럽고요.1년에한번은집에다녀

왔으면 하는데,선주가 못 가게 합니다.
-왕뇨이(40세,E-10-2)

국에있는고향친구랑 화로힘든이야기를했던내용을 에서아내가들었어요.

아내가나보고뱃일하지말고고향으로돌아오래요(물을흘리며).은행돈은이미갚

았고,친척들한테빌린돈이남아있어요.친척들에게이자는줘야해요.꼬박꼬박줘야

죠.빚 갚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묘수(28세,E-10-2)

외국인선원(E-10-2)들은 자신이한국 생활에순응하며일을한다고 할지라도자국고향

사람이 선원으로 오겠다고 하면 말리겠다고 말한다.폭력 인 한국인 선원에게 항할 수

있는 무술인만 한국으로 오도록 하는 제도를 건의하겠다는 면 자도 있다.그는 한국으로

노동 이주를 하고자 하는 고향 사람들의 연쇄 이주를 막고자 한다.

국에서노동자들이한국에오지못하게해야합니다.시간에비해서월 이 어요.

국에서이시간 시간일을하면,지 받는80만원보다더받아요.배에서는20시

간일하잖아요.와이 한테 화를했더니,어떤사람이한국으로선원일을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로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도보동(32세,E-10-2)

한국정부에건의하고싶어요. 국에서무술하는사람아니면한국에나오지말라고

요.그런사람이와야억울하게배에서맞지않을것같아요.그래야배에서억울함을

당하지않죠. 국에서무술을하는사람은한국에올수있고,무술을못하는사람은

올 수 없는 정책을 펴라고 제안해 주세요.
-짱 청(39세,E-10-2)

고향사람들이제주로오겠다고하면 로추천하지않겠어요.육지는괜찮다고해

요.조카가 목포에 있는데,조카는 지 130만원 받아요.
-조부린(32세,E-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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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념과 순응이라는 응 방식을 선택하는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서 입국할 때 든 비용과

가족을 먹여살려야한다는책임감에차별 우와 폭력을참고,돈을 벌면 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로하기때문에노동자로서의권리를찾거나사회 연결망을통해도움을받고자

하지 않는다.

② 이직 이탈

연구자가 만난 면 자 16명(E-10-2)가운데 10명은 제주지역 내에서 1차례에서 3차례까

지이직을경험해본사람들이었다.이직이유로는한국인선원들의폭행, 기치않은사고,

부도로인한임 체불등으로회사나한국인선원의과실에의한이직이많았다.이들은단

순히 좀 더 나은 임 을 해서 이직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인선원들한테맞았을때는다른곳으로도망가고싶었어요.맞거나욕먹을땐일

할 기분이 나지 않아요.기분이 나쁘면 하루라도 여기 있고 싶지 않고,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국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국 와서 나쁜 사람이 어요.
-리건진(27세,E-10-2)

면 에응했던다른면 자6명도육지로이직하고싶은의지를갖고있으며,장기 으로

육지로의이탈을고려하는면 자도 있다.장기체류하는면 자짱 청은아직돈을못벌

어서한국에서계속일해야된다고말한다.아직8년이나남았다는그는육지로의이탈의지

를 돌려서 이야기 한다.

아직도 8년남았어요.돈을 아직 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집에가요? 구나 여기서

연장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를 들어 오늘 가마솥이

있으면내일은 기밥솥을사고싶고,오늘선풍기가있으면내일은에어컨을사고싶

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짱 청(39세,E-10-2)

외국인선원은이직하고자하는의지가있어도사업장을마음 로선택하지못한다.사용

자과실에의한이직시에도선원 리회사가지정해주는사업장으로가야한다.그것도선주

와 수 이 동의해줘야 가능하다. ○○ 활동가(이주노동자쉼터)는 리 주체인 수 과 선

주가 선원과 리회사를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고 본다.

외국인선원들은주로임 체불과폭행때문에이직을하려고상담을합니다.이직할

때는선원 리회사(송입회사)쪽에서알아 니다.고용허가제(E-9)친구들은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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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은곳을선택해서가지만,외국인선원(E-10-2)은송입회사에서정해주는곳으

로가야되요보통회사에서처리하는기간이열흘걸리고,길게는두달이나석달이

걸려요.이것도한계가있습니다.선원들은 으로선주의권한과수 의 할하에

있어요. 리회사도 간에서뭐라고말도못해요.노동자편보다수 이나사용자입

장에 있습니다.선원이 이직하겠다고 했을 때,선주가 싫다고 사업장 이동에 동의를

하지않으면못가요.최악의상황은구직하지못해돈도못벌고자기나라로귀환하

는것입니다.선주들에게선원은자기물건이에요.사람이아닌자기마음 로할수

있는물건이라는거죠.일못하겠다고 항하면되지만,보통외국인선원들이잘모르

니까 참으면서 일하는 거죠.

외국인 선원들은 이직할때 제주보다 육지를 선호한다.이는 육지에 자국민 친구,친․인

척,자국민공동체,이주노조등같은사회 연 이다양하게있고일자리도많기때문이다.

같이일하다가이탈한외국인선원이연 이되어그들에게일자리정보를제공하기도하고

이탈을 유도하기도 한다.

같이일했던친구들이서울, 구,인천, 주,울산으로도망갔어요.그친구들과 화

통화도하고인터넷채 도해요.친구들은건설 장에가면하루10만원내지12만원

받는다고말해요.월200만원에서300만원버는것같아요.자꾸친구들이오라고해

요.근데도망간사람은놀러못다니잖아요.그래서그게싫어서도망안가요.그러면

앞으로 한국 못 나와요.
-짱도이(29세,E-9-4)

자국민 친구나 결혼이민자를 통해 알게 된 이주민지원단체에상담하러 오는 외국인 선원

(E-10-2)은 부분육지로사업장이동을해달라는요청을많이한다.어떤경우에는이탈할

목 으로일부러자해를해서단체를찾거나이직을목 으로이용하려고하는 경우도 있다.

박○○ 장(이주노동자쉼터)은외국인선원들이쉼터가노동상담과법률 지원을해주

는 것을 알고 악용하려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서 쉼터 입소에 제한을 뒀다고 말한다.사회

자본이 무한 외국인 선원들에게 이주민 지원단체는 이직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이는

세한 선원 리회사(한국 송입회사)의 리 능력의 부족과도 연 이 있다.

부분육지로사업장이동을원해요.이탈하려고.일단여기만벗어나면육상에서일

할수있는곳이많잖아요. 부분육지로올라가는 에다른곳(2차산업)으로도망

갑니다. 리회사가잘해결해주지않으면,선원들은그 로방치됩니다. 리회사들

은고용주의욕구를채워야만,먹고사는데지장이없거든요. 리회사에서도선원이

이직하겠다면난감하죠.어떻게해결할방법이없으니까방치상태입니다.실제로

리회사 하나가 외국인 선원 100명이나 200을 리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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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않은사고와한국인선원의폭행으로애매한상황에처한면 자도있다.이런경

우 사용자는 사고와 사건의 과실을 외국인 선원에게 주로 몰아간다.그때 이주민 지원단체

와연결이되어법률 지원을받을때는다행이지만그마 안될때는외국인선원은이탈

을 감행한다.

면 자도보동(E-10-2)은배를탄지5일째에손가락이잘리는사고를당했다.멀미가심

해구토하다가배가흔들려뒤로넘어지면서엉겁결에낚싯 을자르는칼(선반에직각으로

고정되어있음)을잡았다.그래서손가락4개가잘렸다.선주는 장조사에서선원이자해를

했기때문에병원비를 수없다고말했다.함께일했던선장과한국인선원들도선주와담

합하여 면 자가 자해했다고 증했다. 리회사에서도 자해라며 여하지 않다가,면 자

가자국 개회사에호소하자그제야한국송입회사에서병원비를 줬다.회사는면 자가

퇴원하자마자여 에방치해둬 합수술한손가락의물리치료도받지못하고무료하게시

간을보내게했다.면 자는여 근처에서우연히만난한국인할아버지를통해이주민지

원단체를 알게 되어 법률 지원을 받아,수 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조사를 요청하 다.

난자해가아닙니다.집에돌아가는것보다한국에서일하고싶은데뱃일은무서워서

못하겠어요.입원했을때자다가놀란 이많았어요.입원한지10일이되도록배 에

있는 것처럼 흔들거리는 것 같았어요.잘린 손가락 때문에도 그 지만,배에서 하는

일이힘들고시간도길고월 이 어요.이일이합리 으로해결되기를바랐기때문

에도망을안갔어요.도망가면불법체류자로잡 국가야되는데그럴수없어요.

아내한테는말안하려고하다가어차피장애자로살아야되니까,얘기할수밖에없었

어요.아내랑 화할때마다다퉈요.아내가한국사람들이자해라고 명 우는데,

그냥빨리 국에들어와서일하며빚(개수수료)갚자고해요.여기 리회사는도

와주지도않고, 만나러한번도쉼터에와본 이없어요.무료법률공단에서결혼이

민자들은무료로지원을해주는데, 같은외국인노동자는무료로안해 요.돈이

없으니까소송을하려고해도안돼요.변호사를 임해서소송을하면병원비를더받

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보동(32세,E-10-2)

면 자는 2차 장 검증에서 결과 으로 자해가 아님이 밝 졌지만,그는 한국에 들어올

때 빌린 입국 비용을 벌기 해 부산으로 이탈했다.공장에서 일하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출입국 리소의단속에걸려고향으로돌아가게되었다.이런경우는면 자도보동만의이

야기가 아니다.

면 자장이뢰(E-10-2)는한국에입국한지1년5개월이된선원이다.성산포에서배를탄

지9일만에한국인 선원이면 자의복부를때려 서귀포배로 이직을했다.그러나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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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폭력이있었다.2번째탄배에서도한국인선원이10번도넘게발로차서갈비 3개와

쇄골에 이갔고,머리도맞아서귀에서이명이나며어지러워했다.그런그를선장은모른

척하며계속조업을했고,육지에돌아와서도선주는병원에데려가지않고바로여 (장기

숙소)으로 데려갔다.선주는 리회사에 알아서 하라고 하며 자기 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면 자는 수 이나 리회사에 화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안 해줘서 참고 있다가,친

구를 통해 이주민 지원단체를 알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산으로 이직했다.

부산에서인천에있던자국친구의소개로인천경찰서에제주에서있었던폭행사건을신

고하러 갔다가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다시 제주로 오게 되었다.사건 처리를 기다리던

에면 자는도리어폭행가해자인기 장에게고소를당했다.기 장자신이피해자이며

한국인 선원들이목격자라고 맞고소하는 바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

다.이때 통역을 돕던 국 출신 결혼이민자 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해양경찰서에가서1시간동안통역을했는데,장이뢰씨가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으

러 갔어요.사실 이사람이피해자인데말이에요.배의 기 장과 선원들이 때렸어요.

장이뢰가쓰러져안깨어나니까물을뿌렸어요.이사람이깨어앉아있었는데기 장

이와서막발로차고때렸어요.처음에선원들이때려서까무러치고쓰러져서안일

어나니까,다른선원이한쪽에서물을뿌렸고,기 장이와서 때린거 요.깨어나

면 때리고그랬어요.그런데물을뿌리던선원이자기가목격자라고하면서기 장

이피해자라고하더라고요.기 장의억지스러운주장과고소를알던경찰 도장이

뢰씨가안타깝다고그러더라고요. 요한건그배에서장이뢰씨가맞았다고증언해

증언자가 없는 거 요.한국 사람들은 가해자끼리 똘똘 뭉쳐서 도와주는데.

이주자를 돕는 단체와 연결이 되어도 한국의 법률시스템은 이주노동자에게 어렵기만 하

다.언어 문제만이 아니라 증거와 증인을 세우는 민사소송에서도 이들의 피해를 입증해

직장 동료들은 약자인 외국인 선원보다 한국인 동료 편에 서기 때문이다.

배에서사건이발생했을때증거와증인을찾으면서법률로따지는것이외국인에게

는 불리합니다.법률상 그 겠지만 인간 도리상 그 게 하면 안 됩니다.폭행으로

머리가아 고등허리도아 서선주에게몇번얘기했지만모른다고했어요.그 게

말을해도얼버무리는데…….그때사건의증인을찾으면 가나서서해 까요?하물

며외국사람들은 로증인을안해 겁니다.자기한테불리할까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로안해주고.증인찾고 장증거찾는것이우리에게는하늘의별따기

만큼어려워요.이일이잘해결되지않는것을보면정말도망가고싶은생각입니다.

경찰에신고한일이아직끝나지않아서도망가지않았습니다.오늘도망가서내일잡

도어쩔수없는일이지만일단은신고를했으니까끝나면생각해볼것입니다.제



- 78 -

주도가제일심각한것같습니다.제주에있는선원들은부산이나인천으로가고싶어

합니다.여기는 도망가도 잡히니까요.
-장이뢰(39세,E-10-2)

이상에서살펴본외국인선원에 한폭력문제는기존연구에서와같이육상에서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가장많이겪는인권침해로외국인선원만의문제는아니다.그러나육상과

달리고립된선상에서발생되는외국인선원에 한폭력은선상에서막강한권력을독 한

리자와 다수의 한국인 동료들에 의해 조직 으로 이 진다는 이다.

외국인선원도입이20년이지난지 까지도외국인선원에 한선상폭력은외국인노동

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외국인 선원의 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폭력을 용인하고 묵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국가의 소극 인 처로 제주지역 외국인 선

원들은 폭력 앞에 체념하며 살거나 육지로의 탈주를 감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외국인 선원(E-10-2)의 응 실태를 이주과정,노동조건,문화생활,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어선원(E-9-4)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산업연수생제도를 그 로 계승한 외국인선원제도하에서 조사 상자들은 일터와 한국 사

회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외국인 선원은 계 이고 억압 인 조직에서 한국인 동

료에 의해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해상 노동이라는 특수한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의 노동과

차별 인 작업량을 감당하고 있으며,주거 분리가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도 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노동강도에비해 은임 과임 체불,한국인동료에의해일방 으로당하는폭

력은외국인선원의 응을더욱어렵게하고있고,이로인해외국인선원은자국민친구나

시민사회단체의 연결망을 이용해 이직과 이탈을 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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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요약 제언

연근해어업외국인선원이한국사회에유입된시기는1996년부터이다.수산업계에서

외경쟁력확보를 해도입한외국인선원이 재7천여명이넘고,1차산업의 체인력으

로 자리매김하여 해가 바뀔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부 지역에서 폐쇄된 해상 노동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선원의 응 문제는 지

역사회에공론화되지못했고이주노동자정책논의에서도배제되어있었으며기존이주노동

자 연구에서도 주목 받지 못했다.

본연구는외국인선원의 사회 응에 주목하여 경제사회학 에서사회 연결망을

심으로하여이들의 응과정을살펴보고,이들에게행해지는차별과불평등한노동조건,

그리고 폭력에 해서 외국인에 한 배제 이론을 토 로 살펴보았다.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응 실태를 이주과정,노동조건,문화생활,폭력피해경험이라는

4가지차원에서살펴본결과,고용허가제와다른이원 인법․제도,특수한해상노동환경

으로인한장시간노동,차별 작업량, 임 과임 체불,노조의외면,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한국인 동료에의한 일방 인폭력과무시로많은 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제도 인면에서살펴본외국인선원제도는이주노동자정책과맥락을같이하다가2007년

고용허가제 면 시행 이후에 외국인선원제도가 분리되었다.외국인 선원은 한국 선원제도

에도편입되지못해한국인선원과도차별 인 우를받고,고용허가제에도편입되지못해

이주노동자(E-9)와도다른처우를받고있다.그러나기존산업연수생제도를그 로계승한

외국인선원제도로 주목받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 담론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이주과정에서외국인 선원은 해상 노동의 경험이 무한사람들로서 모두송출회사를 통

해합법 으로이동했으나자국 개회사로부터정확하지않는정보를듣고계약체결을하

고,공식 인 입국비용외에각종수수료와사후 리비 등으로인해 입국 기부터 선원들

은 많은빚을떠안고 있으며,해상노동에 한 사 교육을 받지않은채 한국으로 이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에있어서외국인선원은고용허가제어선원과는 달리불평등하고 제약 인 조

건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거주기간2년이하의선원은 부분선주와수 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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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압류당하고, 계조직이 엄격한분 기속에서선박의통솔권을 가진선장의지휘아래

한국인보다더많은노동량과잔업을감당하고있으며,휴식시간도 거의없이장시간노동

으로 인해 각종 질병과 산재에 노출되어 있었고,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 과 임

체불은 육지로의 이탈을 감행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생활 면에서 외국인 선원은 사용자의 감시와 통제가운데잔업을하느라 여가생활뿐

만아니라개인 인시간을갖지못하고,조업이일정하지않은해상 노동의특성으로지속

인 한국어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도 거의 교류하지 않음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의 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권력을 독 한 리자와 한국인 다수에 의해

비인간 인 행태가 조직 으로 이 지고 있고,폭력으로 노동력을 통제한다는 에서 우려

할 만큼 심각하다.

이러한 제약 인 조건에서도 외국인 선원은 자신이 가진사회 연결망을이용하여 나름

로의 응방식으로 한국사회에 응하려고한다.이들의사회 연결망은한국 내친․

인척,자국민모임, 국출신 결혼이민자,이주민지원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있다.

제주지역외국인선원의사회 연결망의 특징은같은민족집단(ethnicgroup)을 심으

로 교류가 이 진다는 이다. 국출신(한족)선원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선원과 교류하

지는않는데,그원인은의사소통이잘안되고문화 배경이다르고 국 이다르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국인선원의모임은공식 인공동체조직으로발 하지는않은상태이다.다시말해카

슬과 러의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공동체의 발 과정 가운데1,2단계에머물러 있다.자국

민끼리 서로 도울 사회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일시 인 노동 이주로 돈을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조직 으로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다.

국인선원모임에서특이한 은 국출신여성결혼이민자(조선족)가참여하면서한국

사회와 선원의 응에 도움을주는매개자역할을 극 으로하고 있었다.한국어를잘못

하는 선원을 신해 선주나 수 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통역하고,선원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경찰서나이주민지원단체로연결해주는연 이되고있었다. 한한국어가서툴러방송

매체에 근하는것이 곤란한 선원을 신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정보 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문제 발생 시에 국인 선원은 이주민지원단체가 아닌 자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 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선원은 육상으로 이미 이탈한 미등록노동자에의해 연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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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회만되면육상으로의 험한이탈을감행하고있다.외국인선원제도로들어오는외국

인 선원은 그들을 배제하는 제도와 불평등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이 이탈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해외국인선원을착취하고비인간

인 우로 인권 문제를 생시키는 기 과 이익집단들이 있다.이는 공공기 이 아닌 민

간 리회사가 리주체가되었던 지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그 로노출시키고 있으

므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제도에 한 면 인 개정이 필요한 시 이다.외국인 선원도 한국

의 이주노동자정책인 고용허가제로 편입시켜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산업연수생으로이주했던선원이고용허가제로편입되어한국생활에잘 응하며장기 인

노동을 보장받고싶어 하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고용허가제로일원화하는 방안은 하

다고 본다.

이제 몇 가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는 외국인 선원의 한국 사회 응의 문제에 을 맞추고 있지만,이들에

한배제와폭력원인에 한연구 이들과함께살아가는방법에 한본질 인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외국인선원에 한 반 인실태조사와 비슷한경험을 가진외국의사례와의비

교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만난 선원에 국한되어 국 인 상황을 반추

해볼수없다. 한본격 인국가간비교연구는제도 차원의지원과정책 응에있

어서 많은 함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한국사회에서제약 인조건에서도주체 으로상황을극복하고장기 인노

동이주를보장받고싶어하는사회구성원의측면에서이주노동자의시민권에 한연구가

필요하다.이는외래인을배제하던근 국가의 시민권에서 탈근 시민권 제도를모색함

으로써 국민 정치공동체와 세계 시민권을 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최 ,2008).

한국 사회의 외국인 선원은 제도 개선으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그들에겐 ‘생

존’을 해가장 요한일이지만,그들은한국사회와더 많은 상호작용을하고싶어한다.

그들과더불어살아가려는‘공존’은한국인의이해와 용을필요로하고,상호이해를 한

소통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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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ForeignFishermen’sImmigration

andAdjustmentinJeju

Yun,Myunghi

DepartmentofSociology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Theobjectiveofthisstudyistopresentmeasurestosupportforeignfishermenby

showingproblemsandseekingimprovementafterobservingthecurrentadjustment

statusofforeignfishermen(E-10-2)inJejuregion.

InresultsoflookingintothecurrentadjustmentstatusofforeignfishermeninJejuin

fourdimensionsofmigrationprocess,workingcondition,culturallifeandviolence

experience,itwasshownthattheywereexperiencinglotsofdifficultiesinadjustment

duetothedualisticlaw/systemdifferentfromtheemploymentpermitsystem,longhours

ofworkcausedbyspecialmarineworkingenvironment,differentiatedworkload,low

wage& overduewage,union'sdismissal,isolationfrom localsocietyandone-sided

violenceanddisregardbyKoreancolleagues..

Insuchlimitedcondition,foreignfishermenareadaptingthemselvestoKoreansociety

by using theirsocialnetworks based on theirown adjustmentmethod.The

characteristicsofforeignfishermen'ssocialnetworksinJejuaretheexchangesfocusing

onthesameethnicgroupswhiletheyarenotsystematizedascommunities.



SinceforeignfishermeninJejuregionalreadyhaveconnectionswithnonregistered

workerswhoalreadyleftforaland,theyriskfordangerousescapetoalandwhenever

havingachance.Hiddenbehindtheforeignfishermen'sbreakawayistheinstitutionsand

interestgroupsthatcreatehumanrightissuesfortheirowninterestbyexploitingand

treatingforeignfishermeninhumanely.Thisisthefailedpolicybecauseitexposesthe

harmfuleffectofthe'industrialtraineesystem'whosemainoperationagentwasthe

privatecommercialcompany,ratherthanpublicinstitutions.

Thusitistimetohaveentireamendmentoftheforeignfishermensystem.Thebasic

rightsandhumanrightsofforeignfishermenshouldbeguaranteedbytransferringthe

systemintotheemploymentpermitsystemasaemigrantworkerspolicy.Basedonthe

studyresultwhichisthatthefishermenwhomigratedthroughindustrialtraineeswere

successfulinadaptingtoKoreaafterbeingtransferredintotheemploymentpermit

systemandwantedtobeguaranteedforlongtermlabor,itcanbepropertounifythe

systemintotheemploymentpermitsystem.

Itisnecessarytohavethefuturestudiesonthereasonsforexclusionandviolence

againstforeignfishermen.Second,itisneededtohavecomparativestudiesonforeign

caseswithsimilarexperiencesandresearchesonoverallcurrentstatusofforeign

fishermenbecausestudiesofcomparingbetweennationscanprovidelotsofimplications

forsystematicsupportandactionsinpolicies.Lastly,itisnecessarytohavestudieson

emigrantworkers'citizenshipintheaspectofsocialmembersinKorean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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