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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연구배경1.

한국은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친 년대 세계 최빈국중 하나였으며 구한말에1950

서 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력 송출국이었으나 년대 중엽 이후 외국인이주자80 , 80

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이주와 관련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

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지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

년 무렵부터 이미 미군 기지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 발견되었다 이 같1987 .

은 상황은 특히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한국인 여성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더욱 강

화되었는데 이러한 인력난 을 타개하기 위해 기지촌 업주와 공연기획사가 개입“ ”

된 조직적인 외국인 여성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년 기지촌 클럽 업주 조직인. 1996

한국특수관광협회 를 통해 연예흥행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연예인의 도입‘ ’ (E-6)

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설동훈 외 이때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해( , 2003).

한때 명을 넘었던 국내체류 외국연예인 숫자는 년을 계기로 급격하게8,000 2002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연예흥행비자를 통해 들어온 러시아 무희들과 필리핀 여성,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술흥행비자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이었다.

년 월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들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동두천의 한2002 6

클럽에서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명의 필리핀 여성연예인들을 구출하였12

다 해당업소 업주들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

후 국제이주기구 및 민변 등의 지원을 받아 업주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업

주 및 프로모션 업체 대표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동 사건은 외국.

인 연예인들이 성매매 등을 강요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민사소송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비자 정책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E-6

사건이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국무부에서 년 발간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최소, 2001

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급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에 엄청3 .

난 충격이었으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성매매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제고

가 일어나게 된 주요한 외부의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성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을 폐기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처벌법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법 을“ ”) ( “ ”)」 「 」

년에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에 외국인 관련규정을 삽입하여 외국인 여성 성2004 ,

매매 피해자의 경우 보호조치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처벌법(

제 조 외국인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 보호법 제 조 항 과 귀국지원을 포함한11 ) ( 5 3 )

각종 지원 보호법 제 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7 ) . ,

외국인 성매매 대책 및 비자 관련 정책개선안에 대한 논의 결과 연예흥행 비E-6

자를 크게 고급예술공연 일반공연 체육 등 기타로 분리하고 성매매 등 인권침해, , ,

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비자 중 댄서비자의 발급을 년 월 일부터 중E-6 2006 6 1

단하였으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기준의 강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강, ,

화 등 일련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의 재고와 정책개선의 영향인지 연예흥행비자 발급수는,

그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년 명에 이르던 연예흥행비자 소지 입국자수2001 8,586

가 년 명 년 명 년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2002 6,452 , 2003 4,640 , 2004 3,943

다.

그러나 년 이후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연예인들이 다시2004 E6

증가하고 있으며1) 최근 예술흥행비자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사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년 월 일 법무부. 2006 5 18

출입국은 미군기지내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계약서등을 위조 필리핀인들,

을 허위초청 한 연예기획사 적발하였으며 업체대표 등 명은 구속하고 불법입국, 2

한 필리핀인 명을 강제퇴거하였다 또한 같은 해 월 비디오 심사를 위해 진18 . 12

짜 공연자를 내세우고 추천을 받은 이후 서류를 위 변조하여 다른 이가 비자를 받․
아 입국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여성을 관광유흥업소유흥접객원으로 취업시킨 비슷

한 사례가 다시 적발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같은 해 월 유원시설에서 공연을. , 11

하는 것처럼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위조하여 비자로 러시아 여성 명을 입국시E6 16

킨 뒤 일반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E6

하거나 강요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연예흥행비자 발급과정 및

이들 외국연예인의 국내체류와 관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년 이, 2001

후 이루어졌던 개선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황임을 판단하게 한다.

1) 유흥업소 종사 외국 연예인 중 여성 무희에 대한 비자발급이 중단된 이후 노래 및 연주 추천,

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관광부.( , 2004)



연구목적2.

국내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속된, ,

공연기획사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둘째 허가받은, ,

관광업소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내에서 오로지 추천을 받은 공연만을 해야 한다.

예술흥행비자를 받은 외국인 연예인이 일반 유흥업소에서 공연 내지 유흥접객원

의 일을 하거나 허가받은 관광업소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공연이 아닌 유흥,

접객원의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나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년 이전까지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한 미비하였다2003 .

우선 유흥업소에서 공연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예술흥행비자 관련 사항을 담당, ․
관리하는 업무가 행정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의 공연을 추천하는 업무는 영상,

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외국인연예인이 공연할 수 있는 관광업소의 사업,

허가는 각 시 도의 문화관광부 관광업소에 연예인을 공급하는 공연기획사의 사업,․
허가는 노동부 그리고 예술흥행비자에서 허가된 범위 외의 일을 하는 불법취업자,

의 관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담당한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처.

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일관성이 없고 혼선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업무.

가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담당 및 관리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

적인 예로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광업소 공연 추천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흥행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연추천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담당해왔던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업무의 분산은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직접 이어지는데 예술흥, ,

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공연기획사나 관광업

소에 대한 이후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관광업소의 공연,

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연예인의 근로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불명

확하다 이를테면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공연 추천 관련 사항이 공연법상의 공연.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법에 근거한 규제 및 제재조치가 관광업소

의 공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년 월 정부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강요2003 5

및 인신매매 관련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문화관광부 법무부 노동부 등, ,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년 월 일부터 유흥업소 종사 외국, 2003 6 1⑴

연예인 중 여성 무희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 ⑵



정하여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지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대통령령인 행정권한, ⑶

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하였고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현황 파악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⑷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연예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실제적인 규제 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연예인 공연추천제도 및 개

선책을 검토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규,

제할 수 있는 외국연예인 도입제도 개선책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언하고자 한다.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도입제도 검토 및 개선책 마련1)

그동안 문화관광부 및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연예인 공연추천 제도의 개선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관광업소 공연추천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공연추천을 담당, ,

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연예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사례가 발생함

에 따라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의 한계성 공연,

관련 전문성의 부족 공연에 대한 관점 및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추천내용의 변질,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년 노동부의 고. 2003

용추천으로 전환이 고려되었으나 파견업체인 기획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
노동부가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연추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예

술흥행비자의 전문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관광업소 공.

연추천업무를 이해관계를 가진 공연기획사들의 민간협회에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

으나 관광사업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에서 공정한 추천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점과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추천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계속 수행하되 관광업소 종,

사 외국연예인 추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한계를 극

복하려 하고 있다.

둘째 예술흥행비자와 관련하여 실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 ,

연예인 중 성매매 및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이 관광업소에 종

사하는 연예인들임을 고려해볼 때 체류자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



다 현재 법무부는 예술흥행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시 전문예술인 관광. , (E-6-1),

업소종사 연예인 운동경기종사자 등 종류로 세분하여 관리하고(E-6-2), (E-6-3) 3

있으나 이에 따라 입국 이후 사후관리 및 감독의 주체 및 대상 내용이 차이가, ,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급예술 과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흥행 의 기준을 어. “ ” “ ”

떻게 세울 것인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셋째 관광업소와 관련하여 현재 관광업소 공연을 위해 예술흥행비자를 받은, ,

외국연예인이 공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연예인이 공연가능한 관광업소 및 외국.

인전용유흥음식점이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의 기준 역시 없는 상태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편의시설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

는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에 관한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연예인 공연 추천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불법 공연 및 외국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 ․
감독과 관련하여 공연법 관광진흥법 파견근로 관련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연예인의 국내 노동조건 개선 관련2)

외국연예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한 사항으로 첫째 외국연예인들이 주로 고,

용된 미군부대 주변 일부 업소의 경우 과거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던 유사성행,

위 랩댄스 구강성교 등 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바파인( , ) ,

이나 주스영업 등 연예인 자격으로 입국한 연예인들의 취업목적과는(bar-fine)

달리 유흥접객원 또는 성매매 여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댄서 비자의 발급이 중단은 애초부터 비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E-6

데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거니와 현재 많은 업소들이 가수 자,

격으로 도입한 연예인을 댄서나 또는 유흥접객원으로 활용하다가 적발되고 있

으며 비자를 예술 연예 호텔 흥행 운동 로 구, E-6 / (E-6-1), / (E-6-2), (E-6-3)

분되었으나 이같은 구별을 제안하였던 민간전문가들의 제안시 염두에 두었던

효과 즉 고급예술가 의 자율성의 확대 및 일반흥행 연예인 에 대한 인권보, “ ” “ ”

장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조사연구를 검토하고, ,

이들 일련의 연구가 마무리되었던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정부정책환경의

변화 및 외국연예인의 국내체류 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연예인 도입정책 변화와 관련한 정책판단 자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

되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기구 법률전문가 민간지원단체. , , , ,

학계를 포괄하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문헌연구 관련 정부부처 및 기타 주요 기관 업체 등과의 인터뷰조사, , , ,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필리핀 현지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균형잡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3.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외국연예인 도입정책 개선 노력에 이바지하고 국내,

로 유입되는 외국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과 함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에 걸쳐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비자제도 관련 법률 정책 및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 E-6 , , ,

여 외국연예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비자 관련 규정 중 법적근거 없이 관행 및 외부. E-6

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관련부처 담당자,

역시 명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연구기간 중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으나 입수가능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

한 확인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관련정부기관 공무원 민간송출업체 및 업주 관련 연구자 및 민간지, , ,

원단체 활동가 국내거주 전 현직 외국연예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외국연예인의 경우 상담을 위해 지원단체를 내방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구에,

협조를 해준 연예기획사에서 주선한 인터뷰를 포함하고 월드 랜드, 00 , 00 , 00

호텔 등 현재까지 큰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으며 일부 기지촌 업소에서 근00 ,

무하는 여성들과는 다른 경험과 한 연예인들 역시 인터뷰를 진행하여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속에서도 연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필리핀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정부 관계자 필리핀 프로모션 업체 관, ,



계자 귀환한 전직 연예인 및 관련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지원단체 등에 대, , ,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연예인 교육 및 송출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

였다.

넷째 주요국의 외국인 연예인 수입제도와 관련된 일본 미국 영국 캐나, , , ,

다 대만 등의 정책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

국내 외국연예인 심층면접조사1)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조사는 먼저 그동안 설동훈 외 한국교회여성연합, (2003),

회 등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은 심층조사 및 설문조사가 이미 이루어져(2003)

있는 상황에서 과연 년 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밝혀졌던 외국연예인의 한국생, 3-4

활 관련 실태와 현재 이들의 생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과거 연구에,

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기지촌 주변 업소 외의 다른 형태의 업소에서 근무하

는 외국연예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검E-6

토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비자를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제. E-6

도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대상자는 로 분류되는 여성연예인에 집중되었, E-6-2

으며 다른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 E-6

했다.

국내에서 연예인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의 인터뷰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주요 조사 항목은 기본 인적사항 나이 출신국 지역 학력( , , ,① ․
국내체류기간 등 한국으로의 이주과정 본국에서의 직업 등 사회경제적 상황), ( ,②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사증 자격 한국입국과정 자격소지 유무 등, , , ),

기본권 관련 사항 주거양태 식생활 형태 의료보험 가입여부 기본예방접종 여( , , ,③

부 피임양태 등 유흥업소에서의 노동조건과 임금 관련 사항 업소의 영업실, ), (④

태 임금 휴일 등 노동조건 인권침해 국제인신매매 관련 사항 감금 구타 체벌, ), ( , ,⑤․ ․ ․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성매매 여부 성매매 강요여부 등 등이다, , ) .

면접조사는 서울 의정부 송탄 화성 등에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대상 여성들, , ,

의 국적은 필리핀 러시아 라오스 등이었다, .



표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여성의 기본 신상정보< 1-1>

ID 이름 국적 연령 입국연도 본국 직업 지역 사증

#1 00 필리핀 대20 2004 비서 동두천 E-6

#2 000 필리핀 대20 2005 판매원 동두천 E-6

#3 000 필리핀 23 2006 대학생 일본클럽, 동두천 E-6

#4 00000 필리핀 대20 2004 안마사 동두천 의정부 부산 거제도, , , E-6

#5 000 필리핀 32
2000,

2004
농업 평택 의정부, E-6

#6 000 필리핀 28 2004 판매원 동두천 의정부/ E-6

#7 000 필리핀 23 2005 백화점 판매원
동두천 파주 의정, ,

부
E-6

#8 000 필리핀 27 2006 일본 클럽 동두천 E-6

#9 000 필리핀 26 2003 클럽 종업원 동두천 E-6

#10 00 필리핀 26 2005 없음 동두천

#11 00 러시아 25 2006 없음 한국에서댄서경험( ) 서울 E-6

#12 0000 러시아 25 2005 없음 한국에서 댄서 경험( ) 서울 E-6

#13 000 러시아 25 2004 없음 한국에서 댄서경험( ) 서울 E-6

#14 0000 러시아 26 2004 없음 한국에서댄서경험( ) 서울 E-6

#15 0 라오스 대20 2005 전통무용수 송도 서울/ E-6

#16 000 라오스 대20 2005 전통무용수 송도 서울/ E-6

#17 00
우크라이

나
대20 2006 클래식연주가 서울 E-6

#18 00 필리핀 대20 2006 없음 송탄 E-6

#19 00 필리핀 대20 2005 한국회사 근무 동두천 송탄/ E-6

#20 00 필리핀 35 2003 공장 노동자 송탄 E-6

#21 00 필리핀 21 2006 해외가정교사 의정부 E-6

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 인터뷰2)

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조사하여 개별 관련부처 기관 및 민간업체의 의,

견 및 입장 제도개선과 관련한 제언을 청취하여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인, .

터뷰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에 정리하였다< 1-2> .



표 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 인터뷰 내역< 1-2>

필리핀 현지조사3)

필리핀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필리핀의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면접 및 연예인,

관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과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더불어 현재 한.

국에 연예인을 송출하고 있는 현지의 연예인 송출 기획사 및 연예인들의 매니저,

연예인 양성 교습소 운영자 서류 수속 대행자 등과의 면접도 실시하여 연예인 송,

출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번
호 직업 국적 성별 비고

#1 클럽 사장 한국 여자 클럽 사장00

#2 클럽 사장 한국 여자 사장0000

#3 협회 회장 한국 남자 한국외국인 회장000000

#4 협회 이사 한국 남자 외국인 이사00 000 00

#5 유원시설 직원 한국 남자 랜드 공연팀 차장00

#6 유원시설 직원 한국 남자 월드 공연팀00

#7 기획사 한국 남자 기획 대표00

#8 기획사 한국 여자 엔터테인먼트 대표000

#9 기획사 한국 남자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00

#10 기획사 한국 남자 엔터테인먼트 대표00

#11 기획사 한국 남자 송탄 기획00

#12 기획사 한국 남자 송탄 기획00

#13 공무원 미국 남자 미국 대사관 노동인권사무관(Labor and
Human Rights Officer)

#14 주한미군 미국 남자 미군

#15 공무원 필리핀 남자 필리핀 대사관

#16 공무원 필리핀 여자 필리핀 대사관

#17 공무원 한국 남자 영상물등급위원회

#18 공무원 한국 여자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 감사관

#19 공무원 한국 남자 노동부 파견사업자 담당

#20 공무원 한국 남자 노동부 경인지방 노동청 지청 근로감00
독 감독관

#21 공무원 한국 남자 세무서 담당관000

#22 공무원 한국 여자 시청 관광과 관광시설 담당자000

#23 공무원 한국 남자 시청 위생관리 담당자000

#24 공무원 한국 남자 출입국 사무소 소장000

#25 공무원 한국 남자 출입국 사무소 체류정책 담당자00



표 필리핀 현지 심층면접< 1-3>

표 필리핀 관련 기관 및 단체 인터뷰< 1-4>

번호 직업 국적 성별 비고

#1 공무원 (DFA) 필리핀 남여 외무부 는 필리핀 정부의 외교 정책을 책임(DFA)
지는 주요 정부기관이다.

#2 공무원 (BI) 필리핀 남 출입국사무소 는 국내 거주 모든 외국인을 국(BI)
내법에 따라 관리하는 주요 집행기관이다.

#3 공무원 (POEA) 필리핀 남여 해외고용청 은 필리핀 해외고용 프로그램(POEA)
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책임을 진 정부기관이다.

#4 NGO
(Kanlungan) 필리핀 여 한국에서 귀환한 이주노동자 및 연예인 지원사

업

#5 NGO
(Batis) 필리핀 여 일본에서 귀환한 연예인 및 일본인과의 혼혈아

동 지원 사업전개

#6 마닐라 사무소IOM 필리핀 여 일본에서 귀환하는 인신매매 피해 연예인들의 지
원사업 전개

보고서의 구성4)

이 보고서는 총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6 .

제 장 서론 에서는 예술흥행비자 관련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된 최근의 정1 ‘ ’

책 환경을 검토하고 연구의 내용과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

제 장은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연예인들의 송출 및 유입2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현재 국내에 유입된 외국 연예인들 중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는 필리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송출 유입 경로 및 과정과 이 과정에․

번호 직업 국적 성별 비고

#1 연예인 기획사A 필리핀 남 한국에 연예인 송출한지 년이 넘는 인물20

#2 연예인 기획사B 필리핀 남 주로 일본에 연예인을 송출하였으나 한국의 몇몇
미군부대 안 클럽에 연예인을 송출하고 있음

#3 연예인 기획사C 필리핀 여 주로 일본에 연예인을 송출하였으나 최근에는 한
국에 연예인을 송출하기 위하여 노력중 .

#4 연예인리쿠르터 겸
매니저 필리핀 남여

연예인으로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음 현재는 한.
국의 성급 호텔에 연예인들을 송출하나 주로5 ,
연예인 발굴 및 훈련을 담당.

#5 연예인 가창교습소 필리핀 여 연예 기획사 와 손잡고 한국에 보낼 아가씨들A
을 가라오케에서 연습시킴.

#6 허가 송출업자 ( 000
리쿠르트먼트) 필리핀 남

전세계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며 인력풀
을 소유하고 있음 기획사를 대행하여 관. POEA
련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음.



개입하고 있는 중개인들의 역할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를 분석한

다.

제 장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경험과 인권침해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업소에3 ’ .

서 그들에게 가하는 제재와 강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건강 실태와 주거 생,

활의 모습을 고찰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파악한다, .

제 장에서는 예술흥행비자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예술흥행비자를 받는4 .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 부처들의 역할 심사 및 추천기준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

펴본다.

제 장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고5 , , ,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본다.

제 장에서는 외국연예인도입 및 예술흥행비자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개선 방6

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결론을 짓고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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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외국인 연예인의 송출과 유입과정2

외국연예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연예인의 송출 및,

유입과정의 실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연예인들 중 년. , 2002

이후부터 유입된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외국인 연예인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년 현재 국내. 2005

로 들어온 전체 외국인 연예인 명 중 필리핀에서 온 이들은 명으로 그4,759 2,381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 통치의 영향 등에 기인하여 팝이나 록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밴드 음악이 일찍이 발달하였다 필리핀 연예인들은 필리핀인들이 이주 노.

동자로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며 아시아

의 각 지역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이들의 숫자는 년대 베트남전이 시작되면. 1960

서 미군이 주둔하는 베트남의 각 지역에서도 활동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필리핀의 노동이주법과 정책1. 2)

노동이주법1)

필리핀 해외 고용 프로그램은 국가의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제 악화를 극복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년 마르코스 정권은 노동자해외송출 계획을 발표하고. 1974

이후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년 필리핀노동법. 1975 (the Labor of the

과 년 이주노동자와 해외필리핀인 법Philippines of 1975) 1995 (Migrant Worker's

으로 알려진 공화국법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8042 (Republic Act

을 통하여 해외 인력송출을 위한 법적인 틀이 구성되어 갔다No. 8042) 3) 또한 필리.

핀 해외고용청 은 해외이주노동(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gency: POEA)

자의 직업알선과 고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형태별 해외노동자의 알선과 고용 관리

를 위한 규율(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ecruitment and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Employment of Overseas Workers) .

2) 개국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조사 보고서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12 . . 2005

Labour Migration in Asia. IOM. 2003.

3) 년 개정된 해외 육지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과 규칙2002 (2002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on

년 이주 노동자와 해외 필리핀인법Overseas Employment of Land-based Workers), 1995

해외 고용에 관한 필리핀 규(RA8042)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정의 노동법 은(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Provisions on Overseas Employment) POEA

웹사이트 http://www.poea.gov.ph/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정부 구조2)

가 필리핀 해외고용청. (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gency: POEA)

필리핀 해외고용청 은 노동고용부(POEA) (The Department of Labour and

에 부속되어 있으며 필리핀 해외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mployment, DOLE) .

년 대통령령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필리핀 해외고용청 은 해외1982 No.797 (POEA)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증진시키며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전담한

다 주요한 업무로는 해외고용계약의 승인과 외국인 고용주의 인정 해외노동자의 해. ,

외고용허가증의 발행 의 발행 도항 전 오(Overseas Employment Clearance. OEC) ,

리엔테이션의 실시 등이 있다 또한 민간 인력알선업체의 허가 위법업자의 단속업무. ,

등도 실행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는 필리핀 노동자는 전원이 필리핀 해외고용청

에 등록해야 한다(POEA) .

나 해외노동자복지처. (The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OWWA)

노동고용부 의(The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DOLE) 부속기관

으로 해외노동자복지처에 회원 가입한 필리핀 해외노동자의 이해와 복지를 위해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가입제 복지 기구이다 해외노동자복지처 는 기. (OWWA)

금을 통해 회원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이해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프로그,

램과 서비스를 개발 이행한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달러의 회원비를 내면 생명. . 25

보험 출발 전 대출 교육 및 훈련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 , ,

다 또한 해외에서의 노동자 지원 및 서비스. (Workers Assistance and On-site

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해외 필리핀 노동자 배치 정보 제공 법률 의료서비Services) , ,

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Philippines Overseas Labour Office : POLO)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는 노동고용부 의 세계적 연결망이다 필리(POLO) (DOLE) .

핀 해외노동사무소는 노동부장관실 의 직속 하에(Office of the Secretary of Labor)

있으며 노동고용부 의 해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해외 필리핀노동자에 적용, (DOLE)

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중동 미, . , ,

주 구주에 개의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가 있다, 34 .



그림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구조< 2-1>

라 외무부.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우선적 조치를 하거나 관계 외국기관에 이주 노동자와

다른 해외 필리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대표단을 만들어 보내고 곤경에 처한 필

리핀이주자를 보호 송환하는 업무까지 수행한다 해외노동자 복지처의 회원으로 가, .

입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해외로 노동 이주한 필리핀인의 귀환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차관산하 이주노동자지원실 (OUMWA: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Migrants

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Workers Affairs) .

합법적인 노동 이주의 절차3)

가 해외 고용주 인증과 필리핀 해외 노동사무소. (POLO)

필리핀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해외 고용주는 필리핀 해외고용청 의 해외고(POEA)

용알선업체인가를 취득한 알선업체를 통하여 필리핀 노동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필리.

핀 알선업체의 인가 취득 확인 후 고용주는 채용 관련 서류를 필리핀 대사관 혹은 영,

사관에 있는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에 보내 내용을 확인 받는다(POLO) .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는 필리핀국적 노동자의 고용 계약을 포함한 외국 고용주

의 채용서류를 심사하고 확인하는데 이는 고용주와 업체가 실재 존재하는지 노동자

고용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인가를 받은 후 필리핀 고용알선 업체,

는 해외고용주업무 상대자로 필리핀의 해외고용청 공식 등록 한다(POEA) .

4) 한국 주재 필리핀의 노무관실에서는 를 노무관보로 번역하고 있다Welfare Officer .

노무관(Labour Attache)

노무관(Labour Attache)
복지관 (Welfare Officer)4)

통역
행정업무

서기 통역
사무소 간사



필리핀 해외 노동사무소 의 외국인 고용주 인증 관련 해외고용청 규율(POLO) 5)

의 외국 고용주 검증 시 필요한 서류POLO (Accreditation)

에 고용주 등록 전에 다음의 서류를 에 제출해야 함POEA POLO

a. 외국고용주가 필리핀 고용업체에 발행한 위임장 또는 필리핀 등록 업체와

작성한 채용 동의서

b. 고용계약서 견본

c. 인력요청서 고용할 노동자의 직위와 급료( )

d. 사업자등록증(Business license)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규정

a. 정규노동 시간에 해당하는 급료 고용 국가의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 이(

상)

b. 무임통근 수단

c. 무료 숙식

d. 고용 국가의 노동법 사회법 회사 방침 및 관례 등을 고려한 계약 및 노동, ,

자를 위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

필리핀 업체가 외국 고용주 등록을 위해 에 제출하는 서류POEA

a. 위임장 또는 채용 동의서

b. 외국고용주의 고용 계약서 견본

c. 외국 고용주의 인력 요청서

나 필리핀 해외고용 알선업체 인증.

해외고용 알선 인가 는 오직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시민이 주식 자본(License)

의 최소 를 소유한 업체에게만 발행되며 최소 자본 백만 페소 한화 만원75% 2 ( 3,800

가량 의 개인지주 또는 공동지주 회사나 최소 백만 페소의 납입 자본을 소유한 업체) 2

이어야 한다. 고용 중개업체들은 채권 개제 신청 전 세미나 수료 사무실 규모 확보, , ,

새로운 일자리 시장 안내서 발표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제 또한 인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백만(Escrow Deposit), ,

페소의 결제대금과 십만 페소의 보증계약 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Surety Bond) .

이는 알선업자로 하여금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알선비를 받는다거나 노동자의 본국귀환이 필요한 경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위한 재정적 보증을 위한 것이다6).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과 더불어 인가를 받은 회사는 따라야 할 의무사항이 주어,

진다 이는. 건강 기술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노동자 선발할 것 필리핀과 노동자a. , , b.

고용 국가의 노동법 준수 노동자에 모집 과정 기간 조건 등 관련 정보 오리엔테이, c. , ,

션 제공 필요 시 파견 노동자를 본국으로 귀국시킬 의무 등을 말한다, d. , .

다 해외 이주 노동자 등록.

해외로 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계약서 건강검진서, (Medical examination

등의 해외고용청 에 제출한다 해외 이주노동자들은 출발 전 오리엔테37) (POEA) .

이션 세미나 에 참석하고 해외노동자복지(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s)

처 에 건강과 의료보험 혜(OWWA,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택을 위한 회원료를 지불한다 해외고용청은 등록이 끝나면 해외고용인정서.

를 발급해 준다 해외고용인정서는 해(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OEC) .

외고용청 이 발급하는 일종의 여행 허가서로 여행세 페소와 공항세(POEA) 1,620

페소를 면제해 준다 이와 같은 해외 노동이주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정550 .

부단체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근 필리핀 정부는 시스템One Stop

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 고용알선업체들을 관련 문서들을.

암호화하여 인터넷으로 송부하며 전자영수증 이 발(E- Submission), (E- Receipt)

급된다 해외고용인정서 를 대신하여 전자카드 가 발급되며 해외노. (OEC) (E-Card) ,

동자에 발급하는 이와 같은 전자카드는 신분증명 카드로 이용되며 송금 및 신용

카드로도 이용가능하다.

라 해외이주노동자 출발 전 교육.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s)

연예인을 비롯한 해외이주노동자들은 해외로 출발하기 전에 출발 전 오리엔테이

션 세미나 를 수강하여야 한다 세미(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s: PDOS) .

나는 해외노동자복지처 가 정식으로 인증한 곳에서 행하여지며 다수의 고용(OWWA)

6) 외국 고용주들이 다른 산업이 아닌 연예인을 고용하기위한 고용주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만2

달러의 결제대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주일 필리핀 대사관이 고용주를 인가하면서 만달러. , 2

를 보증결제대금으로 징수하였다 이는 외국 고용주와 필리핀알선업자가 공동 책임의 원칙 하. ,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양쪽이 노동자를 위한 보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필리핀 출, .

신 연예인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대금의 반환 문제 및 대사관이 보증금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

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대사관은 이와 같은 보증금을 요구.

하고 있지 않다.



알선업체 혹은 고용알선업체협회들이 인증을 얻어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의.

내용은 이주관련 법 수속절차 이주대상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습 권리와 책임 비상, , , ,

시 보호와 의뢰 해외 노동과 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에 관한 것으로 출,

발 전 오리엔테이션세미나 는 모든 해외이주노동자가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PDOS)

다.

마 불법 모집. (Illegal Recruitment)

필리핀법상의 불법 모집이란 해외고용청에 미등록한 업체의 노동자모집 행위

뿐만 아니라 인가를 얻은 등록업체의 년 이주 노동자와 해외필리핀인 법1995

의 제 항에 정의된 불법(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8042) 6

행위7) 등도 모두 포함한다 불법알선행위를 한 경우 노동법 조와 법에 의. , 39 8042

하여 위반 사항에 따라 무기징역에서부터 벌금까지의 처벌이 부과된다 불법모집,

으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 인가된 허가는 취소되며 인가를 위하여 예치한 결제대,

금과 보증계약은 몰수된다 보증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해외고용청 은 해외 노동자 혹은 관련자로부터 불법 모집에 관한. (POEA)

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 직권조사 한 후 위반 사항이 인정된 경, , ,

우 해당 업체 혹은 개인을 행정처분하거나 기소한다, .

바 요약.

7) 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 행위Act 8043

직접 간접적으로 장관이 규정한 액수 이상의 알선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수취한 경우a. , DOLE

채용 및 모집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배포한 경우b.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c.

다른 자릴 제안하기 위해 이미 고용된 노동자를 그만두게 했을 때 가혹한 고용 조건에서 노동자d. (

를 구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해당)

고용주 또는 업체에 자신의 모집업체를 통해 고용 신청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e.

압력을 가한 경우

공중 보건 및 도덕에 해가 되는 일 필리핀 공화국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에 노동자를 모집하f. ,

거나 소개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공인된 대리인 이 실시하는 검열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한 경우g. ( )

고용 상태 알선 결원 외화 송금 출국 등의 정보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안 한 경우h. , , , ,

노동부가 승인하고 확인한 고용 계약서의 내용을 노동부의 승인 없이 바꾼 경우i.

모집 업체의 직원이 여행사 또는 여행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의 이사회 중역이 된 경우j.

출국 전에 노동자의 여행 서류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k.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송출하지 않은 경우l.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송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과정 중 발생한 비용을m.

변상해주지 않는 경우



그림< 필리핀의 해외이주노동자 송출관련 시2-2> 스템

해외고용청

(POEA)

해외고용알선업체

해외이주노동자

해외고용자

및 작업장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POLO)

인증 감시,

필리핀 정부의 해외이주노동자 송출 절차는 관련자 인증과 감시 처벌의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필리핀 국내의 해외고용 알선업체는 해외고용 에 알선업. (POEA)

체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인증허가 취소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고용알선 업체를 통하여 해, , .

외로 고용된 필리핀 노동자가 알선업체의 부정행위 혹은 잘못된 정보 등으로 불,

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노동자는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를 통해 해외고용청에 이,

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 해외고용청과 노동사무소는 관련 알선업체에 해당 행위가.

있었음이 파악될 경우 알선업체로 하여금 노동자의 귀국경비 등을 지불하도록 하,

는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 또한 이주 대상국의 필리핀 해외노동사.

무소 는 이주노동자가 노동하려고 하는 이주대상국의 고용주 및 작업장을(POLO)

확인하고 이주노동에 적합할 경우 인증허가를 하며 이후 자국노동자의 실태를 감,

독한다 자국민의 이주노동관련 진정이 있을 경우 본국의 알선 절차 확인 및 이. ,

주대상국에서 가능한 지원활동을 벌인다 해외에서 고용의 기회를 얻은 필리핀인.

은 이주 알선의 과정과 근무지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해외고용청, (POEA)

및 이주대상국 주재 해외노동사무소 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POLO) .



한국 송출 연예인 관련 필리핀 정부의 대응2.

재한 필리핀 대사의 대응1)

① 비자 제한발급 요청

주한필리핀 대사관은 년 월 일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2004 7 12 8)를 통하여 재필리

핀 한국대사관에서 예술흥행비자 신청자의 신원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여성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성급 호텔을 비롯한 명성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할 연예인에게만 비, 5

자 발급을 실시해 줄 것을 한국 외무부와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년 월 일 주한 필리핀 대사는 미군 기지촌 주변 클럽 등에서 활동하2004 12 21

는 자국민에게 행해지는 성매매 강요 및 미군과의 결혼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들어

이들의 인권침해를 걱정하며 전술한 내용의 비자제한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하였다9).

주한필리핀 대사를 통한 필리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고급호텔 혹은 그에 준하는 공연

장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에게만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

시에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 혹은 계약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연예인들에게만 비자 발급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대사관 소속 필리핀 해외고용사무소 는 이와 같은 요구에 발맞추어 년(POLO) 2004 7

월 이후 부적당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예상되는 노동계약 및 한국인 고용주에게 고,

용주 인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측의 이와 같은.

요구와 관계없이 필리핀 정부의 인증여부의 확인 없이 한국의 비자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 비자를 계속하여 발급하였다 주한필리핀대사와 주필리핀 한국대사와의 면, .

담에서도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주한필리핀 대사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응답하

며 한국대사관은 한국출입국의 규정에 맞추어 비자를 발급할 뿐이라고 답변하였,

다10).

한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여성연예인들의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해외고용알선업

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며 한국에서의 작업장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다수인 상황에서 재한필리핀 대사관은 해외,

고용청 과의 연계를 통하여 필리핀 연예인을 인권침해적인 작업장에 소개시(POEA) ,

킨 책임을 물어 필리핀연예인을 송출한 해외고용알선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상당히,

8) 코리아 타임즈 년 월 일자. 2004 7 12 . ' Philippines Urges limiting Issuance of E-6 Visas

9)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58p, ' ' , , 2006.8.

10) 코리아 타임즈 년 월 일자. 2005 1 11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불법 해외고용 알선업체는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

고 해외고용알선 행위를 하므로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또한 소재지 파악을 하였다 하,

더라도 은행에 예치금 및 보증보험을 들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

을 줄 처벌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필리핀 대사관은 예술 흥행비자 제한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건수는 년 말 건2004 1,275

에서 년 말 건으로 오히려 증가 일변도에 놓이자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2005 1,666

오히려 자국민보호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한국 필리핀연예인 파견업체들을 불

러 모아 인증을 받도록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표 연도별 국가별 공연추천 현황< 2-1> 11)

구분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필리핀 402 500 1,275 1,666

러시아 1,001 501 33 172

전체 1,758 1,188 1,419 1,984

주 기간은 각 연도별로: 1. 1. 1 - 12.31

전체는 필리핀 러시아 그 외의 국가 포함2. , ,

② 인증 절차와 인증 회사

년 말 현재 필리핀대사관에 필리핀 연예인 고용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 즉2006 ,

파견업체는 약 개소로 개의 업체 중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전용유흥음39 , 39 3

식점 혹은 관광극장식당에 필리핀 연예인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된,

다 필리핀 대사관은 년 말과 동일한 입장 즉 여성이 불법으로 한국에 유입되고. 2004 ,

있어 인권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하고 있으므로 고급 호텔 혹은 명성이 있는 곳에 합법

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자국민.

연예인의 숫자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연이 가

능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대신 될 수 있는 한 감시를 강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필리핀 대사관은 자국민 연예인의 인.

권침해 및 노동착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과 한국에서 해당 연예인을 파견,

한 기획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 및 중재하려고 노력하며 송출 혹은 파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업체에 책임을 묻는다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 (POLO)

는 인증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연예인파견업체 즉 기획사 및 고용주로부터 신청 서류,

심사 이후 노무관을 비롯한 노동사무소 직원이 공연장 즉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

11) 감사원57p. .2006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자료 따라서 실제 비자 발급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



직접 사찰을 나가기도 한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해외고용청령에 언급되어 있는 해.

외고용주에게 요구되는 결제대금예치 및 보증계약(Escrow deposit) (Surety Bond)

을 인증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사업자 인증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연예인 고용허가에 필요한 증빙서류(Verification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of Korean Entertainment Employers).

사업자 등록증 영문 번역본 첨부 부( , 3 ): Business License with English

Translation

함께 제출할 서류

고용주의 주민등록증- : Korea Identification or Passport of the President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서- : Worker Dispatch License

위임장 공증필 부( , 3 ) : Special Power of Attorney (Notarized) ( 3 copies)

고용계약서 견본 영문번역서 첨부 부( , 2 )

작업지시서 잡오더 인력요청서 맨파워리쿼스트 공증필 부( )/ ( ) , 3 : Job Order/

Manpower Request)

증빙서류

출연계약서- : Booking Contract

관광사업자등록증- : Certificate as a Tourism related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공연장 사진 지도- / : Pictures / Map of Performance Venue

공연장 소유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사본-

주 위임장이란 한국파견업체가 필리핀 고용알선업체에서 연예인을 모집을 위한 모든 활동을 위임: 1.

한다는 내용의 서류.

작업지시서란 한국 파견업체가 공연장으로부터 파견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의 서류2.

필리핀 정부의 대응2)

한국으로 들어오는 필리핀 여성의 상당수가 에스코트라 불리 우는 불법적인 방법

을 써서 한국으로 입국하므로 공식적인 해외고용취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이

다 해외 고용청 의 최근 자료를 보면 필리핀 고용청에 정식으로 출국 절차를. (POEA)

밟고 한국으로 입국한 필리핀 연예인의 숫자는 년 명 년에는 명에2004 625 , 2005 687

불과했다.



표 한국 입국 필리핀연예인 숫자와 해외고용청 등록 수< 2-2>

연도 전체입국자수 러시아 필리핀

등록POEA

한국입국필리핀

연예인 숫자

1993 1,434 157 452 153

1994 649 13 258 189

1995 1,009 83 421 28

1996 1,550 260 601 5

1997 2,211 346 926 51

1998 2,105 494 898 46

1999 4,486 2,049 1,225 47

2000 7,044 3,510 1,849 3

2001 8,586 3,901 2,051 94

2002 6,452 3,238 1,208 257

2003 4,640 1,856 1,375 237

2004 3,943 305 2,215 625

2005 4,759 438 2,381 687

주1: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와 필리핀 의, ' ' POEA OFW Deployment per Country

and Skill for Year 1993-2005.

주 등록 숫자는 자료중2: POEA , Composers Musician and Singers, Choreographers

의 항목을 합친 숫자임and Dancers .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가까운 숫자의 필리핀 연예인들이 본국에서 합70%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필리핀 이민국

을 대상으로 전술한 에스코트라 불리 우는 방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출국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필리핀 이민국. ,

은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비자 유무 확인 등 해외로의 불법 입국 여부만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에스코트에 대한 부정한 대가를 받지 않은 이민국.

직원이라 하더라도 한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였으므로 필리핀 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측하여 출국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리핀의 불법 중개.

업자가 연예인의 출국을 위하여 부정의 방법을 썼던 그렇지 않았던 대부분의 불법 중

개업자들은 이 비용을 일괄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연예인들에게 부담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필리핀 법상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연예인들은 자국법이 보장,

하는 해외취업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연예인들의 규모와 실태에 관하여 필리핀

외무부 법무부를 비롯한 필리핀 정부기관들은 해외고용청에 등록된 숫자만을 파악하,

고 있어 년 년 입국자가 천여 명이 넘는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 정부, 2004 , 2005 2

의 년 예술흥행비자 발급 금지 조치가 댄서 자격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년2003 3

여가 지난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즉 필리핀의 대다수의 정부기관은.

한국에 입국하는 자국민 연예인의 숫자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으며 고급 호텔 혹은 공

연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 측은 필리핀 관련법.

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대사관이 에술흥행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년 예술흥행비자 중단 조치가 댄서 자격자에 국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식하고2003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2).

12) 일자 참조POEA New Release. 2006. 9.8 .

년 월 일 일 일 행하여진 정부 관게자와의 인터뷰2006 11 7 8 9



3. 연예인 송출구조

연예인 송출 구조 필리핀1) -

그림 필리핀에서의 연예인 송출 구조< 2-3>



가 모집자.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해외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일가친척인 경우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사람인 경우도 있다 이들 모집자 은 다시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모집. ( 1)

자 모집자 에게 여성을 소개하거나 혹은 연예인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 매니저( 1-1) (

에게 여성을 소개 한다 때때로 여성은 자신이 직접 해외에 나가기를 꿈꾸며 모집자를1,2) .

거치지 않고 연예인 사무소를 찾기도 한다 또한 모집자 중에는 여성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한국과의 연결망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매니저와 한국의 기획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도 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연예인으로 일한 적 있는 여성들이 일본의 새로운 출입국 정.

책으로 인하여 일본행이 어려워지자 처음부터 한국으로 입국을 시켜줄 수 있는 모집자를 찾

아 나서기도 한다.

나 매니저.

연예인들을 양성하고 해외로 송출시키는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이

전에 해외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출신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집된 연예인.

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창ARB

법을 연습시킨다 여성이 지방 출신인 경우 숙박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매니. .

저 중에 이러한 시설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 사무소 등에 소속 연예인을 위탁하

여 교육시키기도 한다 연예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소속으.

로 둔 연예인 사무소 등의 경우 연예인 양성과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고용알선 인증을 받아,

이를 위한 서류수속 등의 일도 겸업한다 매니저( 3).

다 해외고용 알선 인증업자.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당국의 비자 신청을 비롯하여 필리핀 내에서의 수속

등을 진행한다 인증을 받은 해외 고용알선업자로서 송출업무 상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필리핀 해외고용청 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해외로(POEA) .

나간 연예인이 미성년자인것이 밝혀진 경우 해당 필리핀에서의 수속을 담당한 인력알선 업

체가 행정처분 혹은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신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

다 따라서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매니저 혹은 매니저 사무소 등을 선별하여 문제가 없을 것.

이라 판단되는 매니저 혹은 모집자를 자체 인증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라 필리핀 입국자.



여성들은 보통 모집인이나 매니저 등을 모두 매니저라고 부른다 여성 의 경우처럼 여러. 3

단계를 거쳐 해외에 유입된 경우 여성은 이 모든 중간 소개자에게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불,

하도록 강요된다 여성이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고용 알선업자 혹은 매니저에게.

간 경우 여성 여성이 지불해야 할 대상도 줄어들게 된다( 2), .

한국에서의 연예인 유입구조2)

가 기획사 파견업자. ( )

기획사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외의 외국연예인 초청 가능 관광업,

체로 외국인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구분되어 있다 관광업소에 연예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기.

획사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 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며 따라서 법적으로 여성들의

고용주는 여성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사업자가 아닌 기획사가 고용주에 해당한다 이들은 관.

광사업장에 필요한 연예인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지로 가서 오디션을 실시하여 연예인을 선

발하거나 혹은 현지의 제휴 업체로부터 해당 여성의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공받은 후 영상,

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위한 필요서류 출입국관리국 발급 사증발급인증서를 위한 서류 등,

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또한 연예인들의 임금을 관광 사업주로부터 받아 지급한다 또한 연. .

예인이 현지의 매니저 등에게 빚이 있을 경우 월급에서 감면하여 필리핀에 송금해 주는 역

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연예인이 관광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을 경우 파견사업자로서 연예인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역할 및 업장 변동 등에 따른 필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때때.

로 가족이 관광사업주와 기획사의 역할을 나누어 하는 경우 기획사 겸 사업주( 3)13) 외국,

연예인의 고충을 해결할 상대가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착취의 상대가 둘로 늘어나는 경우

가 생기기도 한다.

13) 현행법 상 동일인이 파견사업자와 파견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으므로 가족이 각각 그 업무를 맡는 곳도 있

음.



나 사업주.

외국인 연예인을 기획사를 통하여 고용하며 이들의 숙식 외출 휴가 등을 관리하는 실질, ,

적인 고용주에 해당된다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의 경우 업소 당 평균 명 정도의 여성을. , 8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여성들이 파는 주류 소위 말하는 주스 판매 등이 커다란 수입원,

이 된다.

대규모 유원시설의 경우 유원 시설의 공연 담당팀 한국인 의 일원이 현지에서의 연예인, ( )

오디션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다 필리핀 대사관. 14)

필리핀 대사관에는 해외노동사무소 가 있으(POLO: Philippine Overseas labour Office)

며 자국 연예인이 한국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 정부에 인증된 인력송출 회사를 통한 자국민의 입국을 장려하고 있는 한편 한국의,

기획사와 연예인 공연장이 사전에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년. 2004

알라딘 빌라코르테 필리핀 대사는 한국의 외무부 및 법무부에 성급 호텔 등에서 공연하는5

연예인에게만 예술흥행비자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자 발급 시 필리핀 정부에 의해

허가된 현지 송출업자를 통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의 기획사와 공연장에서의

공연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 비자 발급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국 연예인을 위한 쉼터를 갖추고 있으며 연예인 송출에 자국 인력송출 회사의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필리핀해외고용청 와 협력하여 해외고용청이 인력송출회사(POEA)

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돕는다 실제로 필리핀해외고용청은 해외노동사무소에서 인력송.

출회사의 부정에 관한 보고가 있을 시 인력회사를 추적하여 사무소 폐쇄 허가 박탈 등의, ,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용 형태와 비용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중심으로3) ( )

가 모집과 유입 비용.

14)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정부의 대응 부분을 참조' '



그림 연예인 유입과정 중 지출비용< 2-4>

한국 기획사 현지 연예인 사무소 매니저 소속- ( )①

기획사는 외국인 연예인을 선발한 후 해당 연예인이 영등위 추천를 거쳐 비자발급인증,

서를 받게 되면 해당 연예인을 소개시켜준 매니저 혹은 연예인 사무소에 달러에서1,000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이는 외국인 연예인의 비행기표를 포함한 금액이다1,200 , .

현지 매니저 해외고용 알선 인증업체 서류수속사무소 혹은 에스코트-②

해외고용알선 인증업체는 연예인이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예인을 소속,

해외노동자로 수속을 밟아 해외로 내보낼 경우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부분. 100

달러에서 달러를 받는데 매니저들을 이 비용을 여성에게 채무로 넘긴다 매니저들은 소300 .

속 연예인들이 해외고용 알선 인증업체를 통해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합법 노동자로 나가,

게 되어 필리핀 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인증업,

체를 이용하는 비용 또한 연예인들에게 부담시켜 본인의 부담이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인

증업체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관광업소의 경우 단시간 안에 연예인이 한국으로. ,

유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필리핀 측이 해외고용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에스코트 시스템 즉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

는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한다 여성이 에스코스 시스템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경우 여. ,

성의 첫 번째 월급은 에스코트를 위한 비용 지급의 명목으로 공제되어 매니저에게 보내진

다.

연예인
업주

연예기획사

서류수속업자

소개업자

매니저

달러 월500 /

식대와숙소제공

만원 월100 /

수수료 달러1,000-1,200

에스코트비용 한 달분 월급

서류수속비용 한 달분 월급

달러 월50-100 /

달러 월50 /



현지 매니저 여성-③

매니저는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면 매달 월급의 를 수수료10-15%

로 지급받는다 여성이 본국에서 매니저에게 진 빚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또한 월급에서. ,

공제되어 나가며 전술한 대로 매니저가 많을수록 여성에게 남는 금액이 적어진다 예를 들.

어 여성의 월급이 달러인 경우 에서 달러가 각각의 매니저에게 지불할 금액이 되500 , 50 60

며 매니저가 명일 경우 월급은 에서 달러 정도가 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개, 2-3 , 300 350 . 6

월 한정 혹은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한 채무관계가 끝날 때 까지 등등 지불기간은 각각 다,

르다 매니저는 이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에 정기적으로 입국하기도 한다. 15).

기획사 사업주-④

업주는 기획사에게 여성 한 명당 대부분 한화 만원 정도에서 만원을 월급으로100 130

지불하며 이를 기획사는 환전하여 에서 달러 정도를 여성에게 지급한다 필리핀 매500 550 .

니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사는 여성의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필리핀으로 보,

낸다.

업주 연예인-⑤

업주는 여성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기획사를 통해 지불한다.

그러나 숙박과 식사의 경우 업주가 사업장의 근처 혹은 사업장 안에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 ,

하고 주거 관련 비용 수도 전기 난방비용 등 을 지불하며 일정금액을 식대로 지불한다( , , ) .

금전적인 착취 상황.⑥

연예기획사들은 대부분 사업주로부터 월 만원에서 만원까지 연예인 한 명당 지100 130

급 받는다 실제로 이중 연예인들의 월급으로 지불되는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불. 500

정도이다 월급의 반 이상을 기획사에게 공제 당하고 난 후에도 이 월급이 달마다 전액 연.

예인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아니다 우선 두 달치의 월급이 전액 공제된다 연예인들은 대. .

부분 자신이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서 출국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국,

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현지 매니저가 한국 기획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15) 필리핀의 대규모 연예사무소는 소속 여성이 한국에 수십 명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 여성에게 받을 돈을.

징수하러 혹은 여성의 노동조건을 보러온다는 등 입국의 정확한 이유는 인터뷰하는 이에 따라 달랐음



들에게 필요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더불어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이들의 노동절차가 현지법상 적법한지에 관계없이 한국입국 비자를 발급하기 때

문에 연예인들은 본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본인.

이 에스코스 라는 불법 절차를 걸쳐 출국한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

며 이와 같은 에스코트를 위한 비용은 연예인들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월급으로 충당된

다 두 번째 월급은 현지에서 이들이 소속한 사무소의 알선비용으로 지불된다 이는 필리핀. .

법상 인력알선 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수료이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월급을. ,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이와 동액의 금액이 매월 공제 된다 세 번째 월급부터도 전액 즉. 500

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현지에서 이미 여성과 계약관계에 있는 매니저들에게 여러 가.

지 명목으로 수수료 매월 불 를 지불하게 된다 연예인들은 입국 직전에 이와 같은( 50-150 ) .

사실을 구두로 듣거나 이중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는다 혹은 입국 후 소속 기획사기.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기도 한다 따라서 처음 개월간의 대략 연예인의 임금은 에스코트. 6 ,

입국에 현지에 매니저가 있는 경우 총 천 달러 만원 에 그치게 된다 이는 한국의, 1 600 (150 ) .

최저임금의 두 달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처음 두 달 가까이는 주스 판매를 하지 않으.

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조차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회사가 의 인증을 받은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주 작은 곳POEA .

이니까 그렇지만 한국대사관이 비자를 내주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에. .

중동에 갔을 때는 인증 받은 회사를 통행서 절차를 밟고 갔다 월급도 계약서그대로 받.

았다 사례. ( 21)

필리핀에서 불을 받는다고 써진 계약서에 사인할 때 매달 불은 필리핀의 매니저650 , 150

에게 송금되니까 내 진짜 월급은 불만 받을 거라고 얘기해줬다 나는 개인 매니저가500 .

있었다 그가 서류수속을 어떤 회사에 맡겼고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 , .

입국비용으로 달러 들었다 에스코트 비용으로 불 들었다 나머지는 비행기 값과800 . 400 .

비자수속 비용이다 월 첫째 주에 오디션을 봐서 마닐라에서 월 일 날 출국했다. 4 4 24 .

한 주 정도 걸린 것이다 한국에 와서 달에 걸쳐 냈다 나는 이미 첫 달 월급으로2 . 2 .

불 밖에 못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첫 달에 일부러 월급을 받지 않고 두100 .

달 째에 불을 받았다 어떤 애들은 매니저가 명이나 있어서 월급을 불을 받아200 . 3 500

도 불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는 필리핀 매니저들이 떼어가는 경우도 있다 사례200 , . ( 3)

필리핀에서 계약은 오기 직전에 에이전시에서 했다 월급은 불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750 .

첫 월급은 불을 받았고 두 번째 달은 받지 못했다 왜 첫 월급을 달러만 받았나400 . 400 ?



모른다 아마 필리핀에서 든 비용 때문에 가져간 것 같다 어쨌든 그들은 계약을 이행하. .

지 않았다 개월 동안 내 월급은 불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만 받았다. 6 400 . 510 16).

그래도 나는 에이전시 매니저 랑 친해서 돈을 안줘도 돼서 다행이다 사례( ) ( 6)

따라서 다단계로 이루어진 임금 착취의 구조 현지에서의 불법행위 에스코트 파견사업, ( ),

의 악용이라는 고리 속에서 한국의 실정법상 보호되고 있는 기본법상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

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연예인의 유입 절차4)

기획사와 사업주는 연예인 모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예인의 출신국을 방문한다 현지.

의 매니저들과 연예인사무소는 연예인들을 모집하여 오디션을 준비하고 오디션에 합격한 여

성은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된다 때때로 한국 기획사는 오디션 없이 현지의 제휴사무소에 연.

락하여 비디오 자료만 받는다 비디오 촬영 자료와 그 외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상물등.

급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추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추천장과,

검사 결과 등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받는다 현지로 비HIV .

자발급인정서를 송부하고 추천대상인 여성은 현지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 후 입국한다.

16) 이여성의 경우 실제 월급은 혹은 달러인데 이중 매달 달러씩 개월간 총 달러와 두 번, 500 510 , 100 5 500

째 월급을 알선료와 에스코트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임.



제 장3

예술흥행 비자 입국 외국인(E-6)

연예인의 실태와 문제점





제 장 예술흥행 비자 입국 외국인 연예인 실태와 문제점3 (E-6)

예술흥행비자를 통한 입국자들 중에서도 공연법에 의거한 공연이 아닌 관광( E-6-1),

진흥법에 의거한 관광시설 특히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인,

들 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E-6-2)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연예인 유입산업의 기이한 역사 및 영업 형태에 의한 문.

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입산업에서의 외국인의 실제 노동형태와 그들의 입국자격의,

상이점 등에 의한 행정상의 불일치에 의한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연속되는 착취1. :

다른 국적 같은 이름 여성1) , , .

기지촌은 광복이후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으로 주둔하면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

었으며 이들 미군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이 생겨났다 암달러상 미용실 세탁를. , ,

비롯하여 외국인전용 술집이라 불리우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생기게 된 것도 이

때라고 할 수 있다 정희진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 ).

한국정부는 해방 후 베트남 전쟁직후에 이르기까지 기지촌의 한국여성 즉 빈곤 등의 이,

유로 인하여 기지촌에 유입되는 자국민 여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1970

년대에 들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미군 감소를 정권 위,

기로 받아들이며 미군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비로소 미군기지 주변에 미군. ,

을 위해서 미군에 의해 생겨난 기지촌의 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일례로 주한 미군과 한국정.

부는 년부터 년까지 군기지 정화 운동 을 벌이게 되는데 일련의 정화 운동의 일1971 1976 ' ' ,

환으로 한국정부는 기지촌마다 성병진료소를 설치하고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들 즉 미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보건증을 지급하였다17) 한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윤락방지법에 의하여 성매매 등을 불.

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성을 미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 하였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유흥음식점이라.

는 사업 명 아래 여성들을 이용하여 주류 및 성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그 수익을 착취하였

으며 이들 유흥음식점 사업주들이 여성을 이용하여 일련의 사업을 벌이는 것을 한국 정부,



및 미국 정부는 공식 인정하고 오히려 이들 여성의 성을 합법적으로 관리하였다.

현재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외국인 유흥음식점 영업허가 취득시기를 보면 경기도 지

역의 의정부 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전 점포가 년대에 외국인전용 음식점 허가를19 1970

얻었으며 평택 개의 점포 중 개가 기획사 설립 파견사업자허가 이 자유로워지면서 외, 75 50 ( )

국인 여성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년 이전부터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1999 .

한 동두천의 경우에도 개 중 개 업소가 외국인연예인이 급증하기 시작하기 이전81 42 (1999

년)18)에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흥음식점 현황. 19) 년(2003

월 일 기준 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개 외국인 유흥음식점의 약 에 해당하는 업12 31 ) 292 65%

소들이 년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 즉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공연하도록 되어1999 . ,

있는 영업장 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외국인을 위한 공연을 벌이는 공연장이 아닌 여,

성의 성을 이용하여 외국인 즉 미군을 위하여 여성의 예술 능력이 아닌 여성의 성성을 이,

용한 판매 행위를 주로 하는 사업장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장에 유입된 외국인 연예인 여

성이 공연이 아닌 기존에 한국여성이 담당하였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맡도록 강요당한 것은

이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영업 형태로 보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

의 미군기지 주변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의 유입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쇠퇴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들은 외화 벌이의 선두 주자라는 명목을 들고 정

부에 필리핀 및 구소련 연방여성들을 한국인을 대신하여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외국연예인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미군기지 주변 클럽 주들을 주요 회원으로 두고 있

는 협회 한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년도에 우리가 문광부에 연예인을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시 미군96

감축 경제 위축 등으로 우리 업계가 폐업을 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중략 사실 당시, . ( )

에 명분은 연예인 이었지만 접대부로 들여온 것이다 정부도 접대부 로 비자를 내 줄“ ” . ‘ ’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여튼 우리도 하나의 업종인데 폐업일로를 걷고 있다니까 책임.

을 느낀 정부가 연구 연구하다가 접대부 대신 연예인 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비자“ ”

를 만들어 준 것이다.

미군을 영내 미군기지내 밖으로 유출시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내에는 없는 것( )

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내에 없는 건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

여자를 확보한 것이다 이 당시 논의는 문광부에서 시작해 안기부까지 거쳐 갔다 내가.

직접 안기부까지 가서 러시아 여성을 수입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업방식이 탈법이 아니라 원래 접대 명목인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 ’ .

18)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하여 한국관광시설협회 및 문광부 허가 공연기획사이외의 기획사들도 파견사업자 허

가 취득이후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연예인이 증가한 시기.

19) 문화관광부 제공 내부자료



니다 지금의 문광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 .

런데 김대중 정부이후 규제완화가 되면서 예전에 명이던 연예인들이 지금은3-400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성매매 등의 문제가 생겼다 예4-5000 . .

전에 우리끼리만 하던 때는 문제가 없었다.

전 협회 회장 현 기획사 사장 사례( XX , 7 )

년부터 기지촌에 필리핀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양공주 양색시란 말이 없어졌고 인1996 , ,

신매매 등급을 맞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 종업원을 허가해줘 들어오기 시1 .

작했다.

사실 기지촌 클럽엔 연예인 겸 웨이트리스가 필요한데 이들을 들여올 방법이 없어서 무

희 가수비자로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엔 순수했으나 어떤 업주 한명이 여성들에게 옷벗, .

고 고고를 시키니까 미군들이 그 집으로 몰리고 또 윤락을 강요하고 그랬다.

사례 인터뷰( 3 ).

즉 설령 정부가 외국인 연예인의 유입을 허가하면서 이들이 공연자가 아닌 유흥접대원,

으로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여성의 감소 및 기타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존폐 위기를 맞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사업주 소위 말하는 외국,

인전용 클럽 주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 관계자들에서 외국인 연예인들을 한국여성을 대신하

여 접대부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연예인의 유입주

체인 외국인 전용클럽의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업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외국인 연30

예인의 유입을 허가하였다는 점에 있어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년. 1996

문화체육부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업주로 구성된 한국특수관광협회에 외국인 연예인을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입국하는 연예인들

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제 장 외국인 연예인 입국숫자 표 참조 한국특수관광협회는 이와( 2 ).

같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 즉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을 대신하여 도입 이용할 수 있는, ․
공식인정서를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공연계약서 등을 만들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 공급하고 클럽업주 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등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20) 한국특수관광협회의 회원인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여

구태의연히 사업을 이어나가게 된다.

더불어 년 정부의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의 결과로 외국인 연예인 도입이 파견근로1999 ,

자사업자에게 전면 허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업 허가를 얻어 외국인 연예인을 유입시키

는 파견근로자 업체 즉 소위 말하는 기획사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21) 동시에 이를 통한 조직

20)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1999.8.23, 1999.8.23



적인 외국인 여성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숫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며22) 외국인연예인 입국 숫자 그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 ,

작하였다 이는 기획사들과 이들을 고용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들이 한국여성을 대신하여.

외국인 여성을 유입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돌파구를 마련하였음을 보여주며 또한 한국여성,

들을 대신하여 업소에 고용되기 시작한 외국인 여성들이 과거 한국여성들이 겪었던 인권 착

취적인 상황에 고스란히 놓이게 되었음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따라서 현재 외국.

인 여성들이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국적만 변하였을 뿐 과거 한국여성들이 외국인전용 업소에서 일하며 겪었던,

문제점들과 대동소이하다.23) 클럽 어부들은 여성의 성을 이용 착취하여 미군을 상대로 장,

사를 하던 과거의 업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 여성의 착취가 어렵게 되자 더 착취하기

쉬운 국외로까지 손을 뻗어 여성을 유입하였으며 여기에 한국정부는 제제를 가하기보다는

관광 산업보호와 외화획득 등의 명목으로 해당업체에 여성이 유입되는 것을 공식인정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 연예인관련 일련의 인권착취적인 문제점들은 과거 한국정부가 자. ,

국민 여성의 기지촌에서의 인권 착취를 용인하며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관리 그 이윤을 공,

유하였던 과거의 상황과 같은 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

외국인 여성의 출입국 비자 인증자격이 연예인이든 실제 이들이 공연능력을 가진 연예인이,

든 관계없이 이들이 유입되는 산업이 국가의 묵인 아래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착취

하는 구조인 이상 일련의 문제점들은 외국인 연예인들의 예술능력과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21) 년대에 개에 불과하던 기획사들이 년 개로 늘어나 년에는 개 년에는 개로1980 7 1999 54 2000 86 , 2001 103

늘어남 장미진 외. ( 2000:15)

22) 년부터 년의 년간 전체 외국인 유흥업소 개 의 에 해당되는 개 업소가 새로 허가를2001 2003 3 (292 ) 35% 104

얻음.

23) 한국인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여성은 외국인이기에 출입국상의 취약점을 이용한 착취구조가

가중된다.



< 문화 체육부 년 월 한국특수 관광업협회장 하달 문서96 4 >

외국인 공연허가 처리기준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 )

외국연예인 단체 초청기준원칙1. ( )

외국연예인 단체 초청 공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관광업계 발전과 국민 정서에( )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수준을 갖춘 연예인 단체 초청을 원칙으로 함

공연법에 적합한 공연물 내용이어야 함

국가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국내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연예인 단체의 경우 불허

연예인 단체 초청자격 요건2. ( )

한국특수 관광업협회로 초청자격을 일원화 하여 외국연예인에 대한 수입 및 관리업무를 총괄 공(

연허가신청 상해보험가입 신원보증 재정보증 등, , , )

한국특수관광협회는 공연자 등록을 한 후 동협회 명의로 외국인 공연허가를 신청- ,

초청자격을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으로 할 것-

업체간 교환 공연 및 외국연예인 적정관리 불가-

국내 체류 공연기간3.

최초 년 허가 후 차에 한하여 개월 연장허가 최종 개월 공연가능1 1 6 ( 18 )

동일 연예인 재입국 공연은 공연 만료일로부터 개월 경과후 가능- 2

공연종료 공연 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장기간이라 판단될 경우 기간 단축 조정 권유- ,

하고 단축 불가시 불허 처리

공연 단체 수 및 인원제한4.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 특정한 국가에 대한 연예인 단체 초청 제한, , ( )

국내공연 질서 유지를 위하여 개 업소에 개 단체로 초청단체 제한1 1

연예인 고용기준은 홀 면적 이하의 경우 인조 이내 이상의 경우 인조 이내로180m , 5 , 180m 8

함.

공연장소5.

한국특수관광협회에서 추천한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개소( 100 )

공연무대설치가 완료된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우선 대상으로 함

외국인 공연은 각 지역 및 업체가 교환 공연을 허용

정기 보고6,

각사 초청 외국연에인 공연 현황 매월 말 기준 매월 일 내 보고7

서식 생략

행정 사항7.

한국특수관광협회는 산하회원업체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의 외국연예인 공급과 관련 자체 처리절차( )

및 공연법 또는 공연질서 문란 시 징계 등 관리 규정을 제정 년 월 일 이전에 문화체육부의 승인, 96 4 30

을 받아 시행토록 할 것



연속되는 문제점들2)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고용된 외국인 연예인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외국인전용클럽의 영업 형태에서 비롯된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전용이나 실제로는 미국

군인 전용이나 다름없는 이들 업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운영행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들은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큰 미군기지가 있는 주변의 클럽 혹은, ,

바 등이 대부분으로 주요 고객은 미군 및 미군 속으로 가족 동반 없이 한국에 부임한(Bar) .

미군이 근무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 연예인을 공연하는 공연자로서 추천받아 입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업소에서의 공연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대시설은 단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자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노래방 기계 등이 있

을 뿐이다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두고 업소들은 공연자가 공연을 할 만큼의 실력.

이 되지 못하거나 수준급의 노래실력을 갖추었으나 고객인 젊은 미군들이 좋아하는 힙합 종

류의 음악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공연사업에는 초보,

자에 가까운 이들 업주들이 단순히 가수를 불러와서 노래를 시키는 정도로 고객을 모을 수

있을 만큼 공연사업이 단순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연을 통하여서는 업소에 이윤을 창출하기,

가 쉽지 않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수로 오는 애들은 가라 가짜 가 많아 노래 잘하는 애들은 노래시키지 가라 가짜 는‘ ’( ) . . ‘ ’( )

지가 안 할라고 해 노래하고 싶다면 시켜서 손님 반응을 보는데 나가는 손님이 많아. , .

그걸 공연을 어떻게 시켜 영업을 업 시켜야 되는데 손님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시? (up)

켜 대 좋아하는 힙합을 하면 좋지만 대 올드팝 컨추리를 부르는데 누가 좋아해. 20 50 .

영 피플 들이 안 좋아해 라이브 카페에서 디스코 음악 틀어 놓는 식인거(young people) .

지 낮에 연습을 하라고 해서 연습을 해도 한 두곡 가지고는 안 되거든. .

미군기지 주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업주 사례( , 1)

그때 정부에서 스테이지 무대 도 이렇게 해라 노래방 시설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 했( ) , ,

잖아요 그거 필요도 없는거 그런거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와서 노. . .

래 불러 봐요 지금은 얘들이 가수로 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노래방 기계 틀어주면 좋아. . ( )

해요 그렇지만 지네들이 노래 부르고 싶을 때 틀어 주는 건 좋아하지만 하루 종일 노래.



를 부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게 좋겠나 안 좋죠 노래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진. ? . .

짜 가수처럼 잘해요 근데 미군들이 듣기 싫어하죠 아니 개들이 미군들 노래 잘하는 가. . ( )

수들 노래 듣고 싶지 애네들 필리핀 연예인들 노래 뭐가 듣고 싶어요 음악이 그러니까( ) . ,

얘네들은 미군들은 미국가수들 노래 잘하고 지네 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지 얘네들( )

필리핀 연예인들 옛날 음악들이 뭐가 좋아요 나도 막 듣기싫어 죽겠는데 그렇잖아( ) ? .

요 얘네가 미군들 좋아하는 지네나라 노래 많은데 그런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얘네가? ( )

필리핀 연예인들 옛날 노래를 가서 부르고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안 좋죠 그쵸( ) ? . ?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업주 인터뷰 사례( , 2 )

유흥업소들은 영업의 이익은 주스 라고 불리는 음료를 판매함으로서 얻고 있는데 주스‘ ’

란 업소에 있는 여성들에게 고객이 사주는 음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

스에 알코올을 첨가하거나 무첨가한 드링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주스 시스템은 외국인 여.

성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이익 창출의 시스템으로 존재하던 것으로 고객이 사준 음료를 마시

는 동안 여성은 고객과 대화 혹은 놀이를 하며 친 성 혹은 유흥을 제공하는 구(intimacy)

조이다 고객은 주스비를 지급함으로서 여성의 서비스 혹은 접대를 일정시간 동안 구입한. ,

다 미군이 클럽에서 혼자 맥주를 한 병 사서 마셨을 경우 통상 달러만 내면 되지만 그가. 3 ,

여성에게 주스 를 사줬을 경우에는 보통 달러 달러를 지불한다‘ ’ 10 ~ 20 .

여성에게는 월급 외에 주스 할당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

분의 업소가 여성에게 한 달에 잔에서 잔을 팔도록 요구한다 업소들은 보통 주스커150 200 .

미션으로 주스 값의 에 해당하는 돈을 여성들에게 지불한다 여성들이 보통 달러짜리20% . 10

주스 한 잔을 팔았을 경우 달러의 커미션을 받는 것이다 여성이 요구하는 주스 할당량을2 .

채우지 못할 경우 업소는 해당 여성을 알선한 기획사에 여성이 제몫을 못한다고 항의하여

다른 여성을 고용하기도 한다 업소는 여성의 이와 같은 접대를 통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벌.

어들이며 이와 같은 접대에 능한 여성이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우리는 류 가수가 필요해 노래가 아니라 호스테스가 필요하다구 우리는 접대부 쓴다3 . . “ ”

는 얘기는 어디 나가서는 할 수 없고 류 가수로 연예인을 뽑고 있지만 영등위에서는, 3

가수왕 을 뽑으려고 한다니까 비디오테이프로 가창력을 보는데 반려 되는 이유가‘ ’ . 99%

가창력 부족 으로 나온다니까“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연예인 파견기획사 사례( , 11)

기획사는 아가씨 한명당 월급이 만원인데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만원이야 우00 120 130 ,



리는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주스를 만 원짜리 하나 먹으면 천원을 주고 불짜리 먹2 , 20

으면 천원을 주기 때문에 인당 주스를 잔은 먹어야지 지가 월급이 되는거야 나는4 1 200 .

잔을 넘게 먹는 애는 만원짜리 주스 한잔에 천원 을 줬어요 백잔까지는 지200 4 (40%) . 2

월급이 되고 백잔 넘으면 내가 반띵하자 이거야 백잔은 먹어줘야지 월급을 하2 (50%) . 2

는 거야.

지역 외국인전용 클럽업주 인터뷰 사례(00 , 1 )

내가 하나도 마이너스 안 되게 하려면 한 달에 불 잔 만원 은 팔아줘야 마1500 (150 , 150 )

이너스가 주인이 하나도 안 되고 지네들 딱 가져가는 그거예요 불 팔면 지네들, . 1500

주스 커미션 주면 만원이죠 기획사에 월급 만원 주죠 그러면 만원이죠20% 30 , 110 , 140

나머지 만원 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 거죠 먹이고 재우는 것은 거의 안 나. 10 .

와요.

지역 외국인전용 클럽업주 인터뷰 사례(00 2)

공연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이들 업주들은 한 달에 한 여성이 적

어도 주스를 잔을 팔아줘야 이윤이 남는다고 하나 이는 여성이 한 달에 잔에서150 150 200

잔 이상 즉 하루에 잔 씩 한 달 중 일을 주스를 판매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양이, 7 28

다 즉 업주가 기획사에게 지불하는 월급이 나오도록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주스가 아닌 다. ,

른 것으로 매상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미군기. 2001

지 재배치의 영향으로 미군기지의 통폐합과 반환 기지의 이동이 발행함에 따라 기지촌의,

경기가 나빠지자 업주들은 미군들을 위한 영업시간 시 이후에는 한국 손님이나 이주노동(12 )

자들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여 수입을 메우도록 강요 혹은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클럽인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곳은 저녁 시부터 아침 시까지 일하는00 . 7 5

데 여기도 룸이라는 곳에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허락 없이 나의 신체를 함부로 만VIP

진다 나는 매우 능욕당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무섭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 .

지 않는다.

사례( 8#)

한국에 와서 지역의 클럽에 배치되었다 내가 처음에 클럽을 봤을 때 매우 충격을00 00 .

받았다 거의 나체의상을 하고 화장을 떡칠한 여성들이 클럽에 있었기 때문이다 업주는. .



괜찮아 보였지만 여성들은 미군과 함께 층으로 올라가서 분동안 섹스를 해야 했다2 30 .

겨우 불을 받고 말이다 미군들이 불을 내면 여성들은 불을 받았다30 . 80 30 .

사례( #1)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일한지 며칠 후에 클럽매니저와 면담을 했다 클럽00 , .

매니저는 여성들이 손님들과 무조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종교는 카.

톨릭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일하기가 두려웠다 나는 성매매 여성이 아니며 나 자. .

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손님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을 때 매우 상처를 입었

다.

사례 인터뷰( #8 )

업주는 계속해서 주스판매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였고 성매매도 하도록 강요하였다 업.

소파파가 주스를 잘 못 팔거나 바화인 안 나가면 막 소리 지르고 외출도 못하(Bar fine)

게 막았다 심지어 샴푸 등을 사러 나갈 수도 없었고 휴가도 주지 않았다 미군 한 명이. .

사정을 알고 바화인을 사서 쉬도록 해주었고 그 미군이 연락처를 알려줘서 도망 나XX

왔다.

사례 인터뷰( 18# )

오자마자 동두천의 라는 곳에 보내졌고 첨으로 노래가 아니라 미군과 나가야 한다는00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놀라서 며칠간 울기만 했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참고 견디기로 했는데 이 미군에게 을 당했다 한 필. 00 OFF LIMITED .

리핀 여성을 좋아하던 미군이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차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에2 MP

게 찔러서 이 된 것이다 갈 곳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한국 매니저가 송탄OFF LIMITED .

의 에서 일하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이 그래도 동두천보다 일하기는 나았지만 숙소가00

샤워도 없는 곳이었고 여전히 미군이랑 나가야 되고 더 이상 하기 힘들어서 나왔다.

사례( 19)

년 월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제로용인정책 으로 인한 미군2003 9 ‘ (Zero Tolerance Policy)

의 단속 강화 등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의 노골적인 성매매 강요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년 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2004 9

단속은 여전히 기지촌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서 성매매 강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 미군을 위한 유흥업소.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대부분이 외국인전용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전용 유흥업소의 대부분이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통하여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미군전용 유흥업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여성은 과거 한국여성이 미군과의, .

관계에서 겪었던 대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여성들의 주스 판매 및 성적 서비.

스는 일시적 혹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군과의 감정적인 친 성 및 관

계가 맺어지며 오랜 기간 이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려는 잠재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며 동거가

시작되어 결혼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미군과의 동거는 외국인전용 유.

흥업소부터의 도피구로서 꿈의 나라인 미국행으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한편 미군의 인신매매에 대한 제로용인정책 으로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에 대한 미군의‘ ’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흥업소를 통한 노골적인 성매매는 줄었지만 대신 동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관련자들은 진술하는데24) 이는 미군에게 있어서도 동거나 결혼이 성

구매 단속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미군에게도 유리하게 여성과의 관계를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군이 결혼을 할 경우 가족의 형태와 계급에 따라 가족. ,

수당 달러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혼 등록을 통해 관계의 안정성뿐만(231.9 ~ 1429.2 )

아니라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 표 미군의 가족수당표 참조 한국으로 오는 미군의. ( , ).

경우 한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종전이 아닌 휴전지역이므로 위험지역 부임으로 분류되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미군의 계급에 따라 가족 동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본국에 가족을 남겨둔 채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한다.

미군과 여성의 관계 지속성 여부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자녀

의 문제로 이어진다 동거나 결혼 중에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이 임신. ,

중이거나 혹은 자녀가 이미 생긴 경우 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에 의해 여러모로 한국 주재기간 동안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미군에 비해 외국인(SOFA)

여성은 월등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출산 및 양육의 문제를 둘러싼 재정적 의.

료적 문제와 더불어 미군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이성과 한국이라는 이국에서 자녀를 가진,

24)외국인 여성지원 현장 단체와 여성파견업체와의 인터뷰 중에서



필리핀 여성이라는 복잡한 위치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법적으로 이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틀이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즉 이들은 한국여성들이 미군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미군의 양. ,

육권 유기 일방적인 결혼파기 혹은 결혼 빙자 사기 등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 뿐 아니,

라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체류하고 있는 관계상 한국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

이 있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대가 한국인이 아닌 협정 등에 의해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미군의 신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는 클럽에서 미군을 만났고 그는 를 많이 따라다니며 결혼을 하자고 하였다 는00 00 . 00

미군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임신을 하였는데.

미군은 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 는 년 여름에 딸을 출산하였으00 . 00 2006

며 현재 미군 당국과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법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사례( #1)

은 년 한국에 두 번째로 입국하였다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년 봄에 클럽000 2004 . 2005

에서 만나게 된 미군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매니저는 의 여권과 외국인. 000

등록증을 빼앗아 갔으며 에게 낙태를 하던지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달러를 내000 3,000

라고 하였다 은 클럽을 탈출하기 위해 미군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청과 에 도움. 000 000

을 요청하였고 은 클럽을 탈출하여 쉼터에 머물게 되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미군, 000 .

은 과 결혼을 할 거라고 하였으나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필리핀에 돌아가서000

기다리면 미군이 필리핀으로 가서 결혼을 한 후 출산을 하고 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000

였다 은 첫아이를 가족들 곁에서 낳고 싶어 남자친구를 믿고 필리핀으로 돌아갔으. 000

나 남자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남자친구는 약간의 양육비를 가끔 주고 있지.

만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지 않아 합당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은 현재 미군 당국과 아이 양육비 문제로 법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000 .

사례( 5)

은 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클럽에서 일하던 중 미군인 남편을 만나 년에000 2003 2005

결혼을 하였다 그 후 임신을 하였으며 임신 개월에 성관계가 고통스럽다고 거부하자. 7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 후 한국법원에서 이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체. 2005

년 월에 이혼서류에 사인을 하여 이혼상태가 되었다 은 이혼 후 바로 아들을 출10 . 000

산하였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 현재 한국 법원에.



서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중이다25).

사례( #9)

전술한 대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은 국경을 건너

온 이주여성이라는 위치에 의해 한국인 여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이며 이는 언제든 합법적

인 체류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로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과의 결혼 또.

한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한 미군이 결혼 후 미군의 동반

자 자격으로 취득 가능한 협정비자 신청에 필요한 신분확인카드 취득에 협(A-3) (ID Card)

력하지 않을 경우26) 결혼은 하였으나 체류자격은 여전히 불법인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체, .

류 자격의 문제는 이들 여성이 전용유흥업소의 인권착취적인 상황에서 벋어나고자 하더라도

혹은 벋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유흥업소에 머무르거나 되돌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는 러시아 여성으로 년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나이트클럽과 외000 2003 E-6

국인 전용클럽을 옮기면서 일을 하였다 년 미군과 결혼하였으나 미군이 결혼 후. 2004

불과 며칠 만에 미국으로 떠나자 생계를 위해 다시 클럽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

정에서 는 알콜 중독 상태가 되었으며 의료지원도 필요하였다 그 후 새로 만난 미000 .

군과 동거를 하며 현재는 클럽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만약 이 미군도 떠난다면

또다시 언제든 클럽에서 일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원 사례( NGO 1)

는 러시아 여성으로 년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성매매 강요000 2003

와 함께 첫 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몇 번 클럽을 옮겼으나 마지막으로 옮긴 클럽.

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한 시간에 한번씩 분 동안 춤을 춰야했기 때문에 일 만에 여5 3

동생과 함께 클럽을 탈출하였다 클럽 탈출 후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침대를 만드는 공.

장에 취직을 하여 개월간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클럽으로 돌아왔다 그 후 맥주4 .

집과 외국인 전용클럽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만난 미군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년2006

가을에 미군이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임신 개월까지 다시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4

25) 남성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경우 한국법원에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소송을 하기도 하며 남성이 이미 한

국에 주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법원에 해당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26) 미군으로서는 결혼한 여성의 비자변경을 위한 절차에 협력해야할 절대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여성이 미군의 협조 부재로 인하여 결혼은 하였으나 불법 체류자로 체류한다.



작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임신 중기의 상태로 누가 봐도 임신 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클럽 일을 할 수 없어 클럽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는 현재 동거중인 미군에. 000

게 버림을 받게 된다면 또 생계를 위해 클럽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사례(NGO )

노동자인가 공연자인가2.

심층인터뷰는 미군기지 주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나 유원시설 관광극장식당 나이트 클럽, (

이 대부분 호텔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여성 명을 대상으로 하였), 21

다.

표 참조< 4-1 >

행정상의 불일치1)

예술흥행사증 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 E-6 ' , ,

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에 준하는, , , , ,

활동을 하는 자 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외국인 연예인은 내국인으로 충원하지‘ . '

못하는 특수직종 으로 정부로부터 엄격한 사증 심사과정을 거쳐 제한된 규모의 취업 관련 사'

증 을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장미진 김규원 설동훈 년 인터뷰 대상자' . ( , , , 2002 )

들은 내국인이 충원할 수 없는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았으

나 성급 호텔에 근무하는 악기연주자 사례 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은 목적에 맞는5 ( 17)

전문직에만 종사하고 있는 이는 없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연주가의 경우에도 계약서.

에 적혀 있는 대로 혹은 파견사업자가 보장해야 할 최저 임금을 실제로 받고 있지는 않았

다 악기 연주자 사례 의 경우 비교적 좋은 환경의 숙소가 제공되고 근무 시간이 짧은 현. ( 17) ,

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공연에 종사하는, ,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공연 이외의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 15, 16)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표 외국연예인 심층면접 주요결과< 4-1>

27) 이는 한국의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상의 금액일 수도 있으며 기획사와 따로 작성한 계약서 일 경우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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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성매매
강요 등

주스판
매저조,
업소
폐쇄

야한 춤
강요,

성매매
강요

주스판
매저조 성매매강요 계약만료

후결혼

성매매강
요 계약,

과다른월
급

계약서10.
상의

월급27)
500$ 500$ 650$ 500$ 500$ 750$ 700$ 650$ 1000$

실제11.
급여 - 500$ 500$ 500$ 400$ 700$ 없음 400$

주스12.
급여 - 270-90

0$ 400$ 300& 300$ 400-10
00$ 없음

필리핀13.
출국 자격

등POEA
록

ESCOR
T

ESCOR
T

등POEA
록 ESCORT ESCOR

T
POEA
등록 ESCORT 무응답 무응답

현재14
체류자격

불법체
류 E-6 E-6 E-6 필리핀귀

국 E-6 E-6 불법체류 F2 불법체류

특이사15.
항

미군자
녀출산

입국
시

한국대
사관

인터뷰
생략

미군자녀
출산

미군자
녀출산

클럽 이탈 후
미군과 결혼

미군 자녀
출산,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클럽
이탈 후

만난
미군과
결혼



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하고 일이 없으면 코끼리도 돌봐주고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5 ,

을 한다 요즘은 홍보가 없는데 전에는 밖에서 하루 종일 서있으면서 홍보도 해야 했. ,

다 평일 날 오후에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 서 있고 함께 사진을 찍는다 일이 없을 때. . , .

는 시에서 시까지 시에서 시까지 아이와 코끼리와 찍는 것이 힘들다 코끼리와11 1 , 1 3 , .

구 분 00(#
11)

0000
(#12)

000
(#13)

0000
(#14) 0(#15) 000

(#16)
00

(#17)
00

(#18)
00

(#19)
00

(#20)
00

(#21)

한국입국1.
연도 및

횟수

년2006
회(2 )

년2006
회(2 )

년2006
회(3 )

년2006
회(2 ) 년2005 년2005 년2006 년2006

회(1 )

년2005
회(1 )

년2003
회(1 ) 2006

입국 시2.
체류자격

E-6
마술

E-6
마술

E-6
마술

E-6
마술

E-6
전통예
술공연

E-6
전통에
술공연

E-6-1 E-6 E-6 E-6 E-6

국적3.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라오스 라오스 우크라
이나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일본 유입4.
횟수(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클럽 유형5. 관광극
장식당

관광극
장식당

관광극
장식당

관광극
장식당

유원시
설

유원시
설

성급5
호텔

외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클

럽

외국인
전용클

럽

외국인
전용클

럽

장소6.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송도/
서울

송도/
서울 서율 송탄

동두천
송탄 송탄 의정부

실제 공연7.
여부 클럽( )

립싱크
와 댄스

립싱크
와 댄스

립싱크
와 댄스

립싱크
와 댄스

민속무
용 및
여타
노동

민속무
용및
여타
노동

있음 비키니
댄스 없음 없음 없음

클럽8.
이동 횟수 0 0 0 0 탈출 탈출 없음 탈출 이동 회1

탈출
이동 회1

탈출 구속

클럽 이탈9.
및 이동

사유

기획사
가

공연장
을

순회시
킴

기획사
가

공연장
을

순회시
킴

기획사
가

공연장
을

순회시
킴

기획사
가

공연장
을

순회시
킴

장시간
노동임
금착취

장시간
노동임
금 착취

없음

성매매
강요,
외출
금지

성매매
강요

열악한
환경

성매매
강요

기획사
의

불법행
위

계약서10.
상의
월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모름 모름 750$ 700$ 650$ 기억안
남 750$

실제11.
급여

만30 -5
만0

만30 -
만50

만30 -
만50

만30 -
만50 300$ 300$ 450$ 없음 400$ 400$ 200$

주스12
급여 - - - - - - - 400-10

00$ 무응답 무응답 100$

필리핀13.
출국 자격

해당없
음

해당없
음

해당없
음

해당없
음

해당없
음

해당없
음

해당없
음 Escort Escort Escort Escort

현재14
체류자격 E-6 E-6 E-6 E-6 E-6 E-6 E-6 G-1 F-2 F2 보호소

특이사15.
항

인터뷰
이후

공연장
변경위
법사항
으로

인하여
강제
출국

사례
과11

동일하
며

이전에
는

댄서비
자로
입국

사례12
와 동일,
한국인
대상업
소 공연

사례13
과 동일

강제노
동

임금착
취

강제노
동

임금착
취

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

진행 중

클럽
이탈 후
미군과
결혼

클럽
이탈 후
미군과
결혼
자녀
출산,

영등위
추천과
비자상

의
인물이
상이.
강제
출국



같이 찍으면 코끼리가 왔다 갔다 하니 어려운 일이다 코끼리에게 당근을 주는 시간에도.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 .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하루 종일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몇 시에 끝나는 것, .

도 없고 사장님 마음대로이다 일이 많이 있으면 밤 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 코끼리 먹. 11 .

는 당근을 사가지고 오는데 당근을 농촌에서 바로 사와서 청소해야 한다 당근 너무 많.

아 박스를 시간도 없고 저녁 시에 일 끝나고 당근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니면 코끼10 6 .

리가 배가 아프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고 당근도 잘라서 봉투에 담아야 한다 매일. .

그런 일을 한다 그 당근은 손님에게 팔아서 코끼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코끼리 줄 풀. .

을 깎으러 가기도 한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사장님 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 기. .

억나지 않지만 종종 갔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적이 있다 사례. . ( 15.16)

미군기지 주변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노동환경은 년 여성2003

부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의 현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자 발급의 목적인.

공연을 행하였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주스 판매 등의 영업행태도 여전히 존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업소에는 여권압류 성매매 강요 등의 인권침해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의 외국인 전용유흥업소 근무 인터뷰 대상자중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다는 사람은 아14

무도 없었으며 모두 주스 를 판매해야 하는 일이 업소에서의 주요 일과라고 응답하였다 즉‘ ’ .

이들은 공연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유흥을 북돋아 주면서 음료를 판매하는 유흥

접객원28)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공연을 행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

종의 서비스업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자 취득 자격과 실제 한국에서의 업무 내용의 괴리는 관련 행정상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자 발급기관인 출입국 관리국조차 이들의 비자 취득 자격이 전문직이며

공연자로 입국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비전문 단순노동 외국인 노동자 혹은 공중과 접촉이 많

은 직업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HIV)

다29) 경기도 각 시청의 경우 이들 외국인 여성의 실제 업무내용을 전문직 연예인이 아닌. ,

유흥접객원으로 파악하고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매달 성병 및 항체음성 확인을 받HIV

도록 감독하고 있다 유흥접객원으로서 관리감독은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흥접객원 혹은. , ,

28) 식품위생법 제 조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8 ‘

자를 말한다’

29) 자격소지자 즉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을 하는 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 없으며 유E-6-1, ,

원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출입국관리국 시행규칙. -

전염병예방법 조 조 동법 시행령 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조에 의하여 공중과 접촉이 많은8 , 30 , 17 , 8

직업의 경우 정기 연 회 및 수시 검진을 받아야한다, 2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행정상의 불일치가 두드

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장시간 노동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안고 있.

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여성이 접수를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

호에 있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행정 불일치에 따른 권리 보장과 보호의 헛점2)

가 기획사와 사업주 저임금의 고리. -

외국인 연예인들은 파견업 허가를 받은 속칭 기획사 혹은 매니저에 의하여 모집되어 각

업소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한다 이들 기획사들은 사업주로부터 연예인들의 월급을 수령하.

여 절반을 제하고 나머지를 여성에게 월급으로 제공한다 제 장 참조 여성의 주스 판매 및( 2 ).

성매매로 인한 수익에 의존하는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들은 기획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 여성

들을 원활히 업소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주스 판매와 성매매를 통해 여성들.

의 월급으로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려 하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강요로 인하여 여성이 업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여성이 반복하여.

이탈할 경우 파견업자는 이윤 획득이 어려우므로 해당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여성의 받는 실수령 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행적.

으로 파견사업자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중간에서 획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연예인들은 기획사들이 사증획득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 대체로 한국의 근로자보호법에 의거한 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 706,000

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연예인들을 파견기획사와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

약서에 적혀있는 금액 즉 에서 사업주가 파견기획사에 지불하는 금액의 약, 500$ 550$ (

조차도 한국유입 경비 반환 현지 매니저 수수료 지불 등의 명목으로 전액 지급받지50%) ,

못한다.

노동청은 한 달에 네 번씩 놀려줘라 그리고 생리수당을 주고 뭐 요구하는 게 많다 실. .

질적으로 는 한 달에 두 번 놀려주는데 나는 한 달에 한번 놀려줘 실질적으로 맨날00 , .

거짓말만 하게 돼 그거 그렇게 주고 하면 우리는 매니저에게 주는 돈이 안 돼 우리가. .

그 애 월급만 주면 할 수 있지만 매니저한테 한 애당 만원 만원 부가가치세까110 -120 ,

지 하면 만원 만원이잖아 기획사가 부가가치세까지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한120 -130 . ( )

다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어 우리가 그걸 안주면 회사에서 아가씨를 안줘 그러니까 우. . .



리가 노동청에서 원하는 거랑 우리가 할 수 있는거랑 맞춰나가려고 하면 새벽 시까4-5

지 영업을 해야 되고 노무자 필리핀 방글라데시 할 수 없이 시켜야 되고 또 여의치 않, ,

으면 차도 내보내야 되고 차 그런 건 안해야지 싶은데도 업주들이 미군은 적고 아2 ... (2 ) (

가씨들 월급은 해야 되고 다른 업종은 못하고 하니까 자꾸 비리를 하게 되는 거야) ,

미군기지 주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업주 사례( , 2)

나 작업장 변경 혹은 이탈.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연예인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 등 여러 인권침해

를 겪는 경우 업소를 나와 쉼터를 찾거나 공장 등에 취직한다 혹은 결혼으로 인하여 이탈, .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5

일 이내에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 를 하며 신고가 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바로 불법체‘ ’

류자 상태가 된다30) 즉 예술흥행비자 소지자는 파견사업자 혹은 업주가 무단이탈 신고를. ,

하면 곧 불법 체류 상태가 되며 출입국관리법 등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본인의 항

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여성들의 유흥접객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고려 할 때.

다른 업종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속해있는 비전문 외국인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E-9)

우 사업주의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항변 절차를 보호하고 있다 즉.

이탈 신고 된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고용 안전센터 에 회사의 인권침해 예 폭언 임금체불‘ ’ ( : , )

로 인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음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안· ‘

전센터 는 사실 조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직권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다른 회사’

를 추천하여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예술흥행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파견사업주 속칭 매니저 에게 호소하여 업소( : )

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나 출입국관리,

국에 호소하여 업소를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동일한 파견사업자에 의한 파견지.

변경 즉 동일한 고용주에 의한 파견지 변경이므로 성매매 및 일정량의 주스 판매 강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비전문외국인취업자 의 경우 정부기관. (E-9) ,

에 의한 고용주 변경이므로 같은 인권침해를 겪을 확률이 적다 할 수 있겠다.

30) 출입국관리법 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 의무19 , .



는 년에 입국하여 에 있는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이 클럽의 매니저는OOO 2005 00 00 .

에게 손님들과 무조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는 카톨릭 신자이OOO . 000

며 가수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거부하였으나 매니저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였고 더 이상,

강요를 참기 어려워 다른 클럽으로 옮기게 되었다 두 번째 클럽에서는 성추행을 견디기.

힘들어 세 번째 클럽으로 옮기게 되었다 세 번째 클럽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후부터 월.

급과 주스 커미션을 계속 하나도 받지 못해 밥도 굶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클

럽에 있을 수 없어 년 월 말에 클럽을 탈출하게 되었다 클럽 탈출 후 에게 도2005 5 . 000

움을 주었던 미군과 년 월에 결혼을 하였고 미군 카드를 받았다 그후 벌금을2006 7 , ID .

내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으나 사업장 이탈신고가 된지 년이1

넘은 는 출입국 관리법 조 적용으로 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사례000 17 700 . ( 8)

년에 입국하여 클럽에서 일한 는 클럽 업주가 미군과 호텔에 가서 성매매를2005 00 00

해야 한다고 강요하여서 거절했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

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매매 강요를 계속 반복하였다 또한 매일. .

저녁 시부터 아침 시까지 일을 해야 했고 외출과 휴일 등의 자유도 없었다5 5 , .

그래서 는 년 월에 클럽을 탈출하였고 년 말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00 2005 8 , 2005 2006

년 월에 결혼을 하였다 는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벌금을 내고 비자를 바꾸려고 출입6 . 00

국 관리사무소에 갔으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업장 무단이탈 년 미만으로 조‘ ’ 1 17

를 적용해 만원의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사례400 . ( 10)

다 장시간 노동.

기지촌의 외국인전용 업소는 보통 오후 시 시부터 미군들이 부대로 들어가는 밤 시5 6 12

까지 영업을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시 이후에는 이주노동자들이12

나 한국인을 상태로 해서 새벽이나 아침까지 영업을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쉬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한달에 한 두 번 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시에 일을 시작한다 미군들의 월급날에는 일찍 시작한다 낮 시경이나 시경6 . ( ) . 1 2

쯤에 시작해서 밤 시까지 일한다 그 이후에는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필리핀 사람들이12 .

나 한국인들을 받는다 새벽 시나 시까지 일한다 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되. 2 3 .



어 있다 이번 달은 휴일이 번이었지만 대체로 한 달에 하루 휴일이 있다 사례. 2 . ( 3)

주중에는 시부터 시까지 열고 주말에는 시에 열어 새벽 시에 닫는다 시 이후5 12 3 1 . 12

에는 대로 필리핀 친구들을 받기도 한다 새벽 시까지 일한다 사례. 2-3 . ( 7)

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일주일에 일 일하고 일은 쉬도록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 하지5 2 .

만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해야 했으며 하루도 쉬지 못했다 사례. ( 8)

라 의료 산재보험 등의 대 보험. , 4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임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의무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 혹5

은 파견기획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연예인들은 한국체류기.

간 동안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경우 혹은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자비 부담으로 의료비

를 전액 지불하고 있으며 이들 연예인들 특히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근무 연예인의 수입을, .

고려해 볼 때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문제가 됨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일본 체류 경험자의 증가3.

최근 엄격하게 바뀐 일본의 연예인유입관련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은 한국입국 필리핀 연

예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근무 심층면접 대상자 명 중 명이 이미 일본에서 연예인으로14 4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의 인터뷰 중에서,

도 이미 일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한국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32)

31) 제 장 해외 정책 일본 부분 참조5

32) 이들 여성의 인터뷰는 심층면접이 아닌 분 정도에 걸친 면접이었으므로 심층면접자에서 제외하였다 이30 .

들은 현지 기획사가 운영하는 노래 교실에 다니는 여성들로 이미 한국 예술흥행비자를 취득하고 한국행 날

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명가량의 여성 중 명이 이미 비자를 취득한 상태였는데 이들 명이 모두 일본. 20 3 3

에서의 체류한 경험이 있었다.



왜 일본으로 다시 가지 않고 한국행을 택했는가( ?)

일본으로 가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 필요 없어졌고 대신필리핀. ARB

의 클럽에서 일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필리핀의 클럽에서 일한 적( ) .

이 없었다 나를 전에 일본에 보낸 프로모터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일. , (

본 측에 걸려서 번이나 시도했는데도 안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갈 차례구나 했) 3 . ,

다 일본이 안 되면 한국으로 간다 아니면 대만이나 두바이에서도 엔터테이너로 일할. .

수 있다.

동두천 업소 종사 일본에 유입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여성( R , )

일본에서 번 가봤어요 뭐 술 마시고 손님이랑 잡담하고 그런거죠 뭐 애기가 있어2 . .

요 남자애 살인데 애도 키워야 하고 애기아빠도 찾으러 일본인이에요 다시 일본으. 3 ... , ,

로 갈려고 했는데 비자 받기가 넘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요 좋은 것도. ?

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 할 지 알아요 뭐 술 먹고 노래 부르.... .. ( ?) ,,

고 그런 거 아닌 가요 한국에는 미군이 있다고 들었어요 미군이랑 같이 얘기하면 좋을? .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필리핀 현지 인터뷰 여성.. . ( )33)

이들은 일본에서 공연 뿐 아니라 접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노래와 춤 그리고 접대 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 ’

보인다 이미 예술흥행비자 발급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격미달 공연자 혹은 외국인.

유흥접객원의 숫자를 줄이려는 일본의 출입국정책의 변화는 필리핀 현지의 연예인 송출 기

획사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일본은 못가요 이 사업하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일본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사업..

접고 다른 길 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씨 필리핀. XXX (

인 통해서 한국에 연예인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일본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보내는) ....

거 한국은 영등위나 필리핀 대사관이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제도가 좀 개선 됐으면 좋... ...

겠어요 필리핀 현지 연예인 교육 및 송출업자( B)

이제 일본은 너무 힘들어요 못가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도 자격 없어서 못가요 세금. .. .

증명 이런 거 내라고 하고 업소 사진도 내야하고 한국은 비디오 이런 거 찍어서 보내...

면 되니까 일본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국가라고 할려고.. ....

필리핀 현지 연예인 송출업자( )

33) 상동



즉 일본에 연예인을 송출하던 필리핀 현지 모집자 및 연예기획사들이 송출 대상국을 일,

본에서 한국으로 바꾸어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었으며 일본 입국이 어려워진 연예인들,

도 일본 대신 한국행을 고려함에 따라 일본입국 경험이 있는 여성의 한국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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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연예인은 예술흥행비자 를 받아야 한(E-6)

다 이러한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국내 공연 추천이 필.

요한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국내 공연물의 내용이 국내에서 공연되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사하는 외국인 국내 공연 대상에.

는 공연을 목적으로 한 콘서트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급예술공연 뿐 아니라 관광업소 등에

서 이루어지는 일반공연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외국연예인의 국내 공연이 가능한 관광업소.

라 함은 주한미 군 영내클럽 급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외국인전용유흥8 , 3 , , ,

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등이다, .

외국연예인의 국내 공연이 문제시된 것은 년 이후 공론화된 외국인 전용유흥업소와1999

같은 관광업소에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연예인들의 성매매 사건들 때문이었다.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위한 예술흥행비자가 외국인 성매매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면서 외국,

연예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문제나 임금체불 등의 노동 문제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

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위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국내로 외국연예인을 유입하는 과정에 중간 매개자들이 개입하여

중 중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인신매매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문2 , 3 . ,

화의 교류를 위해 마련된 예술흥행비자가 불법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위한 매개가 되었

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예술흥행비자의 어떤 측면으로 인해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연예인들

이 성매매와 인신매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특히, .

관광업소에서의 외국인 국내 공연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과정과 예술흥행비자를 통한 외국연

예인의 입국과정을 검토하면서 제도의 운용과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도록 한다.

외국연예인 도입 관련 제도의 변화1.

외국연예인 국내공연 허가제1)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이 시작된 것은 년대부터로 주로 미 군 클럽에 출연하는 국1960 , 8



내연예인들이 부족해지면서 문화부가 외국연예인 수입을 허가하면서 시작되었다 년 이. 1992

전까지 외국연예인들은 흥행사증 으로 들어 왔으며 외국 연예인 국내공연사업허가제(9-14) , ‘ ’

하에서 개의 공연기획사가 문화부의 사업허가 및 공연추천허가를 받아 외국연예인의 국6,7

내 공연을 추진해왔다.

년도부터 년도까지 외국연예인의 국내유입은 허가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사업1962 1999 .

허가를 받은 공연 기획사들은 미군영내클럽공연 관광호텔 업소 공연 주월 미군클, / ,① ② ③

럽공연 국내연예인의 해외송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들이 국내 공연을 할 외국연, ,④

예인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문화부에서 외국연예.

인의 국내공연 추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 도 내지 문화부에 공연자로 등록하여 공연자등․
록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을 위한 공연기획사의 사업허가 및 외국.

인 공연허가를 통한 실제적인 규제강화는 미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공연기획사들이 사.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공부 군납과 등록 미 군군납업사업허가 및 보안시 신원조회 미, 8 ,

군 신원조회가 요구되었다CID .

정부의 규제완화 추천제2) -

그러나 이러한 규제정책은 년대 중반 이후에 변화하게 된다 년대 이후 외국연1990 . 1990

예인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아래 표 은 연도별 외국연예인 입국자수의 변화, < 4-1>

를 보여준다 년대 중반까지 연간 최고 여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외국연예인의 입. 1990 1,500

국은 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년에 명을 넘어섰으며 년에 연1990 1999 4,000 2001

간 명이 넘는 외국연예인이 입국하여 외국연예인 입국자 수가 최고점에 달하였다8,500 .

비자 입국자수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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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계산: , ,「

이러한 외국연예인 유입증가의 배경으로는 우선 정부의 규제완화 및 예술흥행관련 제도

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년도에 기존의 흥행사증이 현재의 예. , 1993

술흥행사증 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국내공연을 하려는 외국연예인은 체류자격(E-6) .

이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문화관광부의 공연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에 의해 예술흥행사증

비자 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다 또한 년 이후부터 비자는 개 하위비자 카(E-6 ) . , 2003 E-6 3

테고리로 세분화 되어 체류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기획사의 사업허가 및 규제제도에도 변화.

가 있었다 년 공연법의 개정을 통해 공연기획사의 사업허가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 1999

다 공연기획사는 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견사업체로 분류. 1998

되어 공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소기준 실평수 평이상 사무실 자본금 억원 이상, ( 20 , 1 , 5

인 이상 대보험 납부 만 충족되면 손쉽게 연예기획사를 설립 가능하게 되면서 기획사의4 ) ,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년도에 개였던 것이 년도에 개 년1998 14 1999 54 , 2001

도에는 개 년에는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국연예인을 도입하는103 , 2002 157 .

연예기획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행정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년 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외1999 5

국인국내공연추천을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변경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던 점이다 년 공연. 1999

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외국연예인이 예술흥행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 외국인 국내공연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했던 것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연예인의 수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 증가가 유흥산업으로의 본격적인 유입과 괘

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미군부대 주변의 클럽과 전국 나이트 클럽에서의 공연.

을 목적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유입되었는데 장미진 외 큰 폭으로( , 2002:10),

비자 입국자수E-6



증가한 외국연예인 수의 대부분을 차치하는 것은 여성연예인들이었다 실제 위의 표. <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자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년부터 년까지 입국자의 수는 들1993 1995

쭉날쭉 하게나마 남성연예인의 비율이 여성연예인의 배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년부터2 , 1996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2001 81.2%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은 년 월 문화관광부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업소에서의1996 4

외국연예인 공연을 다루는 공연기획사들과 미군기지주변 클럽주들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

는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의 사업허가 및 공연추천허가를 포괄적으로 허용해준 시기와 맥

을 같이 한다 년 당시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이 가능한 공연 장소에 대해 포괄추천. 1996 ‘

제 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즉 이는 외국인전용유흥주점이나 관광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

개별 공연장소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외국연예인의 공연추천허가를 취득하여 외국인 연

예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관광부의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허가 및 공연추천으로 인해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공

연이 급증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즉 공연장소와 연예인 도입사업자에게 별다른 규제가. ,

없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업소에서의 공연 추천 증가는 여성연예인의.

입국증가를 가져왔는데 이는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3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업소에서 외국연예인들을 필요로 했던 목적이 유흥접객

행위를 할 수 있는 접객원의 수입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년 허. 1999

가제에서 추천제로의 규제완화는 외국인 여성연예인의 수가 명에서 명으로 배1,345 3,392 2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추천제의 수정조치3)

그러나 년부터 년까지 매년 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던 외국연예인의 입1998 2001 100%

국은 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 년에 최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생2002 , 2004 .

긴 맥락에는 유흥접객원인 외국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이를 수용한 정부

의 정책변화가 있다.

34) 년도에 우리가 문광부에 연예인을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시 미군 감축 경제 위축“96 ,

등으로 우리 업계가 폐업을 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중략 사실 당시에 명분은 연예인 이었지만 접대부. ( ) “ ”

로 들여온 것이다 정부도 접대부 로 비자를 내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여튼 우리도 하나의 업종인데. ‘ ’ .

폐업일로를 걷고 있다니까 책임을 느낀 정부가 연구 연구하다가 접대부 대신 연예인 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

에게 비자를 만들어 준 것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김 인터뷰.“ ( )○○



외국인 여성연예인의 국내 유흥산업 유입이 급증하게 되면서 년부터 러시아 여성연1999

예인들의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한국외국인관.

광시설협회장이기도 했던 한 도의원이 예술흥행사증을 이용하여 러시아 여성들을 국내로 유

입시킨 혐의로 구속되면서35) 예술흥행사증이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

국인 성매매를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지기 시작했다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여성. ,

의 연예인 위장 입국 문제가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더 큰 여파를 미친 것은 이들에 대

한 인권유린의 문제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 이나 기지촌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은 예술흥. ‘ ’

행비자로 들어온 외국여성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연예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고 왔으나 계약상황과 다른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연예인 노동문제 뿐 아니라 인신감금 강요된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문제,

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무분별하게 허용된 예술흥행비자정책을 다시 규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연예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그리고 인권침해상황이 여론화되면서 러시아 등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아, ,

니라 년 월 일에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에서 한국이 국제인신매, 2001 7 12 ‘ ’

매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급의 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3

다.

우선 문화관광부는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에 대한 추천신청 및 심사를 다음과 같이 강화

하였다 첫째 외국연예인을 추천신청시 외국연예인의 공연장소에 대하여 관광업소 등록자에. ,

게 포괄적으로 주어지던 포괄추천제 에서 급이하 관광호텔 및 관광특구를 추천대상에서 제‘ ’ 2

외하는 지정추천제 로 전환하여 공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 . ,

외국연예인 공연에 대한 심사시 비디오심사를 도입하여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심

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연예인의 추천심사시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 ,

및 협조문 등을 요구하는 등 신청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공연기획사에 대한 규제와. ,

관련해서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받으려하는 기획사에게 파견사업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

35) 한겨례 경향 연합통신 외국인여성 위장취업 도의원 등 명 영장 년 월 일자, , , “ 3 ”(1999 8 22 )

경향신문 도의원이 러 접대부 수입 년 월 일자, “ · ”(1999 8 23 )北

국민일보 외국여성 천여명 연예인 위장 입국 주선 억대 챙긴 도의원 영장 년 월 일자, “ ...1 ”(1999 8 28 )



으며 한 기획사가 추천할 수 있는 연예인의 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실무과장 회의 를 거쳐(2003. 4. 2)

년 월 마련된 소위 유흥업소종사 외국인여성 무희 대책 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에서2003 5 “ ’ ‘ “ .

정부는 외국여성연예인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국내언론뿐 아니라

미국 의회 외신 등의 문제제기로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 ,

러시아 정부 등에서 외국인 여성무희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을 공식요청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유흥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의 법적근거가 불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하,

고 외국인여성 무희 비자 발급중단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 개선 및 외국인 여성무희 인권침, ,

해 사례 합동단속 실시 등 개 사항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하게 된다3 .

무희비자 발급중단과 관련 관계부처합동회의는 공연법상 공연은 아니지만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는 연주 가요 곡예 마술 인력과 유원시설 국제회의시설의 여성무희의 경우는 당,․ ․ ․
분간 종전과 같은 절차로 비자를 발급하고 여타 외국인여성 무희에 대하여서는 년, 2003 6

월 일부터 비자발급을 중단하도록 하였다1 .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 개선과 관련 문화관광부가 년 중 공연추천제도 개선방안을, 2003

마련토록 하고 법무부와 노동부는 문화관광부의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

의하였다 합동단속 실시와 관련하여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 , ․ ․
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년 정점에 이르렀던 외국인 여성연예인의 수가 년부터 감2001 2002

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대응은 년부터 년까지 지속된 외국. 2002 2004

연예인의 국내유입 감소와 관련해서는 출신 국가간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표. <

은 각국별 연예인 입국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년 천명에 육박하는 연예인이 한4-2> , 2001 4

국으로 입국했던 러시아의 경우 그 숫자가 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작년의 경우2002 500

명이 채 안 되는 연예인들만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구소련연방 국가에 일반적.

인 현상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이 많게는 한 해 명이 넘, , 500

는 연예인이 도입되던 국가들이 현재는 명 정도만 송출할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10-20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필리핀 연예인의 경우 년 이후 숫자가 일시 줄어들었으. , 2001

나 곧 다시 입국인 숫자가 증가하여 년에는 사상 가장 많은 필리핀 연예인들이 한국에2005

입국하였다.



표 주요 출신국별 예술흥행비자 입국자수< 4-3> , 1999-2005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계산: , ,「 」

그림 연도별 외국연예인 입국추이< 4-1>

이 같은 변화추이는 그림 을 보면 보다 뚜렷해진다 년까지 여명에 머< 4-1> . 1999 2,000

물던 외국연예인의 연간입국자수는 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년 최정점1999 2001

연도 전체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미국

우크라

이나
중국

벨로

루시

카자

흐스

탄

몰도바
키르기

스스탄
몽골

1993 1,434 157 452 0 123 2 197 0 0 0 0 0

1994 649 13 258 0 52 1 0 0 0 0 0 0

1995 1,009 83 421 26 68 14 12 0 0 0 0 0

1996 1,550 260 601 45 101 68 12 11 36 6 1 0

1997 2,211 346 926 22 264 41 31 10 80 18 1 0

1998 2,105 494 898 73 175 51 14 50 50 24 2 3

1999 4,486 2,049 1,225 321 198 90 71 60 33 33 31 5

2000 7,044 3,510 1,849 545 162 123 147 98 76 34 51 35

2001 8,586 3,901 2,051 30 153 152 325 100 78 18 117 956

2002 6,452 3,238 1,208 72 171 214 139 78 40 22 153 437

2003 4,640 1,856 1,375 76 135 151 102 79 35 11 128 73

2004 3,943 305 2,215 4 141 192 239 65 1 21 2 80

2005 4,759 438 2,381 16 154 226 491 48 4 29 4 124



에 올랐다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년 전체 입국 외국연예인의 절반가. 2001

까이를 차지하던 러시아출신 연예인들의 숫자가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 반면 필리핀의 경우

상당히 큰 변화가 없이 최근 년간 다시 증가하여 작년도입 연예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3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시도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논란이 되었던 특정 국가의 외국연예인 유입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외국연예인 도입과 관련한 전체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한시

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4)

정부가 실시했던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년 이후 몇 년간 외국연예인 도입이 감소한2002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년부터 년까지 매년 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 1998 2001 100%

던 외국연예인의 입국은 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년에 최저점에 도달했으2002 2004

나 이후 년에는 거의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남녀비율에 있어2005 5,000 .

서도 년 이후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년 전체 입국한1996 . 2001

외국연예인의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년부터 감소하여80% 2002 ,

년 까지 떨어졌으나 여성비율 역시 년 다시 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63.4% (2003 ) 2005 65%

작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의 대책이 그 제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제를 매우 협소

하게 규정하여 그 처방의 효과 역시 단기적 미봉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개괄하였던 제도적 변화 과정을 볼 때 정부는 유흥업소에서의 외국연예인 공연,

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품 술 판매를 위한 유흥접객행위와 큰 변별점을 두지 않( )

은 것으로 보인다 년부터 미군 내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외. 1962

국연예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문화부보다는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년 행정규. 1999

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그나마 존재했던 정부의 규제를 없애고 추천의 업무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민간 위원회에 위임하였으나 동시에 상품판매를 위한 공연을 문광부가 규정하고 있,

는 공연의 정의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연법 제 조 실질적으로는 유흥업소에서의 외국연예인( 2 )

공연에 대해 문광부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년 이후 외국연예인의 성. 1999

매매 및 인신매매 인권침해 문제가 국내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이후 나온 일련의 정책은 유, ·



흥업소에서의 공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 특정 자격의 외국인 여성연예인의 입국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문제의 근원은 무희나 가수 등 외국연예인의 입국자격.

이라기 보다는 외국연예인의 노동문제 인권침해 성매매 강요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 , ․
적 장치의 부재에 있으며 이는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외국연예인과 이들의 공연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점 및 방향에 대해 보.

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없이 공급의 한 채널을 차단하는 것은 단

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한 우회공급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술흥행비자2.

외국연예인들이 국내공연을 위해 입국할 때 예술흥행사증인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E-6

한다 출입국관리법 은 예술흥행비자 대상자를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 “ , ,「 」

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 , , , /

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시행규칙 제 조의 및” . , 18 2「 」

별표 에 따라 비자 소지자에 대해 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년으로 규정되어1 E-6 1 1

있다 이외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규칙 등에서 외국인연예인의 도입 및 체류관리와 관련. ,

된 법무부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관련 내용의 대부분은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규정되,

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36).

아래에서는 예술흥행비자 중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에게 부여되는 예술흥행비자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근거법령1)

문화관광부는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과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1 1 7 3 4「 」

에 따라 공연법 제 조 항 및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종사할 외6 1 6「 」 「 」

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 , 2006: 58).

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 조 외국인의 입국7 ( )「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조 사증발급7 ( )「 」

외국연예인의 공연추천업무를 문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③

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

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3④

의하여 따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 조6「 」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3 1 7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공연법 제 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6 ( )「 」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①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 에서 현재 관광 유흥,「 」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연법이 년 월 일 개정되면서 공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1999 2 8 ‘

부수한 공연 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

개정 전[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기타 예술적 또2 ( ) · · · · ·①

는 오락적 관람물 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 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 방송에 의한( ) (

청문을 제외한다 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정 후[ ]

공연 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1. " " · · · · ·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 행위는 공연법상의 공연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공연 행위를 위한 위원회의 추천 또한 근거가 부재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2003 12 30 「 」

제 조 제 항을 신설하여 해당업무 즉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의 추천45 3 ,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였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제 조 문화관광부45 ( )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③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시1 24

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7 3

회에 위탁한다 신설. < 2003.12.30>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법 관광업소 종사 외국 연예인 추천 지침 및,「 」 「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외국인 국내공연 에 따라 관광업소 공연에 대한 추천을 하( )「 」

고 있다 감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공연의 경우( , 2006: 58).

공연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하여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연을 목적으로 외국연예인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 관광 업소는 년 월 관계부처2003 5

조정에 따른 법무부의 유흥 서비스 분야 외국연예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을“ ”․
근거로 주한 미 군 영내클럽 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외국인전용유흥음8 , 3 ․ ․ ․
식점과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단 관광 공연장, 37) 및 유원시설38)에 대

하여는 일반 공연에 준하여 즉 공연법에 의거하여 추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 , 2004: 2).

예술 흥행 비자 발급 과정 개요2)

현재 외국 연예인이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연예인과의 계약 및 공연 추천 신청(1)

37) 관광진흥법 시행령제 조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2 . :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38)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 조에 의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3

하는 업



국내공연을 할 외국 연예인이 공연법상 공연을 행하는 것이 아닌 관광업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연예인 초청업체는 노동부의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이어야 한다 해당 연예인, .

은 계약을 한 공연기획사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을 신청한다‘ ’ .

자료출처 영상물등급 위원회 웹사이트< > . www.kmrb.or.kr/guide/guide_04.asp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에 맞추어 그 외국연예인의 공연내용,「 」

공연하게 될 장소 등을 심사한다 이중 특기할 사항은 신규추천구비서류와 관련 관광업소.

공연중 공연단이 가수로 구성된 경우 비디오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

디오자료 제출시 각각의 가수들의 립싱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창시 입모양이 보이“

게 상반신 클로즈업 장면 을 초이상 촬영토록 하고 키보드 기타 연주의 경우도 악기” 30 , , “

위의 손놀림이 보이는 클로즈업 장면 을 초 이상 촬영토록 하고 있다” 30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 기준 에서는 외국연예인 국내공연 추“ ”

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동 기준은 제 조에서 공연, 3

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는 이들 공연장소를 운영하거,

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추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

시하였다.

구비서류 일반 공연 관광업소 공연

신청서 ◯ ◯
공연프로그램 ◯ ◯
공연계약서 ◯ ◯
공연단 프로필 ◯ ◯
외국인명단 부4 ◯ ◯
공연사진 전단( ) ◯ ◯
여권복사본 ☓ ◯
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 ◯
파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과 관광등록증

관광편의시설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 )
☓ ◯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관계약서 등( )
◯ -

기타
관광업소 공연 중 공연단이 가수로

구성된 경우 비디오 자료 제출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명으로 함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8 ( )

공연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월 이내이어야 하며 총 공연기간은 개12 24

월 이내 이어야 함

예술 흥행비자 신청(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으면 공연기획사는 법무부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예술흥행비자를 신청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사증발급 신청 및 첨부서류 를 보면 예술흥행비자 신[ 5] “ ”

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신원보증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 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2. , 1

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반응음성확인서(HIV)○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3.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반응음성확인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 조(HIV) ( 10○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3 1 /

하는 자에 한함)

신원보증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심사에 통과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공연기획사는(4) ,

외국 연예인에게 이를 송부하고 외국연예인은 재외공관에 이를 제출하고 사증을 발급받, (5)

는다 그림 참조. < 4-2 >



그림 외국 연예인 예술흥행비자 도입 절차< 4-2> ( )

파견업체
(노동부 파견업 허가)

추천 기관
(문화관광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외국 연예인

(2)추천서

신청 및 발급

(3)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근로
계약
체결

(4)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5)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및 사증발급

공연 업소

공연계약체결외국인 배정

파견업체
(노동부 파견업 허가)

추천 기관
(문화관광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외국 연예인

(2)추천서

신청 및 발급

(3)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근로
계약
체결

(4)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5)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및 사증발급

공연 업소

공연계약체결외국인 배정

자료 감사원 외국인체류 및 이주관리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2006.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과 문제점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 연예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

야 한다 공연법 제 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 6 ,

천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역시 그러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으며 동법 제 조 항 추천시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6 2 ),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연법 제 조 항 외국인 연예인들을 국내로 초정하는( 6 4 ).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을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내용이나,

출연자가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1. , 2.

는 때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으로, 3. , 4.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추천하지 않고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공연법 제 조 항 영.( 7 1 )

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외국인 연예인은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예술

흥행비자 를 신청할 수 있다(E-6) .

이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공연은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한 예술적 관람물에 한정되어 공연법 제 조 호 관광업소에서의 공연은 제외되는 것으( 2 1 )

로 해석되나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항에 의해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 45 3

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공연 추천권한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있다 이.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관광업소의 공연은 주한미 군영내클럽 관광진1. 8 , 2.

흥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관광진흥4 3 ,②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6

음식점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 3. 2 3

설로 한정된다 위원회 규정 중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기준 제 조.( . 3 1

항)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1 9

성되어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과 심의기구인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공연추천과 관련해서는 사무국 내에 공연추천부가 있으며 공연추천 심위와 관. ,

련해서는 인으로 구성된 무대공연소위원회가 있다 무대공연소위원회의 업무에는 공연법7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공연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6 , 5 3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45 3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등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에서의 공연 추천이다 이는 실제 관광유흥업소에서의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들 특히 여. ,

성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광업소의 공연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끊

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비판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러한 현.

실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관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에 있다 다시 말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추천을 위한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공연. ,

자가 아닌 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기망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공연자로 추천한 외국인 연예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 사후적

으로 관리하고 인권침해를 제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 심사를 하는 것은 전신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공

연에 대한 심사였기 때문이다 비록 미란다 사건 이후 국내 공연물에 대한 등급제는 위헌으.

로 폐지되었고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심

사에 집중이 되어 있으나 외국인 공연에 대한 추천은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공연의 추천업무가 출입국관리 및 비자발급과 연관된 업.

무이기 때문에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된 업무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

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심사 외에 법무부 출입국의 사증발급심사가 이루어져 중2



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보다 철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법무,

부 출입국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위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초

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관광업소에서의 공연은 더욱 모호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근거법. .

인 공연법에서는 관광업소에서 공연을 배제하고 있어 사후관리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는 상태이며 실제 관광업소에서 공연하는 연예인들의 실제 업무가 예술행위가 아닌,

노동행위에 가까워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관광업소의 공연추천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기준 여성의 자격1) -

가 엄격한 관광업소 공연 추천 기준.

일반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국내공연‘

추천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연법 시행’ , .(

규칙 제 조4 )

공연개요 각본 가사 악보1. · · ·

공연계약서사본 번역문을 포함한다2. ( )

외국인 공연자 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3. ·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4. ( · · · · · )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에 의하면 관광업소종사자인 외국인 공연 추천은

위의 일반 공연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관광업소의 공연인 경우에는 별도의 관광업소종사. ‘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변경추천 신청서 와 함께 일반공연 구비 서류에 더해 공연사진 전단( ) ’ ( )⑴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비디오테이프 여권복사본 업소와의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⑵ ，⑶

허가증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 지정증· ,，⑷ 3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⑸

39) 관광업소의 공연추천 신청자격과 달리 일반공연추천을 위한 신청자격에서는 공연기획사의 파견업,

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동안 외국연예인을 초정하는 공연기획사가 모두 파견사업체.

여야 한다는 식의 오해가 있었으나 실제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연기획사는 관광업소 공연,

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공연인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리고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할 때, .

에는 다음의 추천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1.

함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2. .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3.

하여야 함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 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4. ( , , )

우에는 사전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미입국 이탈 출국시 사유발생일. , ㆍ ㆍ

이후 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30

공연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추천 조건 이외에도 위원회가 공연법 제 조5. 1 4 6

제 항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별로 명시④

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함.

특히 공연사진 전단 및 공연내용이 체록된 비디오테이프와 관련해서 공연시간별로 공연( ) ,

내용 음악 외국음악일 경우 번역문도 제출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공연장면을 담은 사진, ( )

또는 비디오자료 등을 첨부 사진의 경우 용지에 가급적 공연단 전원을 찍은 것에 성명을( A4

기재 해야 하는데 공연사진일 경우 인물이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가수로) , .

구성된 공연단인 경우에는 실제 공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과 음향이 수반되는 비디오 자

료를 재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자료 제출 방법※

제출 프로그램에 준하여 제작①

출연자 각각의 공연 및 전체공연 녹화②

각각의 가수들의 립싱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창시 입모양이 보이게③

상반신 클로즈업장면 초이상 촬영30

키보드 기타 연주의 경우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위의 손놀,④ ㆍ

림이 보이는 클로즈업 장면 초이상 촬영3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은 외국인 연예인이 실제

가수 또는 연주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심의기준은 공연 출연자로서 최소한.

의 자질과 실력에 있으며 특히 립싱크를 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가수는 순수한 음, “

성으로만 가창력 정확한 음정 박자 음색 을 입증하며 가수의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 , )

한 녹화물 과 연주자의 경우는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을” , “

클로즈업한 녹화물 을 요구하고 있다” .

나 관광업소 추천 기준의 비실효성.

이는 관광업소의 공연 추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관광업소에서 공연 외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엄격한 추천기준의 적용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외국인 연예인을 데리고 오려는

기획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가 공연심사의 전문성)

엄격한 추천 기준에 맞추어 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사위원이 없다는 것이다.

심의 위원이 다 자격도 없고 추천 관련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도 않“ ,

는다 추천받을 자격이 없는 곳에 추천을 주어놓고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

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심의위원은 그냥 나몰라라 한다 심의위원 중 음악 전문. .

가는 한명도 없다 어떻게 음악 심사를 하는가 외국인 협회. ” ( 00000 )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순환보직이라 년 전문성이 떨어진다 한국 협회“ (1 ) .” ( 0000 )

외국인 공연 추천 및 추천변경을 심사하는 것은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대공연추천 소7

위원회이다 현재 이 무대공연추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영상물등급위원회 무대공연 소위원회 위원명단< 4-4>

성명 성별 생년 주요이력

박00 여 년생0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여성포럼 공동대표21C

김00 남 년생00 국방일보 객원 논설위원

김00 여 년생00

이화여대 출판부 총괄팀장 현( )

여성의 전화 이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이사

박00 여 년생00

국제문화예술협회명예회장

심사위원 한국무용사학회

미래춤 사 학회이사 문화예술평론가( )

이00 여 년생00 시나리오 작가

임00 남 년생00 음반기획자 및 매니지먼트

원00 남 년생00 월간 오이뮤직 편집장< >

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관광업소 공연은 주로 노래 및 연주인데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연예인이 실제 가,

수 혹은 전문 연주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음반기획자와 음악잡지 편집장 인이 전2

부이다 게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특성상 심사의 전문성을 훈련받을 정도로 오랜 기간 공.

연추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나 공연심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

하지만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를 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

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예술공연심사의 성격상 심사기준의 객.

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 공연음악부는 재.

작년 작년 올해 심사 기준이 많이 달라져왔다고 인정한다 결국 립싱크의 의심이 드는 경, , .

우 립싱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가수라 하더라도

추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획사들이 심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매우 까다롭다 진짜 가수인 경우에도 음정불안 등을 이유로 미추천된다 약간“ . .

만 문제 있어도 안된다 기획.”(00 )

영등위 심사기준에는 문제가 많다 기준이 왔다갔다하고 레벨이 일정하지 않“ .

다 차라리 영등위에서 일정한 원칙을 준수하거나 견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



관계당국을 의식해서 반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 가서 개 개 업. 10 20

체를 선정해도 돌아와서 영등위에서 모조리 거부당하니까 만원에서 만500 1000

원 정도가 깨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허무하다 외국인 협회.”( 00 )

아래의 표를 보면 관광업소 공연 추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월, . 2006 12

누계를 살펴보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연을 추천받은 일반공연과 달리 관광업,

소의 공연인 경우 공연추천을 신규 변경 신청한 건 건이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영상/ 115 /262 .(

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 공연미추천 통계< 4-5>

구분 당월 누계

미추천통계
일반공연 0 22

관광업소공연 330 3139

합계 330 3161

공연통계중 미추천은 자격 서류 자료 등의 미비로 추천되지 않은경우로 추후 서류보완 등으로 추천될 수* / / ,

있음 영상물등급우원회 홈페이지 년 월.* , 2006 8 .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년간 평균공연 추천률은 대략 정도 된다고 한다, 42% .

이는 년에 였던 추천률에서 약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아래 표는 무희에 대한2005 56% 14% .

추천이 중단되기 이전과 이후의 관광업소 공연에 대한 추천발급 현황이다.

표 관광업소 공연 추천현황< 4-6>

구분
관광업소 공연

연주 가요/ 가무 곡예 마술/ 기타 소계

2002.6 2003.5～

중단전( )
명1,225 명4,333 명27 명79 명5,664

2003.6 2004.5～

중단후( )
명2,177 - 명131 명120 명2,428

2004.6 2005.5～ 명3,598 명10 명83 명96 명3,787

자료 문화관광부:

관광업소의 공연 추천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연예인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연예.

인의 인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연이 이와 같은 공연추천 기준 적용으로 완전히

제재되고 있는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기준으로는 외.



국인 연예인이 관광업소에 공연을 위하여 추천신청을 하는지 외국인 접대원으로 일하기 위

해 연예인으로 추천신청을 하는지를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아 추천율의 감소가 인권

침해 불법 취업 등을 줄이고 있다고 보기는 단순한 비율의 감소로 보인다, .

외국인 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파견하는 외국연예인이 고급예술을 하는 이들000

이며 주로 성급 호텔 로비 등에서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5

심사 시 외국인 접대원을 들여오기 위해 단기로 공연연습을 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취

급 받는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기준의 문제 혹은 심사

하는 이들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비록 연예인 파견기획사들이 영등위의 기준이 엄.

격해짐에 따라 공연 추천율이 낮아져 관광업소에서 공연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입국시키기

가 어려워졌다고 하나 이러한 조치가 예술흥행비자가 외국인 접대원을 들여오는 수단이 되,

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공연자를 초.

청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공연 추천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 공연자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의 정확성과 엄격한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사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재 인의 무대공연소위원회가 감당하는 업무7

량이 과다하다 년 인으로 구성된 무대공연소위원회가 심사한 공연 및 음반은 총. 2005 7

개이다 이 중 공연심사가 총 개인데 그 중 관광업소 공연이 개이고 그중7,449 . 6224 , 4,964

비디오심사를 요하는 연주 노래가 개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비디오심사는 명의 위원/ 4,852 . , 2

이 진행하는 데 이들이 하루에 심사해야 하는 비디오가 수 십 개에 달한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량을 미루어봤을 때 관광업소의 공연추천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공연추천을 할 때 제출되는 서류의 진위

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공. ,

연자로서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을 추천하기 위해 기획사 등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 최근 비디오 심사를 위해 공연이 가능한 이의 비디오를 제출하여 추천.

을 받은 이후 서류를 위 변조하여 다른 이가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관광유흥업소에서 유흥접․
객원으로 일하는 사례가 출입국관리국에 의하여 적발 되었는데40) 이는 출입국과의 협조 부,

재와 더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기준으로는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의 확인이 어

렵다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40) 제 장 인터뷰 케이스 참조3 21



외국인 공연 관광 업소2)

가 외국인공연 관광업소의 자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기준 제 조에서 공< > 3

연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연소자 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5 , 6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조 제45 3

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

다.

제 조 추천 제한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3 ( ) ,① ㆍ ㆍ

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주한미 군영내클럽1. 8

관광진흥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2. 4 3②

람선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식당 또, 6

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 대시설3. 2 3

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 항 제 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3② ①

다.

년 월 이전에는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2001 11

업소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추천제 를 실시하였다 포괄추천제란 업종 을 지‘ ’ . ‘ ’

정하여 추천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텔 관광극장식당 외국인전용업소 관광유람선 관. , , , ,

광공연장 국제회의시설 중 업종별로 지정을 하면 그 업종 내에서 업소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이 남용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추천제 로 전환하여 공연할 수 있는 업소를 특정하여 공연 추천 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 .

이에 따라 한 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3 , ,

주한미군주둔지 이외의 업소에서는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을 제한하고 공연특정업소지정제

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추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 이하 공연자 라 한다 는 주한미 군영내클럽을 운영하거1. ( “ ” ) 8

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

는 근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 호 내지 제 호의 내용이 포함된 파견 계약을 하여야 함2 3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명으로 함 다만 관광진흥법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로2. 8 . ,



함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3.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월이내 이어야 하며 총 공연 기간은4. 12 ,

월 이내 이어야 함24

나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2 ,

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

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의미한

다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이 때 유흥,

종사자는 유흥접객원을 의미하는데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각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으면 되며 실제로는 유흥주접영업허가 취득 후 각 시 도청의 관광 관련부서에 관광사업

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러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년도 러시아 무희들의 성매매 문제와 인권침해가2003

문제 제기되면서 문화관광부는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 2003 10 6

전용유흥음식점의 지정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반발하면서 년 월 이전에 등록한 업소의 경우 지정기준 준수 면제 혜택을2003 10 ,

부여하였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기준 변경내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

개 정 전 개 정 후 개정(2003.10.6 )

홀 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일 것(1) 60 .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2)

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홀 면적 무대면적을 포함 은(1) ( ) 1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2)

있도록 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20

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갖출 것.



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양면성 장려책과 억제책 공존. -

앞장에서 지적하였듯 외국 연예인들의 인권침해상황이 가장 뚜렷이 부각되는 곳이 외국,

인전용유흥업소이며 이는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연예인들이 연예인으로 입국한,

후 접객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임금체불.

등의 노동문제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전용유.

흥업소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억제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억제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한 예로 위에서 본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지정기준은 개정 당시 업소들의 반발로 이미

외국인전용유흥업소로 지정받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무대 등의 설치가 가능한 업소만이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하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실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해 일관되고 꾸준한 관리정책을 펴

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유흥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온존시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주류면세 특혜이다.

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주류면세 특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외국 연예인의 공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일 뿐 아니라 주

류판매 등에 관련하여 주류면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외.

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면세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특별소비세에 대,

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 115

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가

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26 ( )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6. 1

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특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 17 1「 」

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115「 」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주세의 면제115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①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

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1②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35 3

준용한다 개정. < 1999.12.28>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    1 31③

다 개정. < 1999.12.28>

둘째 특별소비세법 제 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조의 부가가치세법 제 조, 19 3 33 3, 11

규정에 의해 주한 외국군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 면세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주한 외국군을 대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외화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각 시 세무과에서 과세유흥장소 면제지정증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정증으로 주류제조자에게 면세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

이 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115 31 ,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주한외국군인 및31 2

외국인선원전용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 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

게 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자를 제조31 5

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된다 즉 이러한 면세규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산.

주류를 판매할 때만 적용이 된다 이는 주류면세의 목적이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보여준다.

나 주류면세혜택의 근거미비)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주류면세의 혜택 역시 외화소득의 획득이라는 명목으로 주어

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현재에도 주류면세를 받을 만큼 외화,



획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세감면실적을 통해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주류판매실적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

다 년에서 년 간 주세감면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년에서 년 사이 전. 2000 2004 , 2000 2004

체 주세감면실적은 합계가 낮았던 년을 제외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2001 .

주한외국군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의 주세감면실적은 년을 기점을 큰 폭으로 감소, 2003

하는 경향을 보였다 년까지 약 억 이상이었던 주세감면실적이 년에는 약 억. 2002 20 2003 3

으로 년에는 약 억으로 급감하였다 이로써 년 주세감면실적에서 주한미군이나, 2004 1 . 2000

주한국제연합군에 이어 위를 차지하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납품 실적이 년에는 실4 , 2004

적을 내었던 다른 곳의 납품실적보다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주세감면실적< 4-6> (2000~2004)

단위 백만원( :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이러한 경향은 의정부세무서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정부 세무서에 따르,

면 년부터 주세감면실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년에는 약 억이었으나2003 . 2000 37 , 2003

년에는 약 억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5 .

이는 주세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년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러, 2003

시안 무희들의 성매매 문제로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의 외화벌이가 외국연예인들의 유흥접객 및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

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동안 외화 소득의 증대라는 명분으로 주어졌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229,952 161,994 204,073 224,325 216,968

수출 119,347 123,980 166,311 183,296 172,586

주한국제연합군 주한미군납품, 6,502 4,631 2,514 5,397 6,476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 900 - 6 - -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등에 납품, 205 201 189 464 318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 - - - - -

국군납품 31,256 28,414 30,670 30,953 31,322

주한외국군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 납품, 2,533 3,305 2,141 374 166

기타 69,209 1,463 2,242 3,841 6,100



혜택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년대 한국 정부는 외화. , 1970

획득의 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적극 지원했으며 특히 미군에게 유흥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캐서린 문( ,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각종 면세 혜택은 성매매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2002: 74-6).

삼았던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년 강력한 성매매 금지주. 2004

의를 표방하는 성매매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정부가 성매매의 인권

침해성을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고자하는 정책방향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할.

때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으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게 주어졌던 주세감면이라는 특혜는 기본

적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미 어긋나 있음을 보여준다 년부터 정부가 외국 연예인을. 2003

외국인 유흥접객원 및 성매매여성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하게 단속하자마자 외국인전용유흥

업소의 외화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 역시 이를 보여준다 즉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게 주어.

졌던 주세감면이라는 특혜는 더 이상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성매매 내지 외국 연예인에 대한 정책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공연기획사 및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문제점4.

파견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1)

가 파견업체 허가 기준 및 절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광업소 외국인 공연 추천 세칙 을 제정하여 불법행1999. 10. 13. ‘ ’

위 가능성이 높은 미자격자 차단을 위해 해당국의 연예인 확인서 공연사진 또는 비디오 자‘ ,

료 등의 실사물 을 인권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최저 복지 등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공연계약’ , ‘ ,

서 를 사후관리를 위해 기획사와 공연업소간의 파견계약서와 파견사업허가증 을 제출하도록’ , ‘ ’

하였다 위 세칙 제정을 통하여 외국인 연예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파견근로자의 보. ‘

호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를’ 7

통해 당해 업소에서 공연할 외국 연예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 유해물 공연물 확인 기준 제 조 제 항 제 호‘ ’ 3 3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는 제 항 각호의 의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 1 1

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는 근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 호 내지 제 호 내용이 포함된 파견계약을 하여야 함 라는 규정을 통해 파견사업 허가2 3 .’ ‘ ’

를 요구하고 있다 년 월 기준으로 외국인연예인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견업. 2003 12

체는 개소 사용업체는 개소에 달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126 , 296 .

자파견업체 및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도 준수의무와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7 (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①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1②

사항 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허가의 기준 노동부장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9 ( ) 7①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

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1.

을 갖추고 있을 것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2.

는 것이 아닐 것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②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 조 제 항3 ( ) 9 2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시 인 이상의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 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1. 5 ( )

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을 갖출 것2. 1 ( )

전용면적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3. 6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연예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조 규정에 따라 그림과 같이 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 7 , 9

체를 통해 당해 업소에서 공연할 외국 연예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파견업체는 외국 연예인과 근로 또는 공연계약을 맺은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조 등7

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로부터 공연추천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

는다 이후 피초청자인 외국 연예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전달하면 당해 외국 연예인은 위.

인정서를 제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파견업체는 공연 업소 등과 공연.

계약을 맺은 후 이들에게 외국 연예인을 배정한다.

그러나 외국 연예인의 고용주체인 근로자 파견업체 역시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는 영세업체로 이들에 대한 외국연예인에 대한 자질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

국연예인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에 한계를 갖는다.

나 노동부의 사후 관리 감독 미비.

통상 근로감독관의 파견사업체에 대한 감독은 연 회 진행되나 외국 연예인 파견의 경우1 ,

성매매 문제로 다른 부서와의 협조차원에서 연 회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년2 . 2007

부터는 외국 연예인 파견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연 회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1 .

로감독직무규정 상 감독점검표에서는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시 점검 사항으로 근로자①

파견대상업무의 적정 여부 근로자파견기간의 적정 여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갱신 여부·② ③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허가의 유효기간 등 준수 여부 허가취소 또④ ⑤ ⑥

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계속 여부 명의대여 여부 근로자파견의 제한사항⑦ ⑧

준수 여부 근로자파견의 제한사항 준수 여부 취업조건 고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⑨ ⑩

있다.

년 노동부는 외국연예인 파견업체를 점검한 결과 파견사업 허가 취소 개소 영업2003 6 ,

정지 개소 경고 개소의 행정조치 사용업체에 대하여 경고 개소 시정 개소 행정조29 , 29 2 , 26

치를 처분하였다.

근로감독관은 파견 사업체인 관광업소의 불법행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 ,

기준법 등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파견업체인 기획사의 주장을 검토하)

기 위해 사용 사업주인 관광업소를 직접 방문 조사하기도 한다 사용업체인 업소 단속시 근.

로감독관은 연예인으로 공연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유흥접객원 및 기타 청소 등의 업무를 하

는 경우와 같이 실제 계약과 근로 내용이 다른 경우를 적발하여 조치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근로감독관의 주된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에서 파견사업자가 허.

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

건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는 하나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 경우까지 적발하여 신고하는 경,

우는 거의 없었다 노동법 위반 이외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담당자 미팅. (2006. 9. 21. )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도 감독의 문제점2)

가 법적 근거 없는 지도감독.

년 월 일 공연법 개정을 통해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는1999 2 8 ‘ .’

내용이 제 조 제 호 규정에 삽입되었다 이로서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편의시설업에서의 외2 1 . ‘ ’

국인 공연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 추천 및 변경 추천 추천조건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광편의시설업에서의 외국. · ·

인 공연이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하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추천시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지침에 의거 공연

법과 자체 내부규정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기준 의 심사기준‘ ’

을 적용하고 있다 지침에서 일정한 추천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위원회의 추천조건을 위반한. ,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공연법에 의해 시장 군수 등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연법이 적, .

용되지 않는 관광업소의 공연에 대해 공연법을 준용해 공연취소 또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

는 것이다.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근

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요건을 유추해석을 통하여 확,

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공연법 제 조 제 호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2 1 “

공연 대하여 동법 제 조 제 항의 공연 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광” 6 2 ‘ ’ .

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

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 조 제 항 제‘ ’ 33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2 6 4



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추천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내부규정인 확인기준에 의해

사전변경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추천 역시 법령 또는 문화부 지침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아니므로 업소 또는 공연단이 위배하였을 경우 제재를 가할 방안이 부재하다 위원.

회로부터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역시 추천 취소 또는 일정기

간 추천제외 및 관련업소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부재하다.

이와 같이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에 대한 추천기준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경찰 시도 공무원 등 관련 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영상물등급위. .

원회에서는 시 군 구에 추천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시 군 구에서 추천된 공연단에 대해 사후· · · ·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추천권한은 영상물· .

등급위원회 기획사 관리는 노동부 인적관리는 법무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업무의 일관성, ,

이 결여되고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미군의 외국연예인 관련 정책5.

한국전쟁 직후 재건사업의 진행과 함께 기지촌이 전국에 산재한 미군부대 주변에 조성되

기 시작한 이후 이들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 문제는 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50

왔지만 미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는 묵인하거나 한,

국정부에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병관리 를 요구하여 기지촌정화운동 을 펼치도록 하는 등 단‘ ’ ‘ ’

순히 관리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큐인포( , 2004: 385-387).

그러나 이같은 미군의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정책은 년을 고비로 획기적으로 변화, / 2002

하기 시작하여 기지촌 주변 활동가들이 미군관계자의 꾸준한 활동으로 과거 공공연히 업소, ,

내에서 벌어지던 룸에서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랩댄스 핸드잡 블로우잡 등을 찾아보VIP ( , , )

기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미국정부 주한미군의 외국연예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1) /

미국정부 및 주한미군의 외국연예인 관련 정책은 년 미국 사 기자가 동두천 기지촌2002 FOX

을 몰래카메라로 취재하여 미군당국이 외국인여성들의 인신매매 상황을 방조 또는 촉진하고 있

다는 보도가 나온 이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동 보도는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들이 비자. ,

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업주들이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매매 등을 통해 빚을 갚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묘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미군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1).

폭스사 기자의 당신들이 이 업소들이 안전하도록 지키는가 라는 질문에 미군“ ?”

이 그게 우리들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였다(Courtesy Patrol, CP) “ ”

한 는 여기 업소주인들이 여자들을 경매에서 사온다 여권을 다시 받기 위해서CP “ .

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여기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오지만“ ,

실제론 돈을 벌 수 없다 그저 여권을 되찾을 정도의 돈만 번다 왜냐면 러시아에. .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들한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와 여권 등을 다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 있는 한국사람들이 여권과.

비자를 뺏고 한 쪽에 줄 세워놨다가 경매에 넘긴다 고 한 미군이 설명했다”

년 월 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을 포함한 명의 의2005 5 31 13

원들이 한국에서 미군들이 연관되어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인신매매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고 실태조사를 요구한 이후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US

은 주한미군 인신매매실태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Department of Defense)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태원 동두천 등 주요 미군기지 주변 성매매 인신, /

매매 실태 및 주한미군 당국의 반 인신매매 성매매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42).

41)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Department of Defense. 2003. Assessment of DOD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Phase 1 - United States Froces Korea.

http://www.dodig.osd.mil/AIM/alsd/H03L88433128PhaseI.PDF

42) Statement of Joseph E. Schmitz,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n Implement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Zero Tolerance" Policy with regard to Trafficking in

Humans, 2004. 9. 21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개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 업소에 대해 미군출입금지 명29 ( )

령을 내리고 불법행위에 연관된 업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미군들에 대해 인,

신매매 관련 정책 및 미군규정과 한국법 하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교육하고 영외에서,

의 유흥활동을 대신할 영내 레크레이션 시설의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

한 미군 사령부가 한국정부와 함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벌인 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

고하였다.

주한미군 헌병대와 한국경찰청간 회선의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한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15

강화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관계자가 동두천 기지촌 지역내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다짐하는 공동 정책 발표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한국 경찰청에서 일간 미군기지 주변 성매매 수사를 벌여 다수의 업60

소를 폐쇄하고 업주를 기소함

최소 회 이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기지촌을 방문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근로조건에 대3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여성들의 권리 및 불법행위 신고 방법을 홍보하였고 수집된 정보를 바,

탕으로 한국정부가 비자정책을 변경하고 유흥업소내 외국인 여성 권리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주한미군의 최근 정책2) 43)

미국정부는 언론보도로 촉발된 미군기지 주변 성매매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소위 제로 용인/ “

정책 를 채택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Zero Tolerance Policy )" .

주한 미군의 경우 현재 인식 식별 축소 집행(awareness), (identification), (reduction),

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성매매 인신매매 방지전략을 펴고 있다고 한다(enforcement) / .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미군은 한국입국시 한국의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 정보와 미군의, /

제로 용인 정책 에 관한 브리핑을 받게 되며 미군전용 라디오 및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정책" " , TV

에 대한 홍보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 분기마다 미군에게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

자리가 마련되는데 성매매와 인신매매 관한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

43)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군 관계자 면담



또한 미군이 외국인 여성을 업소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고용 계약서(payment of bar fines)

를 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미군이(buying out employment contracts) (USFK Reg 27-5).

인신매매된 필리핀 여성을 동정 또는 사랑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 계약서 천불 를 사주기도(2,3 )

하는데 대해서 주한미군 관계자은 이러한 행위가 인신매매를 영속시키는 행위라고 교육시킨다

고 밝혔다 그 외에도 미군은 시간 핫라인 을 마련하여 인신매매 등 불법. , 24 (0505-736-9333)

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 영어 타갈로그어로 인신매매 성, , , /

매매 방지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그림 참조( <4-3> ).

집행과 관련 업소를 점검하는 미군 에 대해서 인신매매 성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MP, CP) /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지촌 업소(indicator) .

를 순찰하는 미군의 경우 미군병사에 대하여는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통금

시간 이후 또는 미군외의 한국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연예, ,

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미군 측의 입장이었다 이 같.

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군측은 이태원 동두천 등에서 미군과 한국경찰이 공동으로 진행하,

는 공동순찰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 같은 미군 내 활동과 더불어 미군당국은 각 지역별로 기지주변 업소협회 등과 간담회 교, ,

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44) 업소연합과 미군 당국 간의 모범상거래 활동 지침서 성매매와 인신, ,

매매 금지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 미군기지 주변 외국인전용유흥업소내 성매매 및 인신매,

44) 일자 기사 미군관계자 인터뷰시 제공 사진 등Stars and Stripes. 2005. 10. 27 ,

그림 주한미군의 성매매 인신매매 방지캠페인 포스터< 4-3> /



매를 근절하는 데 공동의 협력을 기울이고 기타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규정하고, , ,

있다.

예술흥행 비자제도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3)

미국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년 동안 외국인 전용업소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 최소한 겉으로, 3

보기엔 수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성매, ,

매방지법 제정이후 영업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던 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파악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업소가 성매매 알선을 하면 그 업소는 미군에게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동두천 등 미군이 주요 고객인 지역에서 내려질 경우 일정한 효과가,

있지만 서울 평택 등 한국인들 역시 많이 이용하는 클럽들의 경우 큰 실효가 없다고 보고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약 천여 명의 필리핀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데2 ,

만약 한국남성들이 이들의 주요 고객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필리핀 여성들을 한국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연예인의 공급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가 주스영업.

미국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연예인의 주스영업과 연관된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

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이 연예인에게 비자 또는 여권제시를 요구할 수 없, ,

으며 미군 법무당국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주스를 사주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친구 등에 주스, ,

를 사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하는 등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규

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미군측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 미군전용업소 문제.

해외 미군기지 주변의 업소의 내국인출입금지 여부와 관련 미군관계자는 유럽 특히 독일의, ,

뉘른베르크 근방 미군기지 주위에는 이러한 미군 전용업소는 없으며 미군들은 시내에 있는 술,

집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보다는 오픈된 장소에 업소들이 위치해 있으며. ,

미군을 위한 별도의 전용클럽은 없다고 한다.



미군전용업소에 대한 면세주류 공급과 관련 미군관계자는 라포트사령관이 법무부 장관과,

의 면담에서 면세조치의 중단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

했다.

소결6.

이상으로 외국연예인 및 예술흥행비자에 관한 법과 정책 내용 및 방향 규제 및 관리의,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연예.

인에게 주어지는 예술흥행비자를 중심으로 볼 때 관련현행법 및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가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연예인에 대해 일관된 상을 가지고 있지 않,

다 예술흥행비자 대상의 추천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정.

한 공연의 정의에는 상품판매를 위한 공연이 이미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법률.

을 통해 유흥주점에서 상품판매를 위해 하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하고 있는 업무를 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흥주점에서 상품 술 판매를 위해 춤이나 노래 등으로 유흥을. ( )

돋구는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되어 합법적인 영역에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는 자유로운 상거래 영역으로 공연의 내용 등으로 규제되는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렇기 때문에 외국연예인들의 성매매 및 인권침해의 상황이 문제제기되기 전 정부는 이러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기 위해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 특정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공연기획사 및 공연자 등록제를 폐지한 것 외화획득이라는. ,

목적 하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주류면세특혜를 제공한 것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

업소에서의 외국연예인 공연을 다루는 공연기획사들과 미군기지주변 클럽주들을 주요 회원

사로 두고 있는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의 사업허가 및 공연추천허가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준 것 등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흥행비자로 들어.

온 외국연예인이 관광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그들 역시 유흥접객원으로 검사를 받도록HIV

되어있는데 이들은 이미 정부 정책의 한편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연예인들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

원회와 공연법 등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관리의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 이들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상황이나 노동관련 문제 성매매의 문제는 유흥접. ,

객원이 갖는 업무와 외국인이라는 지위가 갖는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일관된 정부 정,

책의 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밖으로 드러난 문제점만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만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제시되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인해.

오히려 예술흥행비자에 관한 시스템의 복잡성만 증가했다.

둘째 이러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은 현재와 같은 관리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현재, .

공연추천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공연기획사를 관리하는 노동부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 ,

출입국관리국 등 어떠한 곳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연예인의 국내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실추천된 공연의 내용과 국내에서 하는 공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공연기획사와 외국연예인 혹은 공,

연을 하는 업소와 외국연예인 간의 계약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

셋째 이러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할 외국,

연예인의 공연추천을 심사할 때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이미 이들.

의 공연이 공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이 아닌 이상 즉 유흥접객원으로써 하는 공연인,

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기준인 청소년유해물이라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하여 공연자가 아닌 외국인을 성매매 내지 유흥접객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심사 기준으로써 실제 공연을 잘 하는지 내지 공연의 내용

은 어떠한지 등은 적합하지 않다 결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의 결과는 당시 외.

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은 심사기준은 예,

술흥행비자의 자격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게끔 한다.

넷째 미군지지 주변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연예인의 공연추천 등은,

이미 이전부터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현재 미군은 미국의 강력한.

반인신매매정책에 따라 강경한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인 성매매를 하러가는 미,

군을 제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는 어렵다 비록 현재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미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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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해외의 외국연예인 정책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예.

술흥행비자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연예인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모색하는 데에 이와 같은 해외 정책 사례들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1.

개요 문제점 등1)

일본에 필리핀 여성을 비롯한 주변국가 출신의 여성이 엔터테이너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

은 아시아에서의 매춘 관광 한국에서는 기생관광으로 알려진 일본 남성의 아시아에서의 성,

구매 관광이 아시아 각 지역에서 비판을 받아 그 숫자가 줄면서 역으로 아시아 출신 여성이

성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전의 일본에 유입.

된 필리핀 엔터테이너는 말하자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부로 일본에 입국한 밴드가 중심

이었는데 이들은 년대에 걸쳐 아직 밴드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의 미군기지 주변60-70

혹은 온천 지역 등에 공연을 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45) 년대에 들어. 80

서 일본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결과 거품경제의 상황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성산업을 비롯한

유흥업계의 규모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여성들은 직업을 바꾸.

거나 성산업 중에서도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업종으로 움직여 갔으며 일본 엔의 강세로 인

하여 일본의 높은 임금에 유인되어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주변 국가 출신의 여성들의 숫

자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유흥 관련 산업에 외국인 여성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이윤을 노리고 조직폭력단 등에 의하

여 조직적으로 여성의 입국이 알선되었고 이들 여성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이 외부에 알려지

기 시작하였다46) 이러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유흥산업으로의 유입을 배경으로.

45) 기획사 인터뷰 중 이들 필리핀 밴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였으며 필자가 인터.

뷰한 기획사는 한국의 윤복희 등의 가수와 함께 일본 한국 등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

하여도 공연하였다고 한다.

46) 일본에는 공식적으로만 조직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개의 폭력단이 등록 되어 있으며 간접적으로24

조직 폭력단 야쿠자 의 일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 정식 멤버는아니지만 불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야( ) (

쿠자의 힘을 빌리거나 자금 등을 공급하는 사람 을 포함하여 총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85,800

되고 있다 2004警察 ． ．庁 警察白書．



외국 여성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살인사건 사고가 년대 초반 일본 전국에서 여건 이, 90 20

상 일어났으며 특히 피해자 여성이 폭력이나 학대에 견디다 못해 관리 성매매의 가해자 중

에서 직접 여성들과 접하는 위치에 있는 마마나 보스를 살해한 사건은 시고꾸 의미치고( )四國

년 이바라끼 의 시모다테 년 동경의 신오가와 년 오오사카( ,89 ), ( ) ( ,91 ), ( ,92 ),道後 茨城 下館 新小岩

년 치바 의 시모하라 년 이시하라 년 등 각지에서 일어났다( ,92 ), ( ) ( ,92 ), ( ,94 ) .大板 千葉 原 市原荿
년대 후반 이후 이와 같은 살인 사건은 줄어 들었으나 이들 피해자가 그 후 좀 더 나1990

은 처해있기라기 보다는 감시가 더 교묘하고 엄격해 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47).

여성들의 상황은 출신국 정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년 후쿠시마켄의 필리핀식 바에서 일하던 필리핀인 마리크리스 시오손. 1991

의 사망을 둘러싸고 필리핀과 일본사이의 외교문제까지로 번지는 사건이(Maricris Sioson)

발생한다 시오손의 몸에 학대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이 폐렴에 의한 자.

연사로 진단하여 필리핀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필리

핀 정부는 일련의 자국 여성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

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의 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이러한 외국인 특히 동남아

시아 여성에 관하여 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2000 .

년에 이어 년 미국 국무성은 인신매매에 관한 연차 보고서 를 통해 일본은 인2003 2004 ‘ ’

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비와 피해자 보호가 최소한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고‘ ’

단계 평가 중 단계에 올리고 향후 아무런 진척이 없을 경우 단계로 떨어질 수 있다는3 2 3

경고를 내리며 많은 여성들이 아시아 혹은 중남미 국가로부터 범죄와 성매매 목적으로 일본

에 유입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년도 보고서. 2004

발표 후 일본은 드디어 정부 레벨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 일련의 정책을 내놓기 시작,

하였으며 년도 보고서에는 레벨 에 머물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정부의 노력은2005 2

평가받을 만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미국정부의 압력에 근 년 만에 일본 정부는 자국내유. 20

흥업에 유입되는 여성들을 위한 인신매매 방지 대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47) 오오즈 케이코 디렉터 인터뷰 기사Women's Asia 21. 2000, HELP ,p15,



흥행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 입국 상황2)

흥행비자 취득을 위해 적합한 활동이란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 의 에 의하면 연극 연예1 2 ' ,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한 활동 또는 그 외의 연예 활동 을 일컫는데 내외에서 상당한' ,

평가를 받은 예술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예술가가 흥행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다 일본으.

로 유입되는 필리핀 출신의 여성은 대부분 단기비자 흥행비자, 48) 일본인 배우자 비자 등의,

가지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데 필리핀인은 흥행비자 취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3 , .

흥행비자로는 한 번에 최장 개월 체류할 수 있으며 개월 사증을 받은 후 다시 개월 연6 , 3 3

장해야 한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소위 일본에서 엔터테이너로 불리는 이들 필리핀 여성은.

대부분 필리핀 파브라고 불리는 필리핀 여성이 접대에 종사하는 술집 등에서 일한다49) 일.

본의 입국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년 명의 필리핀인이 흥행비자로 입국한 이래1976 2,627 ,

매년 흥행비자 입국자의 숫자는 증가 일변도를 걸어왔다.

표 흥행 체류자격 신규 소지 입국자< 5-1>

자료 법무성: (2003)

이후 년에는 총 명이 입국하여 명이 필리핀 년에는 명* 2004 134,879 82,741 , 2005 99,342

중 명이 필리핀 연예인이었으나 년에는 이 인원의 분의 로 줄어든 것으로47,765 2006 10 1

추정 된다.

48) 한국의 예술 흥행 에 해당하는 비자(E-6)

49) 한국인이 접객원으로 종사하는 곳은 한국파브 태국인의 경우 태국 파브로 불리운다, .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수 82,305 103,264 117,839 123,322 133,103

필리핀 45,594 60,455 71,678 74,729 80,048

미국 6548 6200 6488 6887 7066

중국 2056 2798 3730 5670 6486

러시아 2925 4418 4944 5068 6240

루마니아 2117 2930 4030 4710 4871

영국 2781 2939 2956 2854 2724

우크라이나 634 1228 1545 2176 2585

인도네시아 1100 1631 2296 2334 2447

이탈리아 830 1659 1667 1291 2302

한국 2679 2847 2991 2519 2184

그외 15041 16159 15514 15084 16150



입국관리법에서는 년 월 시점으로 개 종류의 체류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그 중2005 3 27 ,

하나인 흥행 은 신청 조건으로 년 월 일 월 일 시행 의 법무성기준성령 개정' ' 2005 2 15 (3 15 )

이전에 흥행의 체류 자격 신청인은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년 이상 전공했을 것 과 년 이' 2 ' '2

상 외국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에 더하여 외국의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것' , ' , ,

에 준하는 공사 기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는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 3 ,

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었다 년 필리핀과 일본 정부는 이 조건에 대해서 인정자격을. 1981

통한 숙련자 선발은 필리핀 정부의 인정에 맡긴다고 하는 특별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 했

다 이 결정 이후 필리핀 노동성은 숙련 연예인 인정 제도를 만들어. (Batis Center, 1995).

갔다 이에 따라 블루 카드 화이트 카드 엘로우 카드. , , , ARB(Artist Record Book),

등 인정서를 발행해 왔다 필리핀에서 일본에 흥행 체류자AAC(Artist Accreditaion Card) .

격으로 입국 한 사람 수는 년에는 명이었으나 년에는 명으로 증가1980 8,509 , 1984 11,972

년에는 명에 달했다 표2003 80,563 . < 5-1>

필리핀 정부가 만든 인정제도에 따라 적합한 능력을 가진 연예인만이 선택되어졌는가 하

는 점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필리핀 흥행비자 소지자들이 유흥.

업계의 접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능력을 가진 연예인들이 일본에 가서 그 능

력에 적합한 일을 하였는가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일본에 가려고 하는 필리핀인들.

에게는 인정서 취득은 쓸데없이 많은 경비와 시간이 걸리는 일본에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의 하나에 불과 했다 한편 인정서 발행을 해온 행정 기관의 비리가 폭로되기도 하였. ,

다 를 발행해 온 기술교육 기술개발청 스스로가 를 부정하게 발행해 온. ARB · (TESDA) ARB

것이 년 발각되어 이후 인정서 발행기관은 에서 해외고용청 로 옮겨졌다2003 TESDA (POEA) .

전술한 후쿠시마 현의 의 의문사에 따라 아키노 정권은 년 필리핀Maricris Sioson , 1991

예능인의 선별화(Policy on Selective Ban on the deployment of Filipino Performing

를 발표하고 일본에 일하러 가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세에Artist, DOLE Circular 0-91) , 18

서 세로 올려 진짜 숙련 예능인만이 일본에 가도록 철저히 한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23 .

년과 년에는 흥행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는 필리핀인 수가 다소 감소했다1992 1993 ' ' .

그러나 일본행 여성의 최저연령은 년에 세로 년에 다시 세로 낮춰졌다 필리1996 21 , 2001 18 .

핀 예능인 최저연령 완화는 흥행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필리핀인 숫자 증가에 반영' '

되고 있다 표 참조. (< 5-1> )

년 월부터 년 월에 걸쳐 입국관리국이 전국의 성 산업 점포에서 연예인 실태1995 5 1996 3

조사를 한 결과 점포 중 이상 점포에서 연예인이 호스티스 같은 불법행위를 하, 444 90% 412

도록 되어지고 있는 점이 발각되었다 이 조사 후 년에는( , 2005: 80). , 1994坂中英德

명이었던 흥행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인은 년에는 명으로 줄었다53,995 1995 24,212, .



감소 흥행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수의 감소는 다음해 까지는 계속되었으나 년(56% ) , 1997

에는 증가로 바뀌었다 년 이후 흥행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필리핀인의 수는. 1997 ' '

년 일련의 법 개정 전까지 증가 일변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05 .

필리핀 여성 일본 입국 시스템3) 50)

필리핀 여성의 일본 입국 시스템은 놀랄 정도로 한국과 닮아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면 일본의 기획사들은 필리핀 정부의 일련의 자국민 보호정책을 일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는 점일 것이다.

가 모집에서 유입까지.

먼저 지역의 모집자는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여성을 모집하여 필리핀 인력알선업자에게

연결시켜준다 알선업자는 필리핀 해외인력고용청 에 등록된 합법적으로 해외 인력알. (POEA)

선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력알선 업체는 일본의 필리핀 예능인을 받아들.

이는 초청업자 즉 한국의 기획사에 해당되는 이와 긴 히 접촉을 하여 예능인으로서 자격,

을 취득한 여성 중 일본의 나이트 클럽 등에서 손님의 인기를 얻을 만한 인재를 고르는 오

디션을 행한다 필리핀 정부 즉 해외고용청 이 실시하는 연예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 (POEA)

은 사람은 알선업자와 긴 히 연결된 연예인 양성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다 개월에서. 1

개월 정도의 훈련기간 동안 인정서 습득을 위해 도움을 주는 매니저가 따로 생기기도 하6 ,

고 지역의 모집자가 매니저가 되기도 한다 학교 수업료 숙소비 등 경비는 나중에 일본에서. ,

받는 급료에서 제해진다.

일본행이 정해진 여성은 필리핀 측의 인력알선업자 및 일본 측의 초청업자 양자와 각기,

다른 계약을 맺는다 인력알선 업자는 일본으로의 입국 수속을 위해 여권 취득 체류자격 신. ,

청 등 수속 준비를 대행한다.

연예인을 일본으로 수입하기 이전에 일본의 필리핀인 연예인 초청업자는 재일필리핀대사

관 노동부에 관련 절차에 따라 연예인 초청업체 인증을 받는다 이후 연예인을 초청할 때마.

다 노동부에 연예인 초청 사항을 신고한다 일본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같은 연예인 자.

격 심사 기관이 없다 따라서 대사관에 초청 사실을 등록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국에 체류.

50) 이상의 내용은 필리핀 여성엔터테이너의 꿈과 현실‘ ’, DAWN,2005

일본의 인신매매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미공개 의 내용을 종합한 내용‘ ’ JNAIIP,F-GEN, 2005

임.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을 한다 사증인정서가 나오면 여성은 해외고용청 에서 출국전. (POEA)

오리엔테이션 을 받고 고용계약서 등을 등록(PDOS: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

한 후 일본으로 입국한다 한국과 마찬 가지로 일본에서 여성들의 고용주는 초청업자이며.

실제로 일하는 유흥업소 소위 말하는 스나쿠 스낵 혹은 클럽에는 파견 형태를 취하여 일하( )

고 있다.

나 소요경비와 임금 공제.

일본은 법무성의 기준성령 으로 흥행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基準省令

월액 엔 급료를 지불하는 것을 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해외고용청 도200,000 . , (POEA)

일본에서 일하는 연예인 기준 대금을 일본 기준성령에 준거하여 월 미국달러에서1,600

미국달러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2,000 (POEA. Circular No 21, 2003). ,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이와는 동떨어진 금액인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동안 연예인들은 월급을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식비 그리고 손님,

에게 받는 팁으로 생활하며 월급은 개월 계약이 종료되고 출국하기 직전 공항에서 일본, 6

측 초청업자로부터 건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월급에서 입국수속비. ,

탤런트 양성학교 경비 및 업자 수수료로 필리핀 인력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공제되

며 심한 경우 개월간 지급한 식비 선불금 또 일하는 중에 발생한 벌금 계약상 고용자부, 6 , , ,

담으로 되어 있을 해외여행 상해보험대금까지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여성들이 일하는 업소의 고용주는 일본측 초청업자에게 매월 최저 만 엔 한화. 20 ( 200

만 원 가량 을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들이 개월의 계약의 끝나는 시점에 받는 금액은) 6

만 엔이 아닌 이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0 (DAWN, 2005: 6

9)51) 공제된 금액은 필리핀과 일본에서 송출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크고 작은 업자 기관. , ,

개인이 경비로 받거나 양국 정부의 관계부처에 인증서 출국세 초청수속비 등의 명목으로, , ,

지불된다.

다 일의 내용과 조건.

여성들이 실제로 유흥업소에서 하는 일은 유흥접객원 호스티스 가게 밖에 서서 손님을( ),

51) ‘일본의 인신매매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에’ JNAIIP,F-GEN, 2005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

이 첫 번째 일본방문에서는 한달에 달러에서 달러 정도 한화 만원에서 만원 를 지급350 500 ( 35 50 )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호객하기 가게 청소 등을 포함하며 그 중에는 휴일 노동이나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심야에, ,

시간외 노동 누드로 춤추기 성매매 강요 등도 강행해지고 있다, , , (DAWN, 2005: 84-96).

동반 도우항( : )同伴 연예인 여성이 업소가 문을 열기 전에 손님과 데이트를 한 후 업소가:

문을 열 때 손님을 데리고 가게로 오는 것을 말한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들도 행하고 있는 관행 중에 하나이다 여성이 동반으로 나갈 경우 손님은. ,

업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함께 업소로 돌아와서 업소의 매상을 올려준다 이와 같은 동. '

반 이 할당되어 배정된 숫자를 채우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DAWN,

2005)52) 일본어의 도우항이 그대로 필리핀에서도 도우항으로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한다.

전매 혹은 도바시(Flying booking) 일본 체재 중 급료는 개월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직: 6

전 또는 귀국 당일 공항에서 일본 측 초청업자에게서 건네받으므로 연예인들은 업소를 바꿀

경우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여성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곳과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혹은 업소의 마마 혹은 업주와 문제가 생겨 다른 업소에 팔리는

등의 전매 혹은 도바시라고 불리우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 .轉賣

보험 등: 외국인 연예인은 현행 외국인 연예인 체류 기간이 최장 개월까지이므로 비거주외6 ,

국인 취급을 받아 공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제 중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시나 마을 중 후생노동성의 지시에 반해 인도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곳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개월간 보험료가 평균 만 엔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1 8000 53).

52) 동반의 경우 단순 데이트 뿐만이 아니라 성매매가 데이트의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손님이 지불한, .

동반비의 일부가 여성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53) 법인 국제흥행 의 출연점을 위한NPO 21 ' Q & A'. http://www.npo-kokusaikogyo21.jp/qa/qa.html



일본 정부의 인신매매대책 행동 계획과 그 여파4)

가 인신매매관련 법률의 개정.

조직적으로 여성을 유입시켜 이익을 얻는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제도의 부재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재활 정책의 필요성의 인식 결여 등의 일본의 현실을 접한 내외의 들은 일, NGO

본정부에게 늘어가는 인신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국무성 발간 인신매매에 관한 연차 보고서 는 일본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

비와 피해자 보호가 최소한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고 강력히 비판 일본 정부로‘ ’ ,

하여금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게끔 움직이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낳았다 인신매매에 관.

한 연이은 내외의 비판에 대한 정부 단계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성청간의 긴 한 연계,

또한 이후 정부로써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신매매 대책 행동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인신매매 대책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 회의 를 설치 한 후( ) ’關係省廳 그 회의,

내용을 모아 년 월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방지와 철폐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대책2004 12 ‘

행동 계획 골자안을 발표 하였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이듬해 월 일 인신매매에 관련된’ 6 15

형법 풍속법 입관법 출입국관리법 의 개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였다, , ( ) .

특히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으며 출입국관리법은 인신매매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신매매의 정의는 유엔의 의정서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긍정.

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 출입국관리법의 흥행비자 관련 개정은 지금까지 나온 개.

정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제 조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 개정3

항 인신매매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의 신설1 .

인신매매 등을 다음의 부터 까지에 명시한 행위라 정의한다 제 조 제 호 관련1 3 . ( 2 7 )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괴하거나 또1. , ,

는 매매 약취 혹은 유괴 매매 당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혹은 은닉하는 것, , , , .

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2.1 , 18

세미만의 자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것.

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도 세 미만인 자가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3. 1 18 ,

한 가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지배 하에 있어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인도하는 것18 .



나 법무성 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기준. ( ) ‘ 7 1 2法務省 54)을

정하는 성령( )省令 55)’

법무성은 년 월 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제 조 제 항 제 호의 기준을 정2005 3 13 ' 7 1 2

하는 성령 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에 따라 흥행' . ' '

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외국인 해당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기관 초청기, (

관 공연기관 등 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출입국관리국은 주요한 개정, ) .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외국인과 흥행관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기관 및 출연시설의 경영자 상근 직원의 인,

적 결격사유를 엄격히 함

외국인과 흥행관련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이 과거 년간 외국인연예인에게 지급한 보3

수 관련 요건을 신설함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 기관이 주최하는 흥행 등 인신매매나 불법취업의 위험이, ,

적은 흥행에 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고 객석에서 음식이나 접대가 행해지지 않은 시설에

있어서의 흥행이나 고액의 보수를 받고 아주 단기간에 행해지는 콘서트 같은 경우도 완

화의 적용대상에 넣는다.

가 연예인의 입국자격 강화)

외국인이 일본 정부에 흥행비자를 신청할 경우 개정 전 년 월 까지는 다음과 같은(2005 3 )

요건이 필요하였다.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혹은 연주의 흥행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 ,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것.

가 외국의 국가 혹은 지방 공공단체 혹은 이에 준하는 공사의 기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

지고 있을 것

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활동에 관한 과목을 년 이상의 기간 전공하였을 것) 2

다 년 이상 외국에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2

54) 제 조 제 호 제 항은 출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에 관한 조항으로 신청자가 일본에서 하려고 하7 1 1 '

는 활동 혹은 신분 지위를 감안하고 법무성령의 기준에 적합 한지를 심사해야한다는 조항이다, ' .

55) 첨부 전문 참조.



그러나 법무성은 년 월을 기점으로 가 항 즉 외국의 국가 지방 공공단체 혹은 이2005 3 ) , ‘

에 준하는 공사의 기관이 인정한 자격 의 조건을 흥행비자발급 충족 조항에서 삭제하였다’ .

개정 전 필리핀 연예인들은 필리핀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본 흥행비자 발

급 자격을 얻어 일본으로 입국하였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란 결국은 이들 필리핀 연예인.

들이 취득하는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혹은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은 공식적ARB ACC

으로 이와 같은 필리핀 정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필.

리핀 정부가 인증하는 연예인 인증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에 문제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으나 종래의 흥행비자 입국자가 연예인 신분으로 입국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으로,

서의 자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 내에서도 공연장이 아닌 유흥업소 등,

에 유입되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입국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도의 정책이라 분석 할 수 있다 년 월 이후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연. 2005 3

예인은 연예활동경력이 년 이상 되거나 교육기관에서 해당관련 과목을 년 이상 수강한 이2 2

만이 흥행비자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에 따르면 연예인은 경력 및 활동3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닐라에서 일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예인을 송출시킨 연예 사무소56)에 따르면 연예인이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즉 필리,

핀 등에서 년 이상 일한 경력을 인정 받으려 할 경우 연예인은 공연하였던 업소의 납세2 ,

증명서 공연 당시의 사진 공연업소주의 서명 등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여성, , ,

을 초청하는 초청업자연합회 전예련 의 년 월의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출입( ) 2005 9全藝連

국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흥행비자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위한 경력 소명자료가 각기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표 앙케이트 조사결과< 5-2> 57)

56) 기획사 인터뷰 케이스 B, C.

57) 전예련 입국저널 년 월호, 2006 5

58) 출연증명서란 일본이외의 장소에서 출연한 것을 증명하는 출연업소가 발행한 문서 출연자의 이.

출입국

관리국
심사기간 발급허가율

를 대신하는ARB

예능이력소명자료
주( )

삿포로 출입국 개월 정도1 일 전과 동일3/15 출연증명서58) 클럽출연증명서( )

센다이 출입국 개월 정도4 정도48%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1) ( )

예능이력증명처에서 공연중인 무대 사진2)

예능이력증명처에서 얻은 소득 납세증명서3)

예능이력증명처시설의 사진4)

*1



주:

센다이 출입국 은 센다이만 요구하는 보충자료 필리핀뿐만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신청안건*1 [ ] 2)~6) .

을 대상으로 한다.

도쿄 출입국 필리핀은 대부분 불허가 연예인으로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 가 불허가 이유이다*2 [ ] . .「 」

타카마츠 출입국 지금까지의 타카마츠 독자적 심사방법은 년 월 초순부터 개선될 예정 타카마츠만이*3 [ ] 05 10 .

요구한 보충자료인 의 무대 사진 제출은 앞으로 요구되지 않고 일본 노동경력이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는2) (a·b) ,「 」

여권 복사본 등을 첨부하면 가능하도록 개선 심사서류는 출연증명서 만으로 심사기간도 앞으로 개월 정도로. , 2「 」

단축 개선될 예정.

름 출연자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출연내용 및 출연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출연장소의 책임자, , , ,

가 서명한 것.

예능이력증명처의 영업허가증5)

포스터 브로마이드 등6)

도쿄 출입국 개월 정도3
필리핀은 거의

불허가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1) ( )

예능이력증명처의 영업허가증2)

예능이력증명처의 사업세납세증명서3)

*2

요코하마

출입국
주 정도4-5 일 전과 동일3/15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 )

나고야 출입국 주 정도4-6

필리핀 인도네시,

아는 할 정도1

허가 기타 국적은,

일 이전과3/15

비슷한 허가율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1) ( )

예능이력증명처에서 공연중인 무대2)

사진

포스터 브로마이드 신문 스크랩3) ,

오사카 출입국 주 정도8
일 이전과3/15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 )

히로시마

출입국
개월 정도2

일 이전과3/15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 )

시모노세키

출장소
개월 정도2

일 이전과3/15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 )

타카마츠

출입국

필리핀=3/1

일 이후5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음

그외 개월=2

정도

필리핀 허가율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필리핀 외.

국적은 일3/15

이전과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1) ( )

예능이력증명처에서 공연중인 무대2)

사진 (a·b)
*3

후쿠오카

출입국
개월 이내2

일 이전과3/15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 )

카고시마

출장소
대개 개월1

일 이전과3/15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 )

나하지국 개월 이내4
일 이전과3/15

동일

출연증명서 클럽출연증명서1) ( )

탤런트 급료지급명세2)

지급방법의 설명서· )



나 초청업자의 규제 강화)

초청업자는 본 법률에서 외국인과 흥행관련 계약을 맺는 계약기관로 규정되며 인적결격사유

의 조항인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참조. ( )

인신매매 등을 행하거나 부추기거나 혹은 이를 도운이

과거 년간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항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활동에5 73 2,1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

과거 년간 해당기관의 사업활동시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상륙허가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5 ,

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문서 등의 작성 위변조 문서 허위문서 행사 등을 행한 자, , ,

법 제 조부터 제 조의 항까지 죄 집단 항에 관련죄 혹은 매춘 방지법제 조에서74 74 8 ( ) 6

제 조까지의 죄에 의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였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된13

날짜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폭력단원 혹은 폭력단원에 속하지 않은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

초청업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국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사증(

인정증명서에 해당 교부신청을 심사 할 때 전과 재판이나 강제퇴거수속의 기록 각종 신청 실) , , , .

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출 수집된 자료 등 출입국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자료에 근거하,

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59).

동 성령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초청업자는 경영자 및 상근직원의 명부와 경영자 및 상근직원

이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계약기관이 제기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초청업자는 외국인 흥행관련 업무에 있어서 통산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3

경영자 혹은 관리인이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명이상의 상근직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5 .

중의 한 명은 외국인연예인 관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초청업자의 자격 심사 서류는 시행규칙 호의 나에 의한 등기기항 증명서 법인등록부 등본1 , (

등 손익계산서 그 외의 계약기관의 개요를 확실히 하는 문서 법인세 납세증명서 사무소 시설), , ( ,

도 등 과 호 바에 의한 경영자 및 상근직원 명부 주민표 본적 생년월일 주소 어학능력 등을) 1 ( , , , ,

기재한 이력서 를 제출해야 한다) .

59) www.moj.go.jp/PUBLIC/NYUKAN32/result_nyukan32.html



다 공연장 시설 등을 소유한 사업주의 규제)

공연장등을 소유한 사업주 등은 시행규칙 호 사에 의한 운영기관으로 정의되며 상기의 초청1

업자와 마찬가지로 인적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동 성령의 기준 제 의 에 따르면 해당 공연장이3 2) 풍속영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2 1 1

혹은 제 호에 규정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2 60) 즉 카바레 혹은 요리집 카페일 경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61).

가 전문으로 손님의 접대 풍속영업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접대를 말함 이) ( 2 3 .

하 동 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명이상 있을 것) 5

나 흥행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가 손)

님 접대에 종사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것.

종업원 수 명 이상에서 종업원이란 마마 점장 바텐더 요리사 호스티스 웨이트리스 웨5 , , , , , , ,

이터 레지 등을 말하며 외국인 연예인이 유흥접객원 즉 접대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

년 업소에 대해 새로이 손님의 접대에 종사하는 종업원 을 상비 가게에 있도록 하는 조항1996 ' '

이 신설되었다 이 전문으로 손님 접대에 종사하는 종업원 은 등의 접대요원을 말하는 것으로. ' '

규제 취지는 풍속영업법상 접대 음식 등의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접대원이 없이 외국

인 연예인에게 접대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신설되었다 동 성령의 개정을 통.

해 항상 업소에 있는 접대 종업원 수는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가 추가 되었으며 접대의 의5

미를 확실히 하기위해 풍속법의 접대 즉 환락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손님을 대, ‘

접하는 것을 말한다 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즉 손님을 접대하는 유흥접객원이 외국인 연예' .

60) 호 영업 캬바레 등 캬바레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고객과 춤을 추거나 접대를 행하고 음식을 제1 .:

공하는 영업

호 영업 요리집 카페 등 요리 카페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에게 유흥 혹은 음식2 . . ,

을 제공하는 영업.

61) 다른 영업형태 즉 호는 이하와 같다 다른 영업형태의 경우 접대 인원을 채우기가 쉬운 영업3-6 . ,

장이거나 혹은 영업장에 무대를 둘 수 없는 영업장이므로 호 호의 제한은 모든 풍속영업점에 해1 2

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호 댄스 음식점 나이트 클럽3 : ,

호 댄스 홀4 :

호 저 조명 음식점 다방이나 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국가공안 위원회규5 :

칙에 의하여 손님석의 조명이 룩스 이하로 하고 영업 하는 곳10

호 구획 좌석 음식점 다방이나 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밖에서 안을 들여6 :

다 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손님석의 넓이가 평방 미터를 넘지 않는 영업5



인 이외 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5 . 사실상 바텐더 요리사 카운터 등은 접대원으로 생각, ,

하기 어려우므로 접대원 이외의 종업원까지 합하여 명 이상이 상근하는 업소가 요건을 만족7-8

시키게 된다.

기준 성령 의 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평방 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어야 하며 출연인수에3 3) 13

따라 대기실 최저 면적 평방미터 인까지 에 명 추가마다 평방미터를 가산한 넓이의 대기9 (5 ) 1 1.6

실이 요구된다.

이전의 기준성령에는 업소당 최고 명까지 명 당 월간 만 엔의 평균 매상 실적에 기1 20 , 1 100

초하여 출연인수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제한은 폐지되었다 상한수와 매상에 따른 제한은 없.

어졌지만 영업점의 규모와 영업형태가 심사되고 출연보수의 지불능력 검정 상 역시 명당 월, , 1

만엔 정도의 매상 실적이 요구된다 법률 확인 요100 ( ).

초청업자와 동일하게 영업 허가서 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관리 경영자 및 상근직원의 리, , , ,

스트가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시설도면 시설사진 등을 제출하여 업소의 규모와 영업형태 수익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전술한 대로 초청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시마다 출입국에 의한 실태조사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 확인 또는 재적 외국인 예능인의 활동 내용 현황 확인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 .

를 받은 영업점의 대부분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초청기관도 또한 곳 중 곳이 초청불, 1000 800

능으로 처리되었다 그 밖의 연예 프로덕션도 개정 기준성령 신청서류를 위조 변조 작성 행사. , , , ,

양도 부여 알선 등으로 인해 실격되거나 과거 년간 초대한 외국인 연예인에 대한 급료지급의, , 3

증명 규정 성령 의 에 근거하여 출입국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 즉 급료를 지급했다고( 2 4) ( ) ,疎明

추측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등의 요구에 따라 사실 상 초청하기가 거의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

다62).

라 풍속영업법의 개정)

인신매매 방지행동강령 에 따른 년 월 일 인신매매 방지 및 무신고 성풍속점 규제' ' 2005 10 28

를 축으로 하는 풍속영업법의 개정안이 참의원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 년 월에 공, 2005 11

포되고 이에 따라 개정풍속영업법 이 년 월 일부터 실시되었다, ' ' 2006 5 1 .

풍속영업 등의 업종에서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가 이루어 졌는데 풍속영업법에 의

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 여성의 취업자격의 확인 의무 및 기록보존의무가 부과되어 위,

반자는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도록 하였다 풍속영업법 조의 즉 접대 음식 등100 ( 36 2).

62) 집급증명이 사실상 어려운 관계상 성령이 공포된 년 월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2006 3

도 검토되고 있다. www.moj.go.jp/PUBLIC/NYUKAN32/result_nyukan32.html



영업을 경영하는 풍속영업자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을 경영하는 자 및 오후 시 이후 주류를, 10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는 자는 손님에게 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년월일 국, ,

적 체류 자격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공안위원회는 성풍, , .

속관련특수영업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을 제외 을 경영하는 자 등이 그 영업에 관해 인신매( )

매 죄 등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한 때 그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마 출입국법상의 불법취업 조장 죄 근로 기준법 적용) ,

불법 입국자 초과체류자 자격외 활동 즉 취득 체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과 노동의 범, ,

위를 넘은 취업노동을 하는 사람 등을 고용한 고용주 사용자 등은 불법취업조장죄 로 처벌받는, ' '

다 고용주 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도 똑같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엔 이하. '3 200

의 벌금 이 부과되고 두 항목 모두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조 의 제 항 풍속' , ( 72 2 1 ).

영업점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류자격 흥행 을 소지한 외국인연예인만 가능' ( )'

하나 그 내용은 공연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타 외국인으로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 ,

배우자 정주자는 일본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일본인 혹은 정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는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조항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엄격히 시행되지 않았다 년 월 정부의 인신매. 2004 12 '

매행동강령 발표 이후 출입국관리국은 경찰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국' , .

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연예인의 체류자격 소지 여부 연예인이 자격 외 활동, 63) 여부 월급으로 매,

월 만 엔을 받고 있는지 등을 단속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단속 혹은 강제퇴거 조치 중 임20 .

금 미지불 등의 사항이 파악된 경우 노동기준감독서에 연락한다64).

년 월 기준 성령 등의 개정이후의 상황5) 2005 3

가 일본 입국 필리핀 연예인 숫자 감소.

필리핀 노동고용부 가 년 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월부터 흥행비, DOLE 2005 12 3

자발급조건을 엄격화한 이후 최소 명의 필리핀 연예인이 일보입국의 기회를 잃었다고, 75,000

63) 손님의 자리에 않아 접대 손님과 같이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름 손님과 춤을 춤 호객 행위 및 유, . .

인물 배포 음료나 식품의 운반 재떨이를 교환 카운터 업무 동반 행위 환송행위 등이 모두 자격 외. , . , .

활동이 된다.

64) www.mofa.go.jp/mofaj/gaiko/josi/fifth/20.html



한다 내부 관계자는 일본에서의 엔터테이너 고용이 감소하였다고 지적하며 연간. 90% , 80,000

명의 필리핀 엔터네이너의 취업허가 수속을 해왔었으나 새로운 규칙이 발표된 이후 명으, 8,000

로 감소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월 오사카에 있는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 11 (POLO,

를 폐쇄하고 현재 모든 취업허가 수속은 동경의 해외노동Philippines Overseas Labor Office) ,

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필리핀해외고용청도 흥행비자로(Philstar.com, 2005.12.5).

출국하는 자국민을 위해서 행하던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세미나가 거의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

다 관계자 인터뷰(POEA , 2006.11).

년 출입국관리국이 필리핀연예인에게 발급한 흥행비자 건수는 년 발급 건수2005 2004

건에서 약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출입국관리법 기준 성령시행이 예상82,741 47,765 .

된 후 년 월 공식 발표 시행되기 직전 년 월 에 대거 흥행비자가 접수된 사실을(2004 12 ) (2006 3 )

생각하면 시행에 따른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년의 공식 흥행비자. 2006

발급 건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마닐라의 일본송출 전문 연예사무소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년 신정책이후 연예사무소가 송출한 인원은 전성기의 에도 못 미친다고 진술하며 많은2005 10%

송출업자들이 업종 변경 혹은 폐업등을 타진하거나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국 등으로 행선지 변경.

예술흥행 비자 취득 후 일본으로 가는 게 어려워짐에 따라 필리핀 여성들의 행선지가 한국으

로 옮겨지고 있으며 연도(Nugui, )65) 예술흥행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고 있다 필리핀 해. E-6 .

외고용청은 일본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연예인들에게 한국행을 권고하고 있다66) 후일 정정보도(

나옴)

다 여러 가지 예측들.

흥행비자는 감소한 반면 일본에서의 취업 범위가 넓은 결혼 배우자 비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 )

있다 여성을 일본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대사관. ,

이 남성에게 금년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독신증명서 가 작년도 총합계보다 증가한' ( )' 20%

건 년 월 현재 으로 증가하였다 기혼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도 년 건7200 (2006 1 ) . 2004 4425

이었던 것이 년은 건에 이르러 이상 증가하였다 도쿄신문 이는 일2005 5015 10% ( , 2006.3.23).

본인 배우자가 되면 양국간 왕래도 용이해지며 일본 내에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65) (www. Vitalvoices.org/files/does/carmelita%20nuqui-paper.pdf)

66) http://www.manilastandardtoday.com/?page=politics03_sept07_2006



이다.

또한 해외에서의 년 이상의 경력 증명이 되는 출연증명서의 위조관련 기사가 필리핀 현지에2

서 보도되고 있다 마닐라신문( , 2005.9.20)

미국2.

관련 정부 기관1)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와 국무부 이다 노동부 는 미숙련 외Security) (Department of State) . (Department of Labor)

국 인력의 도입과 국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타 정부 기관과 협조하

고 있다.

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 국경 순찰 불법 이주 방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민법 및 고용법 집, ,

행 등 외국인의 합법적인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년 국토안보법. 2002

에 따라 과거 법무부 산하 이민국(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Immigration and

이 수행하던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Naturalization Service, INS) (Citizenship and

에 이양되었다 이민국은 국내에서 이민비자 귀화 난민 신청Immigration Services, CIS) . , ,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 출입국 및 세관 집행국. (US

은 테러발생 이후 출입국 및 세관 관련법을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9.11

집행하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세관 및 국경 수비, ,

국 은 국경을 순찰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

나 국무부.

국무부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및 이민 비자 발급 과정을 총괄한다.



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부는 외국 인력의 도입이 국내 노동 시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게 되면 노동부의 근로.

기준국 산하 임금근로시간과(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Wage and Hour

는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 조건 관련 규정을 따르는지 외국인 노동자가 학대받지Division) ,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과는 공정 기준 근로법 의. (Fair Labor Standards Act)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아동 노동 조항을 비롯하여 가족과 의료 휴가법, , (Family and Medical

이주민 및 계절농업노동자 보호법Leave Act), (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각종 단기 비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노동자 보호 조항 데이비Worker Protection Act), ,

스 베이컨법 의 적정임금 규정 서비스계약법- (Davis-Bacon Act) (prevailing wage) , (Service

등 광범위한 노동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다Contract Act) .67)

관련 법제2)

년 미국은 멕시코 및 중남미의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1986 (undocumented)

처하기 위하여 이민법을 개정 하였다 동(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

법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양식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68)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9) 근로기준국 산하 임금근로시간과와

연방계약준수과 는 수색영장 없이(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I-9

양식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 양식이 작성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건. I-9 1

당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100~1,000 .

또한 동 법에 따라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피고용자는 출입국법상의 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regardless of their work authorization status)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내국인과 동등한 청구권 을 갖게 되(legal recourse)

67) 미국 노동부 (http://www.dol.gov/esa/whd)

68)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양식이란 고용주I-9 . I-9

가 신규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 서명하고 신규직원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라는 것을 서약하는 양식이며 크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규 직원은 처음 출근한 날 양, 2 . I-9

식의 첫 번째 부문 을 작성해야 한다 신상명세 영주권 시민권 혹은 취업허가 소지 여부(Section 1) ( , ,

를 기입 채용 일째 되는 날까지 고용주는 채용된 직원이 작성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실). 3

질적인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두 번째 부문 을 작성해야 한다 양식을 보면 이(Section 2) (I-9

민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가 나와 있다 양식은 최소 년은 보관해야 하고 직원이 회사). I-9 3

를 그만 둔 날짜로부터 년은 더 보관해야 한다1 .

69) 미연방규정 (8 CFR § 274a.2)



었다.70) 대법원은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방노동법 적용이 정(federal labor laws)

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authorized) .7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거나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었을 경

우 임금근로시간과와 연방계약준수사무소는 감독 조사 결과를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및 세관

집행국과 법무부의 이민관련부당고용행위 특별상담과(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에 보고한다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Unfair Immigration-Related Employment Practices) .

고용이 처음으로 적발되었을 때 인당 보통 달러 두 번째 적발 시, 1 275~2,200 ,

달러 세 번째 적발 시 달러의 벌금이 고용주에게 부과된다2,200~5,500 , 3,300~11,000 .72)

그러나 고의성이 보일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인당 달러의 벌1 3,000

금과 개월까지의 징역 선고도 가능하다6 .73) 년 월 이민국은 개월에 걸쳐 디즈니랜1993 5 14

드에 근무하는 명 직원들의 양식을 조사한 바 있고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12,000 I-9 1,156

해서 달러의 벌금을 부과시켰다394,840 (Youngok S. Kim & Associates, 2003).74)

연예인 관련 비자3)

가 종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

할 권리가 주어지는 이민 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현재 미국에는 종류 이상의 비이민 비자가 있다 비이민 비자 중. 20 .

단기취업 비자에는 비자 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원 직업훈련생 비자 지사 근무자H ( , , ), L ( ), O

비자 특수 재능 소유자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비자 국제 문화 교류( ), P ( , , ), Q (

행사 참가자 가 있고 이 중 연예인 관련 비자는 비자를 꼽을 수 있다) , O, P, H-2B .

먼저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이O , , , ,

있는 특기자 혹은 영화나 텔레비전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보조자에,

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그리고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혹은 그룹으로 공연. P

70) VISALAW.COM - The Immigration Law Portal. 1999.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announces it will no longer consider immigration status in remedying workplace

discrimination" (http://www.visalaw.com/99nov/5nov99.html)

71) 앞의 글.

72) 미연방규정 (8 CFR § 274a.10(b)(1))

73) 미연방규정 (8 CFR § 274a.10(a))

74) (http://www.kimyoungoklaw.com/voicelist.asp?cty=&aId=49&page=5&num=44)



하는 연예인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나 연예인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할, ,

예술가나 연예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물론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비자를 통해 단기 미숙련 노동자를 들여. H-2

오고 있는데 비자는 농업 노동자를 위한 비자와 비농업 노동자를 위한, H-2 H-2A H-2B

비자로 나뉜다.75) 따라서 미국 내에서 구인할 수 없다면 외국인 연예인도 비자로 미H-2B

국에 입국할 수 있다.

표 미국 연예인 관련비자< 5-3>

나 관련 비자 발급 수.

단기 취업이 목적인 모든 비이민 프로그램은 수요 주도적이며 국내 고용주는 외국인 노,

동자를 대신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길상 외 최근 미국 정부의 연예인( , 2004: 168).

관련 비이민 비자 발급 수는 다음과 같다.

75) 이 두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훈련국과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에 의해 관리된다.

비자 종류 구분 체류 기간 연장 기간

비자O

비자O-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 , ,

운동 분야에 특기자

년3
최대 년까지 연장1

가능
비자O-2

소지자를 직업적인O-1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비자P

비자P-1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 개인 혹은 팀 와( )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그룹

개별 운동선수의

경우 년5

운동선수 팀이나

연예인 그룹의

경우 년1

개별 운동선수의 경우

최대 년까지 연장5

가능

운동선수 팀이나

연예인 그룹의 경우

최대 년까지 연장1

가능

비자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나 연예인

비자P-3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가 혹은

연예인

비자H 비자H-2B
미국 내에서 구인할 수

없는 임시 비농업 노동자

노동 허가

유효기간 최대(

년1 )

노동 허가 유효기간

최대 년까지 연장( 1

가능 총 체류기간은/

년을 넘을 수 없다3 .)



표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가 회계연도< 5-4> , 2003-2005

자료 미국 국무부: , Annual Flow Report, July 2006

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비농업 노동자를 포함: H-2B

한다.

표 비이민비자 회계연도< 5-5> , 2005

자료 미국 국무부: , FY2005 NIV Workload by Category

주 비자는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비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H-2B .

비자4) O

가 개관.

년 월 미국은 전문 기술 인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노동력의 질1990 11 ,

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민법을 개정(Immigration Act of

하였다 노동부 동 법은 전문직 직원 을 위한1990) ( , 2003: 220). (speciality occupations)

비자의 신청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H-1B ,76) 여기에서 누락된 특기자를 위해 새로이

비자와 비자를 신설하였다 장미진 외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O P ( , 2002: 68). O , , ,

76) 동 법은 비자 소지자가 최대 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도록 제한하였고 비자 신분으H-1B 6 , H-1B

로 미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학사 학위를 소지하도록 규정

하였다 또한 고용주는 비자 소지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H-1B .

종류
2005 2004 2003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O-1 29,715 0.1 27,127 0.1 25,541 0.1

O-2 7,635 6,332 5,321

P-1 43,766 0.1 40,466 0.1 43,274 0.2

P-2 4,423 3,810 3,898

P-3 10,836 10,038 8,869

H-2B 122,316 0.4 86,958 0.3 102,833 0.4

전체 32,003,435 100.0 30,781,330 100.0 27,849,443 100.0

종류 발급 거부 지원자 수 Waived/Overcome

O-1 6,712 569 7,281 493

O-2 3,387 311 3,698 207

P-1 23,907 2,781 26,688 1,136

P-2 125 10 135 8

P-3 9,611 2,517 12,128 984

H-2B 87,492 19,247 106,739 3,688

전체 5,388,937 1,969,185 7,358,122 431,602



스 체육 분야의 특기자에게 주는 비자와 이들을 보조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 O-1 O-2

로 나뉜다 개별 예술가나 연예인을 도입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O-1

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방면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는 특기자에게O-1 , , , ,

주는 단기 취업 비자이다 영화사나 텔레비전 방송국에 근무하는 자로서 촬영차 미국에 올.

때에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년 이전에는 지금의 비자O-1 . 1990 O-1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기취업 비자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업하였다 장(H ) (

미진 외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법정 한계는 없지만, 2002: 68). O-1 , I-129

신청서에 보고한 행사 기간을 넘어서 체류할 수는 없다 비자의 경우 이민국은 처음에. O-1

최대 년까지 노동 허가를 내주고 비자 소지자는 년씩 무한정 노동 허가를 연장할3 , O-1 1

수 있다.

나 비자 신분 자격 요건. O-1

비자 신청 외국인은 자신이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O-1

자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임을 입증해야 한

다 따라서 비자 신청 외국인은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다. O

음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77)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상을 수여

유명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에 회원으

로 가입

전문 또는 업계 출판물이나 주요 미디어에 기고

자신의 전문 혹은 관련 분야에 패널로 참석하거나 다른 이의 일을 심사 평가 한 경험( )

과학적 학문적 혹은 비즈니스에 상당한 공헌,

전문 저널이나 다른 주요 미디어에 학문적인 글을 게재

유명 조직이나 기관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현재 혹은 이전에 근무한 경험

계약서나 기타 신뢰도 있는 증거물로 증명된 높은 임금이나 보상을 받은 경험

자질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다른 비교 가능한 자료



특히 예술이나 연예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특이성(distinction)78)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의 특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구인 신청자 고용주나 국내 에이전트 는. ( )

외국인 피고용자가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길드(Academy Award), (Emmy), (Grammy),

상 등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자(Director's Guild Award)

에 오른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는 외국인이 다음 중 최소 세 가지 기준에 부합.

하여야 한다.

제작물이나 행사에서 주연으로 공연하였거나 공연할 예정

비평이나 각종 인쇄물을 통해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

미디어 기사나 증언 등을 통해 유명 조직을 위해 주역으로 공연하였거나 할 예정

상업적 혹은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성공

조직이나 비평가 정부 기관 유명 전문가의 인정, ,

동일 분야 다른 연예인에 비해 높은 임금이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

특이성 을 보여주는 다른 비교 가능한 증거물‘ '

다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 절차. O

비자 신청서는 신청서O-1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Form I-129)

와 보충서 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O (O and P Classification Supplement to Form I-129) .

규정 에 따라 비자 외국인 연예인 청원은 국내 고용주 혹은 공(8 CFR § 214.2(o)(2)(i)) O-1

인된 국내 에이전트79) 이하 고용주 가 해야 하고 다른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 ”) ,

연예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고용주는 주요 보조자를 위해서 따로I-129 .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비자 수혜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이 반드시I-129 ,

표기되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이민국의 버몬트 서비스센터. 80)에 해야 한다.

미연방 정부는 년 월 외국인과 국적 관련 연방규정을 개1997 4 (Aliens and Nationality)

정 하면서 비자 청원 에이전트를 규제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8 CFR § 214.2(o)(2)(iv)(E))

추가하였다 첫째 실제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자신과. ,

외국인 피고용자간의 고용 계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둘째 여러 고용I-129 . ,

78) 특이성이란 예술 분야에서 명성이 있거나 선도적 이어서 보통을 뛰어 넘는“ (renowned), (leading)

기술과 인지도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업적 을 의미한다” (8 CFR Part 214.2(o)).

79) 미국 에이전트 는 비자 수혜자의 실제적인 고용주 고용주 및 외국인 노동자 양측의(agent) ,① ②

대리인 혹은 고용주를 대신(the representative of both the employer and the beneficiary), ③

하는 법인(person or entity authorized by the employer to act for, or in place of, the

이다employer as its agent) .

80) 현재 버몬트 서비스센터는 모든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I-129 .



주를 대표하여 청원하는 에이전트는 공연 날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피고용자의,

여정과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

건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책임이다 그리고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이민국에 비자를 청원하는 외국인 고용주는 관련 연방규정O (8 CFR § 274a, Control

을 따라야 한다of Employment of Aliens) .

위에서 언급된 증빙자료81)를 제공하는 것에 덧붙여 고용주는 외국인 피고용자가 맡을 업

무와 자격에 대해 적절한 동료집단(peer group)82) 노동조합 혹은 경영자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된 동료집단의 자문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83) 이민국은 외국인 피고용자가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장미진 외 동료집단이 신청서에 부정적 입장을( , 2002:68).

표시한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를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림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 과정< 5-1> O

주 가장 일반적인 도입 과정을 설명한 것임: .

81) 비자 신분 자격 요건 참조O-1 .

82) 동료집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게 될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의 단체인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83) VISALAW.COM - The Immigration Law Portal (http://www.visalaw.com/96jul/4july96.html)



고용주가 신청서에 자문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신청서의 경우, ,

이민국이 직접 동료집단에 연락을 취한다 이민국의 연락에 동료집단은 하루 내에 응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이들의 자문 없이 절차를 진행한다 동료집단이 하루 내에, .

응답하면 이들이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하기까지 일이 허용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자5 .

하는 분야에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동료집단으로부터 자문

을 구해 비자를 청원한 경우 이민국은 그 신청서를 일 내에 적절한 노동조합에 보낸O-1 5

다 이 때 노동조합은 일 내에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해야 하고 이민국은 자문을 받고. 15 , 14

일 내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자 하는 영역에 적I-129 .

절한 동료집단이 없을 경우 이민국은 동요집단의 자문 없이 신청서를 심사한다 동료I-129 .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년 내에 비자로 재취업하O-1 2 O-1

는 경우 이 외국인 노동자는 새로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 .84)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 종사할 외국인을 위해 비자를 청원하는 고용주는 노동조합O ,

경영자단체 모두와 상의해야 한다.85)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는 외국인의 업적과 외국인 피

고용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특출한 능력을 요구하는 일인지 논평해야 한다 영화 및 텔레비.

전 제작자 협회(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V Producers)86)가 보통 모든 텔레

비전 영화 관련 경영자 측 자문을 제공한다, .87) 다음은 연예계 주요 노동조합 리스트이다.

The 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 (AGMA)

The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AFM)

Actors' Equity Association (AE)

Society of Stage Directors and Choreographers (SSDC)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 Moving Picture Machine

Operators (IATSE)

United Scenic Artists (USA)

Association of Theatrical Press Agents and Managers (ATPAM)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 Radio Artists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84) VISALAW.COM - The Immigration Law Portal (http://www.visalaw.com/96jul/4july96.html)

85) 앞의 글.

86) 년부터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자 협회는 영화 와 텔레비전 산업의 노동 이슈에 관1982 (theatrical)

한 주요 동업자 조직 으로 활동해 왔다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자 협회는 개(trade association) . 350

이상의 제작사와 스튜디오를 대변한다.

87) VISALAW.COM - The Immigration Law Portal (http://www.visalaw.com/96jul/4july96.html)



American Guild of Variety Artists (AGVA)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이민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제공할 서비스 연예인일 경우I-129 ( ,

공연 내용 를 검토하고 비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이민국이 외국인 연예) O .

인의 비자 자격을 승인하게 되면 허가공지 를 고용주에게O (Notice of Action, Form I-797)

보낸다 허가공지에는 비자 신분 외국인의 이름 비자 종류 체류기간이 명시된다 신청이. O , , .

기각될 경우 고용주는 항소할 수 있다, .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의 마지막 단계는 외국인 피고용자가 자국 주재 미국 대O

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O .

비자5) P

가 개관.

비자는 운동선수 예술가 혹은 연예인으로 단기간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연하고자 하는P ,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보조자를 위한 비자이다 비자는 로 구분되는데. P P-1, P-2, P-3 ,

비자는 개별 혹은 팀의 일원으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 또는 그룹 공연에서P-1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예인 단원 위한 비자이다 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P-2

공연하는 개별 혹은 단체 소속 외국인 연예인을 위한 비자이다 마지막으로 비자는 미. P-3

국에서 독특한 문화 공연을 하는 개별 혹은 단체 소속 외국인 예술가나 연예인을 위한 비자

이다.

비자 소지자가 과학 교육 체육 예술 영화 텔레비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할O , , , , ,

수 있는 반면 비자는 특정 예술가나 연예인 운동선수로 직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P , .

비자와 달리 모든 비자 신청 외국인은 해외 미국 외 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O P ( )

유기 포기 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비자 신분 외국인의 고용 기간이 만료될 때 고용주나( ) . P

에이전트는 비자 신분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P

다.88)

비자 신분 연예인 그룹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보통 그 기P-1 ,

간은 최대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자 소지 운동선수와 주요 보조자는 총 체류기간1 . P-1

이 년을 넘지 않도록 최대 년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반면 비자 소지 연예인과10 5 P-1

88) Serotte Reich Wilson Immigration Law.

(http://www.srwlawyers.com/PVisa-ArtistsAthletesEntertainersandSupportPersonnel.asp)



비자 소지자 및 보조자는 행사나 허가 받은 활동을 계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하여P-2, P-3

체류를 년 연장할 수 있다1 .

나 비자 신분 자격 요건. P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상당히 높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에게O

비자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비자와 비교해 볼 때 비자는 그 자격 요건이 까다P , O P

롭지 않다 단 비자는 그룹 단위로 공연하는 연예인에게만 주어지고 단원은 그룹을 떠. . P-1

나 개별적으로 공연해서는 안 된다 비자 신분으로 공연하고자 하는 연예인 그룹은 적. P-1

어도 지난 일 년 동안 정기적으로 공연해 왔어야 하고 적어도 분의 이상 의 단원, 4 3 (75%)

이 년 이상 그룹에서 활동했어야 한다1 .89) 이런 이유로 고용주는 비자 신청서에 단원P-1

의 명단과 이들이 채용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비자 발급 여부는 그 그룹의 국제적인 명성에 달려 있다 그룹의 국제적인 명성을P-1 .

증명하기 위하여 그룹이 권위 있는 국제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경험 또는 아

래 사항 중 세 가지 이상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90)

유명 작품제작이나 행사에 주역으로 공연했거나 할 예정임을 논평 광고 보도자료 계약, , ,

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요 신문 업계지 잡지 및 각종 발행물에 소개된 그룹의 국제적 명성, ,

유명 조직이나 시설을 위해서 주역으로 공연했거나 할 예정임을 신문 업계지 발행물, , ,

표창장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흥행에 성공하거나 비평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순위 박스 오피스 진입, (box

레코드나 카세트 비디오의 판매율 업계지 주요 신문이나 각종 발행물을office receipts), , , ,

통해 나타나야 한다.

비평가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일의 대가로 높은 보수를 받거나 받을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거

단 다음 세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91) 첫째 분의 이상의 단원이 년간 그룹, 4 3(75%) 1

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룹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국내에서 활동,

하는 유명 서커스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연예인 그룹이 국내에서 상당 기간 그 명성. ,

을 인정받은 경우 국제적인 명성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년간 그룹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 1

89) 미연방규정 (8 CFR § 214.2(p)(4)(i)(B))

90) 미연방규정 (8 CFR § 214.2(p)(4)(iii)(B)(3))

91) 미연방규정 (8 CFR § 214.2(p)(4)(iii)(C))



요건은 병이나 예기치 못한 일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룹의 주연을 대신하는 외국인에게는

면제될 수 있다.

다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 절차. P

외국 연예인 그룹을 위한 비자 청원은 국내 고용주나 스폰서 기관P-1 92) 에이전트, 93),

에이전트를 통한 외국인 고용주 이하 고용주 가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신청서를 작( " ") . I-129

성해서 이민국의 버몬트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로 필요한 시,

점으로부터 개월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비자 신청에는 다음 정보6 I-129 . P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94)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의 자격 요건P 95)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고용주나 스폰서와 외국인 피고용자간의 계약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구두로 합의된 고.

용 조건을 정리한 문서로써 대체할 수 있다.

비자 신분 외국인이 참가하는 이벤트나 활동의 성격에 관한 설명 시작일과 종료일 여P , ,

정

노동조합이 서면으로 작성한 자문

외국인 피고용자의 비자 자격 심사는 노동조합의 자문 없이 승인될 수 없기 때문에P-1

고용주는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연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자문을 서면으로( )

제출해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이라면 그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P-1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96) 반대로 긍정적이라면 노동조합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그룹의 능력이나 업적을 평가 또는 기술하고 이들의 국제적인 명성에 대해서도 논평하며, ,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제공할 서비스 공연 등 가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이들이 하기에( )

적합한지 진술해야 한다.97) 혹은 간단하게 반대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해도 된다.98)

비자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경우 이민국이 직접 적합한 노동조합에 자문을 구하P

92) 스폰서는 또는 비자 소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청원서에 기재된 근“P-1, P-2 P-3 ,

로조건에 책임을 지는 미국 소재 기관 을 의미 한다(established organization)” (8 CFR §

214.2(p)(3)).

93) 앞에서 언급한 비자 청원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은 비자 청원 에이전트에게도 적용된다O P .

94) 미연방규정 (8 CFR § 214.2(p)(2)(ii))

95) 비자 신분 자격 요건 참조할 것P .

96) Serotte Reich Wilson Immigration Law.

(http://www.srwlawyers.com/PVisa-ArtistsAthletesEntertainersandSupportPersonnel.asp)

97) 앞의 글.

98) 앞의 글.



기도 한다.

비자 신분 외국인이 여러 장소에서 활동할 경우 신청서에는 날짜와 장소 등 여P I-129

정을 명시해야 한다 체류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할 경우 이들 고용주를 대.

표하는 에이전트가 구인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각각의 고용주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한다 주요 보조자를 위해서도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비자와 달리 개별. I-129 O

연예인이 그룹의 명성을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혹은 비자 신분P P-1, P-2, P-3

외국인을 보조할 경우 한 명 이상의 수혜자가 비자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다, P .

그림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 과정< 5-3> P

주 가장 일반적인 도입 과정을 설명한 것임: .

비자와 마찬가지로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이민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제공할O I-129

서비스를 검토하고 비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이민국의 버몬트 서비스센P .

터가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자격을 승인하게 되면 허가공지P (Notice of Action, Form

를 고용주에게 보낸다I-797) .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비이민비자신청서(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신청서 를 작성하여 자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DS-156 ) P .



라 변경 연장. /

일반적으로 비자 신분 외국인이 고용주나 스폰서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고용주나 스폰P

서는 신청서 및 비자연장신청서I-12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연장이 승인될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새로Status, I-539 ) .

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없다 비자 신분 외국인의 고용 기간과 조건에 변동 사항이 있어. P

비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P .

비자6) H-2B

가 개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비자 해당 노동허가를 받은 상위 개 직2004 H-2B 5

종은 조경사 산림관리자 가정부(landscape laborer), (forestry worker), (maids and

건설근로자 목축업종사자housekeeping cleaners), (construction worker), (stable

이다 국적별 비자 발급 수를 보면 멕시코인이 대다수를attendant) (Bruno, 2005: 4). H-2B

차지하는데 임시 노동력 공급이라는 비자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다, H-2B .

그림 국적별 비자 발급 수 상위 개국 회계연도< 5-3> H-2B ( 10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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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원래 연예인을 위한 비자 범주가 아니고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미국 이민H-2B ,

정책의 목표와 상치하는 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발급 절차,

가 비자보다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외국인O, P . O, P

연예인은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기도 한다H-2B .99)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비< 5-7>

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무용수나 가수가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기도 한다H-2B .

비자 소지자는 년의 체류기간이 허용되며 매년 같은 절차를 밟고 비자를 연장하여H-2B 1

최대 년간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비자 소지자가 비자 허3 H-2B . H-2B

용 체류 기간 안에 해고될 경우 고용주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불

할 의무가 있다.

표 직종별 비자 발급 수 년 월 일 년 월 일< 5-6> H-2B , 1999 6 1 -2000 5 31

자료 미국 노동부:

그림 직종별 비자 관련 구인 신청 회계연도< 5-4> H-2B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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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노동부:

99) VISALAW.COM - The Immigration Law Portal. 2001.

(http://www.visalaw.com/01jan2/12jan201.html)

직업 분류 번호 직종 비자 발급 수

159.647-010 놀이공원 연예인 6

151.047-010 무용수 51

152.047-022 가수 58

총 계 75657



년 개만 발급되던 비자가 최근 특히 유흥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비1995 2,398 H-2B

자 신청 만료일 훨씬 전에 년 이민법으로 결정된 비자 할당 수 개 에 도1990 H-2B (66,000 )

달하게 되었다.100) 서비스업을 비롯한 특정 부문의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

한 전국의 고용주들이 의회에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추가 도입을 요청하는 로비를 했고 그,

결과 년 소규모 사업과 계절적 사업 구제법'2005 (Save Our Small and Seasonal

이 마련되었다Businesses Act of 2005)' .

동 법에 따라 회계연도와 회계연도에 귀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2005 2006 H-2B

할당 수에서 제외되어 한 해 명 이상의 단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66,000

었다 또한 동 법은 사기행위 금지와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년 월 일부터. . , 2005 10 1

비자 신분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비자 관련 사기행위를 방지 적발하기H-2B H-2B ,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의도150 .

적으로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H-2B 101)을 충족시키지 않았거

나(a substantial failure to meet any of the conditions of the petition to admit or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otherwise provide status to a nonimmigrant worker)

을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은 동 법에 따라(a willful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고용주에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년 동안 이들 고용주의 신청을 기각할10,000 1~5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상하원의 법제위원회. (Committees on the

에 다음의 사안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Judiciary) .

분기별 비자 소지나 만료 외국인의 수H-2B

비자 소지자의 국적 직업 보수H-2B , ,

보고된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외국인 수H-2B

나 비자 신분 구인신청 요건. H-2B

비자는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H-2B (skilled) (unskilled)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내 노O, P .

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아래의 까다로운 요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 우선 비자 구인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나 서비스 대행 권한이 있는 에. H-2B

이전트102)이다 에이전트는 개별 외국인 다수의 국내 고용주 혹은 외국인 고용주를 대신해. ,



구인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민법이 외국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구인신청을 할 때 고용주 혹은 에이, .

전트 이하 고용주 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 .103)

노동 수요가 한시적 일시적 이거나 계절적이어야 한다( ) .104)

그 일에 적합한 국내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외국인 고용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무나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적어도 유사 경험과 자격을.

갖춘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실제 임금이나 그 업종의 직업 분류에 따른 적정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내국인에 적용되는 공정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자 보상. ,

세금 실업 보험 가족과 의료 휴가법 등도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 ), H-2B .

노동자는 임금근로시간과 지방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 H-2B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 절차105)

비자 발급 절차와는 달리 임시 혹은 계절별 비농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O, P

비자 발급에는 노동부가 관여한다H-2B .

가 고용주가 연예전담사무소에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일 전에 비자 발급의 첫60~120 H-2B

번째 단계인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연예인이 공연할 소재지.

를 관할하는 연예전담사무소(Offices Specializing in Entertainment)106)에 신청ETA-750

서 를 접수한다 외국인(Application for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Form ETA-750) .

연예인이 여러 소재지에서 공연할 예정이면 여정을 첨부하고 고용주가 내국인을 상대로 구,

인 노력을 했다면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모든 관련 서류를 접수 받으면 연예전담사무.

소는 신청서의 누락 사항을 검토하고 연방규정 에 따라 외국인 연예인이(20 CFR § 656.40)

103) 미연방규정 (8 CFR § 214.2(h)(5))

104) 즉 노동 수요가 단발적이거나 간헐적이어야 하고 혹은 일 년 중 한 철이나 비즈니스 대목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105) 미국 노동부. “Procedures for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ttp://workforcesecurity.doleta.gov/dmstree/tegl/tegl2k3/tegl_04-03a1.htm)

106)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뉴욕 사무소는 개 주 텍사스 사무소는, , . 24 ,

개 주 캘리포니아 사무소는 개 주를 관할한다15 , 15 .



공연할 소재지의 적정임금을 확인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구인신청 전이나 후에 내국인을 상.

대로 구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구인광고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주의 이름 주소 및 고용 장소 여러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 ( )

업무 공연 에 대한 상세한 설명( )

해당 직종 적정임금 이상의 보수

적절한 고용 조건

고용주의 최소 채용 요건

외국 연예인에 제공되는 동일 임금 기간 고용 조건, ,

고용주는 소재지 관할 연예전담사무소에 발행물명 발행 날짜를 포함한 구인광고 사본과,

자신이 시도한 채용 경로와 지원한 내국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지원자를 고용하지 않, ,

는 합법적 이유를 기술한 구인 노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 비자 신분 외국인 연예인 도입 과정< 5-6> H-2B

주 가장 일반적인 도입 과정을 설명한 것임: .



나 연예전담사무소가 노동조합에 자문을 구함)

한편 연예전담사무소는 적합한 국내 노동자 존재 여부와 적정임금 확정을 위해 관련 노

동조합에 서신으로 연락한다 연예전담사무소는 서신 발송 시점으로부터 일 간 노동조합의. 5

서면 회신을 기다리는데 만약 일 내 응답이 없을 경우 서신의 수령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5

야 한다 국내 노동자를 추천 받기 위해서 연예전담사무소는 최종 결정 전에 추가적으로. 5

일의 여유를 둔다 만약 노동조합이 적합한 국내 노동자 연예인 를 추천할 경우 연예전담사. ( )

무소는 고용주에 그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통로를 통한 구인 노력 후에도 적합한.

내국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연예전담사무소는 고용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연락한ETA-750

노동조합의 이름과 대표 연락한 날짜를 첨부하여 노동부의 시카고처리센터, (Chicago

에 보낸다National Processing Center) .

다 시카고처리센터의 노동허가 발급 거부) /

시카고처리센터의 노동허가 인증 교부 사무관 은 노동허가를 발급하( ) (certifying official)

거나 거부하는데 이 때 연예전담사무소의 추천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다 노동허가 인증 교. (

부 사무관이 적합한 내국인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자비 혹은 고용주 부담으로 소재지)

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내국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연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경우.

고용주가 계획한 날짜에 각각의 소재지에서 공연할 내국인이 있는지 역시 확인해 야 한다.

라 이민국이 외국인 피고용자의 비자 자격 심사) H-2B

시카고처리센터가 외국인 연예인 노동허가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면 고용주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민국에 외국인 피고용자의 비자 자격을 심사받는데 이 때 신청서H-2B I-129

와 보충서(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I-129 Form) H (H Classification

를 작성하여 버몬트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승인하Supplement) .

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청원할 수는 있다H-2B .

마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이민국이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면 외국인 피고용인은 자국 내 미H-2B

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라 노동허가 수혜자 대체. 107)

그룹 전체에 발급되었거나 수혜자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거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

할 일이 특정 교육 훈련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허가에 대해서 비자 수혜자, , H-2B

는 대체될 수 있다 고용주는 비자의 승인 통지 와 함께. H-2B (petition's approval notice)

서신을 보내어 수혜자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외국인 피고용주가 비자를 신청할 자국 주재 미

국 대사관이나 외국인이 입국허가 를 신청할 통관항 에 알려야 한(admission) (entry of port)

다 특정 수혜자를 위한 노동허가가 아닌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이면 고용.

주는 비자나 입국허가 전에 대사관이나 통관항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7)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그 외국인 연예인의 특이성이나,

명성이 주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민국은 비자 심사 시 외국인 연예인의 특이성이.

나 명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면 아마추어 연예인 도입의 경우 그 초점은. ,

외국인의 특기보다는 단기 인력 수급에 맞추어져 있고 따라서 이민국의 비자 심사 이전에,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할 국내 노동자 유무에 대한 노동부의 판별이 절차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외국인 연예인이 일단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외국인 연예.

인의 노동자성은 인정되고 고용주는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미국에, , .

서 고용주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양식을 작성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 노동I-9 , ,

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는 외국인의 출입국상 신분 및 취업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또한 비정규 외국인 노.

동자에 대해서도 연방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함에

따른 이점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기존의 체제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에 더불어 미국은. ,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련부당고용행위 특별상담과를 두어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3.

관련 정부 기관1)

캐나다의 외국인력 프로그램은 년 월 발효된 이민과 난민보호법2002 6 (Immigration and

에 따라 연방이민부 와 인적Refugee Protection Act)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자원사회개발부 에 의해 운영된다(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가 연방이민부.

년에 설립된 연방이민부는 이민신청 및 선별 기준 비자 요건을 관장하고 이주법1994 , ,

집행과 난민보호 이주자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법무부 또, ( , 2004: 77).

한 인적자원사회개발부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는 취업 이주자들을 관리한다 연방이민부가.

이민정책 전반을 책임지지만 퀘벡을 비롯한 각 주정부의 이민관리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양자 협정을 통해 자체적인 외국인력 선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유길(

상 외, 2004: 153-4).

나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캐나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

표를 두고 있다.108) 또한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연방이민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내국인을 위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허가제2)

북미자유무역협정 캐나다 칠레 자유무역협정 에 해당하지 않는 체류기(NAFTA), - (CCFTA)

한 한정의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노동허가(Employment

혹은 가 필요한데 연방이민부는 직업 취업 기간 고용주를Authorization Work Permits) , , ,

특정해서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노동부 년 출입국관리법( , 2003: 264). 1976 (Immigration

에 기초한 노동허가제는 단기 취업 이주자의 캐나다 입국을 규제하기 위해 고Act of 1976)

안된 것인데 사용자들과 업계가 인적자원부 현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 ( )

108)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



력 및 기술 부족을 결정하고 연방이민부는 인적자원부와 긴 히 협조하여 노동시장에 필요,

한 외국 인력의 도입을 촉진한다 유길상 외 이 제도는 취업이민과 달리 쿼터( , 2004: 156).

제한이 없고 점수제로 운영되지 않는다 유길상 외 취업기간을 제도적으로 정, ( , 2004: 156).

한 바는 없지만 통상 년을 넘는 경우는 없다 유길상 외2, 3 ( , 2004: 156).

따라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입국 전에 반드시 노동허가를 신청해

야 하는데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고 우선 인적자원사회개발부로,

부터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확인서 혹은 외국인 취업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

한 경제효과확인서 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지를 변경(labor market opinion) .

할 수 있지만 노동허가를 다시 신청하기 전에는 새로운 고용주와 일할 수 없다, .

그림 외국인 노동자 수< 5-6> , 198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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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도입 과정3)

가 구인 신청.

고용주는 경제효과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비스캐나다센터(Service

에 외국인력신청서Canada Centre) ("HRSDC/SC Foreign Worker Application for a

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이 여러Labour Market Opinion" form, EMP 5239 form) .

소재지에서 공연할 경우 고용주는 첫 번째 공연 장소에서 가장 근접한 서비스캐나다센터에

외국인력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인적자원사회개발부가 외국인력신청서 심사.

구인신청을 검토하고 경제효과확인서를 발급할 때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외국인 노동자,

가 종사할 직업 임금과 근로 조건 고용주의 구인 노력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 시장에, , ,

끼칠 긍정적 효과 적합한 노동조합의 자문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쟁의 해결에 끼칠 영향 등, ,

을 고려한다.109)

가 직업) (occupation)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구인신청 외국인력지원서 을 검토할 때 국가직업분류 시스템에 따( ) ,

라 고용주가 신청하는 일자리를 분류하고 직종의 임금과 노동 시장 경향을 확인한다.

표 국가직업분류 시스템에 따른 직업 분류< 5-7>

자료 캐나다 인력자원사회개발부:

109) 캐나다 인력자원사회개발부.

(http://www.hrsdc.gc.ca/en/epb/lmd/fw/tohrdcassess.shtml#ro)

0 경영(Management Occupations)

1 비즈니스 금융 행정, , (Business, Finance and Administration Occupations)

2 자연과학 응용과학,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and Related Occupations)

3 의료(Health Occupations)

4
사회과학 교육 정부 서비스 종교, , , , (Occupation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Government Service and Religion)

5 예술 문화 여가 스포츠, , , (Occupations in Art, Culture, Recreation and Sport)

6 판매 서비스, (Sales and Service Occupations)

7
무역 운송 장비조작, , (Trades, Transport and Equipment Operators and

Related Occupations)

8 차 산업 관련 업종1 (Occupations Unique to Primary Industry)

9
차 산업 관련 업종2 (Occupations Unique to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나 임금과 근로 조건)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자체 정보 및 통계청 지방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노동시장 정보를,

토대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할 임금을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캐나다 노동자에

게 지급되는 임금과 비교한다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였을 경우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구인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연방.

혹은 지방 정부의 기준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업과 근무지 소재지 에 적합한 근로 조건을( )

제시해야 한다.

다 구인광고) (advertisement and recruitment)

고용주는 외국인력지원서를 지원하기에 앞서 보통 주 동안 자격 있는 내국인을 채용2~3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용주는 지방이나 전국 발행 신문 유명 인터넷 채용 사이트 업. , ,

계 발행물 등에서의 구인광고 사본과 광고 기간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

고 구인광고에는 업무 자격 요건 임금 및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취, , .

업 설명회나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구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apprenticeships

인 노력도 인정된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지역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종의 리스트(Regional

를 만들어 고용주가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 외국인Lists of Occupations under Pressure)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구인 노력 만 기울이, (minimum advertising efforts)

면 외국 인력을 신청할 자격을 주고 있다 년 월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2006 12 , (British

에서는 연예인 관련 직종 중 음악가와 가수 무용수 배우 등이 공급 부족 직종Columbia) , ,

으로 분류되어 있다(occupations under pressure) .

라 노동시장에 끼칠 긍정적 효과) (labour market benefits to Canadians)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내 노동 시장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효과

를 고려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캐나다인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력 부족. ,

을 완화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인적자원사회,

개발부는 고용주의 구인 신청에 긍정적이다.



마 노동조합 자문) (union consultation)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이 교섭 단위에 속한다면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염두 해 두어야 한

다 첫째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설명한 자료를 외국 인력 신청. ,

시 제출하고 만약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 ,

고용주가 국내 실업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근로 조건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해야 한. ,

다.

사 노동 쟁의) (labor disputes)

외국인의 취업이 근무지에서 노동 쟁의나 쟁의에 관여된 캐나다 노동자의 취업 고용 에( )

영향을 끼칠 경우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외국인의 취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다.

다 외국인 피고용자의 노동허가 신청.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고용주의 구인신청 외국인력지원서 을 심사한 후에 이를 고용주와( )

이민국에 통보한다 고용주의 연락을 받으면 외국인 피고용자는 신청서를 작성. IMM 1295

하여 자국 주재 연방이민국 비자 사무소 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CIC Visa Office) .



그림 외국 인력 도입 과정< 5-7>

대리인을 선임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피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년 월 이민과 난민보호법이 개정되었다2004 4 .110) 대리인 선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상으로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유급 대리인을 고,

용하는 것이다 만약 외국인 피고용자가 유급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대리인은 공인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기각된다 또한 외국(authorized) , IMM 1295 .

인 피고용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피고용자가 연방이민부에 대리인 선임

의 뜻을 밝히는 신청서 를 제출해야지만 외국인 피고IMM 5476 (Use of a Representative)

용자의 정보가 대리인에게 공유될 수 있다 연방이민부가 규정하는 공인된 대리인이란 다음.

세 가지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111)

캐나다 이민 상담원 협회 의 회원인 이(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민 상담원

캐나다 지방 혹은 법률 협회 의 회원인(Canadian provincial or territorial law society)

변호사

퀘벡공증인협회 소속 공증인과 그들의 감독 하에(Chambre des notaires du Quebec)

있는 법학도(students-at-law)

기타 사항4) 112)

이민과 난민보호법 에 따라 특별한 경우 영화와 연예 산업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2001)

를 채용할 때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 경제효과확인서나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

는다.

국외에서 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다큐멘터리 제작 감독, , , ,①

음악이나 무용 축제의 심사위원 공연 예술가와 이들의 보조자 및 예술 공연에 반드,② ③

시 필요한 스텝은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 경제효과확인서와 이민국의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연 예술가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

캐나다에서 투어 공연을 하는 밴드 연주자(musicians in a band performing several

tour dates in Canada)

110) 캐나다 연방이민국 (www.cic.gc.ca/english/department/consultants/regulations.html)

111) 캐나다 연방이민국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consultants/rep-what.html)

112)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 (http://www.hrsdc.gc.ca/en/epb/lmd/fw/entertexem.shtml)



캐나다 제작자나 단체와 공연하는 지휘자 예술가, (guest conductors and artists

performing with Canadian productions or groups for a few performances)

외국 투어 중인 연극인(actors in foreign touring theatrical productions)

프로 레슬링선수와 서커스단원(professional wrestlers and circus performers in

foreign touring productions)

축제에서 공연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음악가와 악사(musicians and buskers

coming the Canada to perform in festivals)

라이브 공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조 스텝(support crew and other workers who

are integral to a live production)

개인 이벤트 축제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에 오는, , DJ(disc jockeys coming to

Canada to work at private events, festivals, concerts and fairs)

단 공연 예술가는 바나 레스토랑에서 공연하거나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방송에, , , ,

출연해서는 안 되고 공연 계약을 체결한 캐나다 기관과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한편 캐.

나다와 합작 영화에 출연하는 외국인 배우나 제작진 스텝 의 경우 이민국의 노동허가는 필요( )

하지만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 경제효과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113)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5)

가 개관.

년대와 년대 미국과 캐나다간 이주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스트리퍼 교환 프로1970 80

그램에 참가하는 캐나다 미국 여성들이 차지하였다 이 특별 프로그램을, (Macklin, 2003).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피고용자는 해외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고(Immigration Regulations:

인적자원개발부 현 인적자원사회개발부 로부터의 고용 타당성s. 20(5)(e)(iii)), ( ) (employment

을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었validation) (Immigration Regulations: S. 22)

다 따라서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은 외국인 무용수는 캐나(Macklin, 2003).

다에 입국함과 동시 근로 환경 조건 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검토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노( )

동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유입하던 이국적 외(Macklin, 2003). 1990

113)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

(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epb/lmd/fw/entertexem.shtml&hs)



국인 무용수 가 줄어드는 대신 많은 아시아와 동유럽의 여성들이 이 프로그(exotic dancers)

램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국적 무용수 프로그램이 인신매매와 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자 캐

나다 정부는 다른 직종 외국 인력 고용과 마찬가지로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를 고용하기 위

해서 인적자원사회개발부로부터 개별 경제효과확인서를 구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의 근로 조건. 114)

년 월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 고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로2006 2 ,

인해 외국인 여성들은 이전보다 안전하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115) 몇 가지 수

정된 사안으로 개월에서 년으로 연장된 고용계약 기간 상근직 만3 1 , (full-time employment)

을 도입하는 외국 인력 정책에 따라 주당 최소 시간 근로 수당을 보장 모든 팁은 무용수30 ,

의 소유 무용수와 손님간의 육체적 접촉 금지 외국인 무용수가 공공의료나 보험에 가입할, ,

수 있도록 고용주가 원조 고용주가 무용수의 캐나다 고국 왕복 교통비 부담, - 116) 등이 있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외국인력신청

서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지정한 최대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

는 외국인 피고용자는 그 지역의 기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고.

용주가 외국 인력 신청 시 서비스캐나다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James, 2006).117)

일당 혹은 주당 임금과 노동시간 주당 최소 시간의 임금이 보장되고 모든 팁은 외국. 30

인 무용수의 소유임을 명시한다.

고용주가 주당 시간의 공연을 요청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아프거나 다30 ,

른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무용수는 그 시간을 고용주의 업소에서 공연해야 한30

다.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는 무대 혹은 테이블에서만 공연을 해야 하며 클럽 고객과 신체적

접촉이 있는 공연 종종 랩 댄스라고 일컬어짐 혹은 특정 개인을 위한 단독 공연을 해서는( )

안 된다.

114)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HRSDC). 2006. “Hiring of Temporary Foreign Workers to Work

as Exotic Dancers”

115) (http://www.fims.uwo.ca/olr/feb2206/trafficking.html)

116)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캐나다 고국 왕복 교통비 전액을 지불하여야, -

한다.

117) 샘플 고용계약서 참조.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 보험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작업장 안전 보험 지역 사무소. (provincial

에 등록시켜야 한다workplace safety insurance office, i.e. Worker's Compensation) .

법에 따른 지불 가능 공제액 예를 들어 고용 보험 소득세 캐나다 연금 제도 혹은 퀘벡( , ,

연금 제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왕복 교통비

외국인 무용수의 채용에 관계된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는 모든 채용 관.

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만약 고용주가 제 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피고용자에게3

채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 도입 과정. 118)

외국인 무용수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전국에 있는 개 서비스캐나다센터 중 소320

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에서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 피고용자의 근로 조건을 책임지.

는 고용주는 외국인 무용수와 반드시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하고 고용 기간은 년을 넘지 않, 1

는다 기획사 프로모터 가 서류상 고용주 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대리. ( ) (Employers of Record)

인으로서 여러 고용주를 대표하여 외국인력신청서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다 고(EMP 5239 ) .

용주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력신청서와 함께 서명 날인된 고용 계약서 소관 관청에서 발급,

한 유효한 성인 유흥업소 허가증 구인 노력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림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 도입 과정< 5-8>

118)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 2006. “Hiring of Temporary Foreign Workers to Work as

Exotic Dancers”



적합한 캐나다인과 영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동일 조건과 혜택을 명시한 구인

광고 사본을 인적자원사회개발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인광고는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HRSDC, 2006).

구인 광고는 근무지 클럽 의 이름과 위치를 명시한다( ) .

무용수는 무대나 테이블에서만 공연한다는 것을 밝힌다.

각종 고용 혜택 을 명시한 고용 계약이 존재함을 알린다(employment benefits) .

주당 최소 시간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30

한다.

모든 팁은 무용수의 소유임을 밝힌다.

그리고 구인광고는 소재지에서 최소 주 동안 공시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3 .

구인 노력 요약서에는 몇 명의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가 지원을 했는지 그 중 몇 명이 채,

용되었는지 채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라 기타 사항. 119)

여러 고용주가 한 명의 무용수를 고용할 경우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 경제효과확인서를 발급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기간 내내 고. ,

용주 피고용자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한 번에 오직 한 명의 고용주와 고용 관계가- . ,

유지되어야 하며 여러 고용주와의 비정규 파트 타임 고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셋째 정해진, ( ) . ,

기간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클럽 소유주가 서류상 고용주가 되고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러 고용주가 구인신청을 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첫 번째로 근무하는 유흥업소 업주

나 기획사 프로모터 는 여러 고용주의 외국인력신청서를 인적자원사회개발부에 제출할 책임( )

이 있다 이들 고용주는 총 년 이상 외국인 무용수를 고용할 수 없고 이들을 대표해 인적. 1 ,

자원사회개발부에 외국인력신청서를 접수하는 첫 번째 근무지 클럽 고용주나 기획사 프로모( ) (

터 는 단기 외국인 노동자에게 왕복 항공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일반 외국 인력 프로그램) .

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인적자원사회개발부로부터 받은 경제효과확인서와 서명 날인한 고

용 계약서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달하면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는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

119) 앞의 글.



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한정된 기간 동안 게스트로 초청 공연을 하는 유명 연예인에게 고

용주의 서명 날인된 고용 계약서를 요청한다 하지만 다른 외국 인력 프로그램과는 달리 고.

용주는 국내에서의 구인 노력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공연 장소와 공.

연 횟수 공연 당 혹은 총 수당 공연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공연은 보, , .

통 주를 초과하지 않는다2 .

시사점6)

일반적인 외국 인력 도입제도는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노동허가 발급 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

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효과를 판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직.

종의 리스트를 마련하여 고용주가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구인 노력을 기울이면 외국 인력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또한 캐나다 정부, .

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피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

상담원 협회 캐나다 지방 혹은 법률 협회 퀘벡공증인협회 회원 등 공인된 사람만이 유급, ,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 프로그램은 국내외 단체로부터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라

고 비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국적 무용수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직업일 뿐 아니,

라 시장의 수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신 캐나다 정부는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직종의 특성상 노동조합의 자문,

은 필요 없지만 이국적 외국인 무용수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은 일반 외국 인력 도입제도와,

다르지 않다.

영국4.

관련 정부 기관1)

가 이민국 및 노동허가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Work

Permits)

내무부 산하 이민국 은 이민(Home Offic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



귀화 난민 국경 통제 및 비자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entry clearance), .

과거 교육기술부 산하 해외노동청 이(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 (OLS)

담당하던 업무가 년 월 일자로 내무부 소속 노동허가청 로 이2001 4 2 (Work Permits (UK))

전되면서 노동허가청은 노동허가 발급을 책임지는 기관이 되었다 (Clarke and Salt, 2003).

과거 해외노동청은 노동허가 신청과 발급을 이민국은 주로 입국심사를 담당하였는데 두 조, ,

직이 서로 다른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입국허가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유길상 외 따라서 영국 정부는 노동허가청을 이민국에( , 2004: 115).

통합하여 노동허가시스템을 다른 이주시스템과 통합 이주 관련 업무를 이민국 소관으로 일,

원화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비자국. (UK Visas)

년 월 설립된 비자국 은 내무부와 외무부2000 6 (UK Visas) (Foreign and Commonwealth

의 연합조직 으로서 해외 주재 대사관 및 고등판무관실Office Unit) (Joint Directorate) (High

에서의 입국허가 즉 비자 업무 관장한다Commissions) (entry clearance), .

노동허가제3)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자유롭(European Economic Area)

게 취업할 수 있다 그 외 국가 국민의 경우 국내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고용자의 신청에. ,

기초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영국 정부는 국내에 부족한 특정 기술을 보급하고 영국 경.

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데 따라서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 국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식 기능을 소유한 노동자만이 노동허가의, ,

대상이 된다 노동부 영국 노동허가제의 기본이념은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 , 2003: 106). ,

노동자 획득과 국내 노동자의 고용기회 보호를 양립시키는 것이다.

표 산업별 노동허가< 5-8> (work permits and first permissions)

1995 2000 2005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의료 서비스 1,774 7.3 14,516 22.5 22,477 26.1

컴퓨터 서비스 1,827 7.6 12,726 19.7 15,616 18.1

행정 사업 관리 서비스, , 4,041 16.7 9,026 14.0 10,129 11.8



자료 영국 노동허가청: ; Salt and Millar (2006:345)

그림 주요 직종별 노동허가 년< 5-9> (work permits and first permissions), 2005

1056

1027

86191

운동선수

배우, 연예인

기타

자료 영국 노동허가청: ; Salt and Millar (2006:346)

금융 서비스 3,194 13.2 6,997 10.8 6,526 7.6

접대 호텔 출장 요리 등, , 320 1.3 1,751 2.7 6,494 7.5

교육 문화 활동, 1,901 7.9 3,832 5.9 6,404 7.4

연예 및 레저 서비스 2,919 12.1 4,235 6.6 4,260 4.9

제조업 1,987 8.2 2,747 4.3 2,970 3.4

건설 및 토지 서비스 182 0.8 751 1.2 2,037 2.4

스포츠 활동 544 2.3 989 1.5 1,945 2.3

소매 관련 서비스 2,826 11.7 927 1.4 1,276 1.5

채취 산업 424 1.8 1,044 1.6 1,086 1.3

법률 관련 서비스 258 1.1 881 1.4 987 1.1

운송업 333 1.4 780 1.2 961 1.1

통신업 458 1.9 2,228 3.5 858 1.0

정부 46 0.2 228 0.4 672 0.8

공공설비 가스 전기 수도: , , 168 0.7 498 0.8 492 0.6

농업 952 3.9 267 0.4 382 0.4

부동산 5 0.0 94 0.1 201 0.2

보안 서비스 2 0.0 58 0.1 99 0.1

미확인 - - - - 319 0.4

총계 24,161 100.0 64,570 100.0 86,191 100.0



연예인 정의3) (entertainers)

연예인 이란 최고 수준의 공연을 해왔거나 이 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자 자(entertainers) ,

신만의 독특한 공연을 하는 자 그룹을 의미한다 영국 연예/ (Work Permits (UK), 2006: 3).

계에 공헌할 만큼 최고의 국제적 명성을 얻은 공연자는 스포츠와 연예 범주로 영국에서 취‘ ’

업할 수 있고 영화배우 연극배우 발레리나 클래식 연주자 무용수 등이 이 직종에 속한, , , , ,

다.120) 대부분의 연예인은 영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특별 공연을 위해 초대받은 경우 노동허가 없이도 영국에서 공연할 수 있다.121) 단 영,

국에 개월 이상 체류해서는 안 된다6 .

음악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전문 연예인(professional entertainer coming

to take part in music competition)

시크 종교 연예인(Sikh religious entertainer)

개별 공연자로서 입국하려는 아마추어 연예인(amateur entertainer seeking entry as

an individual performer)

단체로 입국하는 아마추어 연예인 예를 들어 특별 공연을 위해 입국하는 합창단이나 청.

소년 오케스트라(amateur entertainer seeking entry as part of a group: for example, a

choir or youth orchestra coming for a specific engagement)

정부나 유명 국제 조직 기관 대형 예술 축제 지원 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아마추어나 전( ),

문 연예인(amateur or professional entertainer taking part in a cultural event

sponsored by a government, a recognized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a major art

축제 리스트는 매년 업데이트된다festival). .

주최자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연예인이 대가를 받지 않는 자선 콘서트나 쇼에 참가하

는 전문 연예인(professional entertainer taking part in a charity concert or show

where the organisers are not making a profit and no fee is to be paid to the

entertainer)

무용수 관련 노동허가4) 122)

120) 영국 이민국 (http://www.workingintheuk.gov.uk)

121) 앞의 글.

122) 영국 이민국

(

http://www.workingintheuk.gov.uk/working_in_the_uk/en/homepage/work_permits0/applying_fo

r_a_work/sports_and_entertainers/dancers_-_popular.html)



년 월 일 노동허가청은2004 2 24 Equity123)와의 회의에서 외국인 무용수 도입에 관해 다

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아마추어 무명 무용수 교수 안무가는 홍보물 신문 논평 비디오 녹화자/ (unestablished) , , , ,

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무용수가 과거 로부터 국제적인 지위Equity 124)를 부여받았거나 외국인 무용수가

독특한 스타일로 공연할 경우 노동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고용주는 서명 날인된 계약서 사본 구인 광고, 125) 사본과 오디션을 본 유럽 노동자가 적

합하지 않는 이유 구인 결과의 상세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연예인의 도입 절차5)

가 고용주의 노동허가 신청.

가 기본사항)

처음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거나 복수입국 노동허가(multiple entry work permits)126),

근무지 전환 을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스포츠 및 연예 노동허가신(changes of employment)

청서 신청서 를 작성하여(Work Permit Application for Sports and Entertainments, WP3 )

노동허가청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①

고용주와 외국인 연예인이 서명 날인한 고용계약서 공연장소 사용 계약서, (venue②

나 채용 확인서 외국인contracts) (written confirmation of an offer of employment), ③

연예인 관련 과거 홍보자료나 신문비평 이 포함(past publicity material or press reviews)

된다 그리고 노동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WP3X .

고용하려는 외국인 연예인이 영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 외국인을 영국으로,

초청하기 개월 전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노동허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외국인 연6 .

예인이 이미 영국에 거주할 경우 고용주는 그 외국인에게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1~3

123) 는 예술과 연예 관련 전 분야에서 예술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의 주Equity . Equity

요 기능은 연예계의 최소 근로기준을 협상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도, ,

록 하는 것이다.

124) 유럽경제지역 내 무용수를 대체하지 않는 유명인.

125) 이 구인광고는 자격을 갖춘 유럽 무용수를 찾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126) 외국인 연예인이 복수 노동허가를 받게 되면 이들이 영국에서 공연할 때마다 고용주가 매번 노

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개별 연예인의 경우 최소 개월에서 최대 년까. 6 2

지 연예인 그룹은 최소 개월에서 최대 개월까지 복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6 12 .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이전에는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나 그룹의 경우) 127)

그룹의 경우에도 고용주는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에는 노동허가WP3 ,

를 필요로 하는 각각의 단원들에 대한 상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단원의 수가 명 이. 19

하일 때 노동허가는 각 단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 단원의 수가 명 이상이고 이들이. 20

함께 이동하면 개별 단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주나 대리인이 허가서( ) (letter

를 받고 단원들이 같이 이동하지 않으면 각자가 노동허가를 받는다 복수 노of permission) , .

동허가가 발급된 후 단원이 추가되었을 때 고용주는 새로운 단원을 위해 따로 신청서WP3

를 작성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 구인광고) 128)

외국인 연예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그 자리를 유럽 노동자(resident worker)129)

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공연하는 유명 연예인.

이나 문화 예술가(established entertainers who is to perform in their own right)

를 초청할 경우에는 유럽 노동자를 상대로 구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구(cultural artists) .

인 광고 등 유럽 노동자 대상 구인 노력은 그 직종에 적절해야 한다 전문 저널이나 신문의.

구인 광고 지면을 포함하여 적절한 모든 매체를 이용해 구인 광고를 해야 하고 고용주가,

사용하는 발행물이나 매체는 유럽경제지역 모든 회원국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 (Work

그리고 광고 시작일로부터 주가 지난 후에야 노동허가를 신청Permits (UK), 2006: 4-5). 4

할 수 있다 구인 광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세 업무(details of the post including job description)

근무지(location of the job)

127) Work Permits (UK). 2006. “Applying for a Sports and Entertainments Work Permit:

Guidance for Employers (19 June 2006 - 26 November 2006),” pp.7-8

128) 앞의 글.

129) 거주 노동자 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국민을(resident worker) (European Economic Area, EEA)

의미한다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 , , , , , ,

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 , , , , , , , , ,

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 , , , , , , ,

스웨덴 영국이다, .



요구되는 자격과 경험(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needed)

임금 수준(salary or salary range)

지원 마감일(closing date for applications),

고용주의 성명과 주소(name and address of the employer)

인터넷 광고와 다른 채용 방법을 이용할 경우 유럽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그 방법이 적,

합한 이유와 구인 노력 인터넷 광고 등 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광고는 최소 일주( ) .

일 동안 공시되어야 한다.

구인광고 결과가 현 시점의 인력 부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신청 개월 전6

에 한 구인 광고는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고용주는 구인 광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데 출판물명과 발행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구인 광고가 인쇄된 출판물의 한 면 전체,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노동허가신청서에는 구인 노력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한다.

전체 지원자의 수

면접 대상이 된 지원자의 수

각각의 지원자에 대해 이들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

나 외국인 피고용자의 비자 신청.

영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허가가 발급되고 개월 이6

내에 자국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다 대리인 관련 규정.

고용주에게 노동허가 신청에 관한 조언을 하고 고용주를 대신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대리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년 이민과 난민법1999 (Immigration and Asylum Act

조의 규정대로 이민서비스위원회1999) 84 (Office of the Immigration Service

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은 노동허가신청서 신청서 에 자신이Commissioner) . (WP3 )

이민서비스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민과 난민.

법에 의해 지정된 법률전문단체(legal professional body)130)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이민

130) The Law Society, the Law Society of Scotland, the Law Society of Northern Ireland, the



서비스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거나 등록된 자의 감독 하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인은,

노동허가청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예를 들어 법률전문단체의 이름과 자신의 회원번호(

등 를 제출해야 한다) (Work Permits (UK), 2006: 8).

이민서비스위원회는 등록된 이민 상담소 혹은 대리인 가 동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 )

도록 관리한다 동 위원회 웹사이트 에는 관리 하에 있는 상담소 리스트가. (www.oisc.gov.uk)

제공되고 있다 그림 또한 이민서비스위원회는 이민 상담소 관련 민원 불만 사항 을. < 5-10> ( )

접수받거나 처리하고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이민 상담소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취한다.

그림 이주서비스위원회 웹사이트< 5-10>

외국인 연예인의 근로조건6)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양 측의 서명 날인된 고용 계,

약서가 존재해야 한다 임금 및 다른 근로 조건은 같은 직종 유럽 노동자와 동일해야 하고.

고용주는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규정(National Minimum Wage) (Working Time Regulations),

Institute of Legal Executives,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the Faculty of Advocates,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of Northern Ireland



세제 연금제도 기타 모든 국내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금 공제 역시 유럽 노동자, , .

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해외 서비스 회사(Work Permits (UK), 2006: 3).

나 제 자 예를 들어 기획사 를 통한 임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overseas service company) 3 ( , )

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영국 소재 회사 간 직접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 (Work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영국 고용주는 소득세Permits (UK), 2006: 3). (PAY

E)131)와 의료보험 을 내야한다(National Insurance, class 1) .

노동허가신청서의 타당성 조사7)

노동허가청 산하 타당성조사팀 은 노동허가 발급 전(Compliance and Validation Team)

혹은 후에 노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compliance check)

한다 이 조사를 통해 노동허가청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고용주 관련 정보의 정확성(information given about the employer is accurate and

complete)

직업과 근로조건 관련 정보의 정확성(information given about the job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accurate and complete)

고용주가 신청서에 기술한 직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employer is able to offer the

employment described on the application form)

타당성조사팀이 고용주를 방문할 경우 보통 고용주에 먼저 연락을 취한다 타당성조사팀.

은 노동허가신청서에 고용주가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를 위,

해 노동허가 소지자 이들의 동료 관리자와 면담을 하기도 한다 노동허가청이 아직 노동허, , .

가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타당성조사팀은 고용주가 구인신청한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핀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구인신청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

건물 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일자리를 유럽 노동자가 채울 수 없는지 고용주가(premises) , ,

적합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타당성조사팀의 조사 결과는 노동허가청의.

스포츠 및 연예팀 에 보고되어 노동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

만약 노동허가가 이미 발급되었다면 노동허가청은 고용주에게 전화나 서신으로 노동허가

131) 영국 회사의 월별 세무정산을 흔히 이라 하는데 이는 소득만큼 세금을 낸다는 뜻의PAYE ROLL

의 약자에서 온 것이다 이는 직원들의 급여정산을 하여 급여에서 소득세Pay As You Earn . , NIC

연금 을 빼고 실 수령액을 계산해 내고 또 회사가 그 달에 총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무계( ) ,

산을 하는 것이다.

(http://ukimin.com/60_c_register/c_register06.asp)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한다 이는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가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 보수 업무가 노동, , ,

허가신청서에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노동허가신청서에 기재.

된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노동허가청은 가능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선을 노동허

가신청서에 기술된 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고용주나 대리인이 고의로 거.

짓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노동허가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타당성조사팀은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 .

고용 관계 종결8)

외국인 연예인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허가된 체류 기간 전에 고용 관계를 종결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 관계 조기 종결 통보서" (Notification of Premature End of

를 작성하여 노동허가청에 제출해야 한다Employment)" .

기타 사항9)

년 월에 내무부가 발표한 국경 관리 효과적인 이주정책 정립2005 2 ‘ : (Controlling our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복잡borders: Making migration work for Britain)’

한 이주 규율을 간단한 포인트제 로 전환시키면서 이주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개년 전략을‘ ’ 5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은 유럽 노동력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직종에 한하여 영국이 필.

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하고 영국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할 외국인만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전략에 따른 변화가 모든 산업 분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

만 특히 연예 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Harbottle & Lewis).132) 그

동안 연예인 노동허가 제도는 내무부의 특정 분과에서 담당하였는데 따라서 내무부는 그,

동안 독특한 연예 산업을 수년간 관리해 오면서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성을 무시하고 연예인의 노동허가를 의사나 은행원 전문가의 노동허가와 같이 취급한다, IT

는 것은 연예 산업에 해로울 뿐이라고 비판한다 (Harbottle & Lewis).133)

영국의 새로운 노동허가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연예인을 초청하는 고용주는 상당한 추가

비용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arbottle & Lewis).134) 내무부가 제안한 새

132) (http://www.harbottle.com/hnl/pages/article_view_hnl/1993.php)

133) (http://www.harbottle.com/hnl/pages/article_view_hnl/1993.php)

134) (http://www.harbottle.com/hnl/pages/article_view_hnl/1993.php)



로운 규정들은 현재 외국인 연예인들이 연대허가를 통해서 영국으로 입국하던 것을 폐지하

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개별적으로 자국 주재 영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노동허가 신

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불하는 약 파운드의 균일비 대신 개인당 파. 150 100

운드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자 수가 많은 단체인 경우 고용주는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10)

외국인 연예인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는 노동허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자격을

갖춘 유럽인을 구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리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영국에서 취업 기회를 얻은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영국에.

서 외국 인력의 취업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노동허가청 산하 타당성조사팀이 노동허가

발급 전이나 후에 고용주가 노동허가신청서에 작성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제도를 악용한 경우 타당성조사팀은 외국인의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

관련법에 따라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외국인 노.

동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결되면 노동허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노동허가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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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예인의 도입 정책의 다중적 취약성 및 개선방향1.

현행 외국연예인 도입 정책의 다중적 취약성1)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 중 공연법에 의거한 공연을 위하여 입국하는 연예

인을 제외한 그 외의 연예인들의 경우 잠재적으로 종사 업종의 근본적인 성착취적인 성격,

및 출입국과 노동정책의 불일치로 대표되는 각 행정책의 허점 더불어 이주자로서 갖는 취,

약점 등에 다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유입되는 외국인연예인의 경우 미군기지 한국 배치 이후,

한국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 취약 계층여성들에 의하여 채워

졌던 기지촌 주변의 유흥접객원 종사 공간에 의도적으로 정부와 고용주들에 의하여 대신 고

용됨에 따라 한국인 여성들이 겪었던 구조적인 착취구조 안에 놓이게 되면서 성매매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혼혈아 등의 문제가 외국인 여성으로 피해자의 국적만 바뀌면서 고스란, ,

히 전수되었다 정부의 외국인 여성의 기지촌 유입허용 정책 및 주세 면세 특별소비세 면. ,

세 등을 통한 지원을 배경으로 외국인 전용유흥업자 및 연예인 파견업자들은 공연자라는 허

울 좋은 이름으로 외국인 여성을 유입시킨 후 구태의연히 이들의 성적 서비스 및 착취를 통

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명목상 입국자격에 있어 전문기술을 소지한 예술인으로 한국에 입국

하지만 연예인 기획사 등의 파견사업자에 의하여 파견되는 파견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시 상의 편의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 노동 혹은 불분명한 노동조건 명시 등의 상황

에 놓여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의 해석이 부실하거나 노동자로써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정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사증 취득자격에 의하여 정의되는 외국인 취업 업종이 공.

연임에도 불구하고 실재로는 공연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외국인 전용유흥업소

의 경우 입국자격은 공연 예술인이나 종사업무가 명백히 상이하여 일선 행정당국의 외국인,

연예인 관련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연에 의한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가 아닌 관계상 사

업주는 외국인을 공연자로 도입한 후 공연을 실시하지 않으며 이들 사업주의 불법 고용 형,



태에 대응하여 외국인 공연자 추천허가를 내린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처벌관련 근거법 부재

로 인하여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등 공연허가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체계가 일치 혹은,

부재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혼선 아래 외국인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

공연자로 고용되어 체류하는 이주자라는 신분에 따라 부당대우에 더욱 저항하기 힘든 위치

에 놓인다 이들을 둘러싼 이익업체 즉 고용주 및 파견 기획사 이들과 결탁한 현지 연예인. , ,

송출업자들의 임금 착취 강제노동 등의 불법 행위 및 의료 건강 재해 문제에 있어서도 무, ,

방비 상태에 놓인다 외국인 연예인을 둘러싼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외국인 공연 및 예술 관.

광산업 전체에 오점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도 끊임없는 비판 및 마찰

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연예인 도입정책의 개선방향 제언2)

외국인 연예인 혹은 예술가의 입국에 관련한 각 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및 캐,

나다에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에 근거하여 연예인의 경력 및 전문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입국 심사 및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일본의 경우 노동자보다는 공연,

자 정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이 아닌 연예인관련 출입국 관리법 및 정책을

강화하여 입국심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미의 경우 이들의 자격.

및 전문성에 따라 사증취득 자격을 구분하고 전문 공연자 및 저숙련 종사자을 위한 문호도

개방하고 있으나 저숙련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노동자로서의 입국 적격 심사 및 보호 정책,

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저숙련 노동자로 볼수. ,

있는 유흥업 종사자를 입국 심사를 통해 차단하고 전문 공연자만을 입국시키는 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급 예술인의 경우 비자 에 조차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단체, (O ) (

노조가 있을 시 노조 와 협의하여 이들의 공연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저숙련 연예업 종사자의 입국의 경우 에는 반드시 노동부의 심사를 거치도(130P), (H-2B)

록 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 및 경력에 따라 사증자격 및 입국절차를 달리 하여 저숙련 연.

예인 입국 또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숙련 연예인 자격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2005

년의 구인신청숫자 명 으로 미루어 보아 전체 비자 발급제한 수인 만 천(338 ,138p) H-2B 6 6

명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심사의 엄격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저숙련 유흥업종사자의 유입 절차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과 권



리보호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미국의 경우 고용주는 국내 노동자와 동

일한 근로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근로수당을 보장하고 공공의

료 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고용주는 최저 임금 및 근로시간규정 연금 및 소득세 등 국내 노.

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을 둘러싼 이익집단의 고용 및 임금 착취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우는 기

획사 즉 외국인을 소개한 업체가 고용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며 모든 고용관련 비용을 고용

주가 지불하도록 명시하며 연예인들의 입국비용 관련 중간 착취를 줄이고자 하는 동시에,

외국인 연예인을 알선한 사업자는 고용주를 대리하여 외국인 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파견사업자로 외국인 노동자의 서류상의 고용주가 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임금의 중간착취를 막기 위하여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152P).

고용계약을 맺고 직접 임금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 자 즉 파견 사업 등의 형태를 띈 간3

접 지불 형식을 취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영국에서는 정부에 이민서비스 업.

자로 허가를 받은 대리인만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외국인 입국을 위한 수속을 대리할 수 있

으므로 외국인 연예인 알선 기획사들은 고용주를 대신하여 이주관련 수속을 밟을 경우 허,

가를 받아야 함을 물론이고 이후 이민서비스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일본은 출입국 관.

리법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연예인 초청이 가능한 연예 기획사 및 초청가

능 공연업소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에 따른 임금 지불 능력 증명을,

위한 소명 자료의 제출 및 과거 임금 지불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임금 착취를 막는 한

편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관련자 및 상당 임금 수급을 위한 전문성이 없는 연예인을 차단

하고자 있다.

정부가 외국인연예인의 자질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외국의 연예인 도입정책의 특

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당 외국인 연예인의 연예인로서의 장래성 및 자질 여.

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전문성 및 자격을 증명할 경력 및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부는 사증취득 자격 요건에 해당 연예인의 부합

여부를 제출 증명서류를 통해 판단하고 동종업 종사자 단체에 자문을 구한다 예를 들어 미.

국 영국 일본 캐나다 모두 신문 잡지에 난 기사 과거 공연계약서 및 관련 인쇄물 공연, , , , , ,

경력서 혹은 계약서 등을 통해 이들이 일의 대가로 높은 평가 혹은 보수를 받았음을 증명해



야 한다135).

이와 같은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국인 연예인 도입정책은 거시적으로는 장기적

외국인 연예인 도입 정책의 방향성 정립이 시급함과 더불어 미시적으로는 불법적인 외국인

연예인 도입 및 고용 차단 그리고 외국인 연예인 관련 보호 정책 수립 및 관련 업체들의,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예인 송출국 및 주요 관광업소 이용.

자 특히 미국과의 협조 및 협력체계 수립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장에서는 관련 이슈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공연장136)에서의 공

연을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 입국하는 외국인 연예인 도입정책 관련 제안을 위주로 기술하고

자 한다.

예술흥행비자 취득 관련 심사 기준의 강화2.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위한 예술흥행비자가 외국인 유흥접객원의 합법적 입국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연예인들의 입국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연예인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E-6

의 공연추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비자 발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중의, E-6 . 2

심사과정은 외국인 연예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있으나 이 두 개의 심사과정 및 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어떤 심사 과정도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앞 장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업무. ,

의 내용과 양에 적합한 기준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고 법무부 출입국사무국 역시

영등위의 공연추천을 보완할 수 있는 심사내용이나 부서 간 공조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

어 이원화된 심사 체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 최근 이런 이원화된 체계를 악, .

용하여 서류를 위 변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37) 특히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135) 미국의 경우 고숙련 전문 공연자가 아닌 경우 노동자로서의 고용이 미치는 경제효과 및 노동시,

장으로의 파급성 및 계약관련 사항을 주로 심사한다.

136)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극장식당 성이상 호텔 유원시설 등, , 3 ,

137) 영등위와 출입국간의 공조체계의 부재를 이용한 기획사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명의 여성이105

입국하였으며 출입국의 수사로 인하여 명이 강제 퇴거되었다 기획사는 영등위의 추천을 받은43 .

이의 사진 및 자세한 신상이 출입국에 전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을 추천인으로 위장



장소에서의 공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연예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서는 외국인 연예인의 입국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영등위의 공연추

천심사기준을 변경 강화하거나 이원화된 심사과정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연추천 심사기준의 변경 및 강화 방안1)

외국인 연예인이 사증 자격에 걸 맞는 공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연

예인을 알선하는 파견사업자 속칭 기획사 그리고 외국인 연예인이 실제 공연하는 공연장,

및 공연 사업주의 외국인 연예인 고용을 위한 자격 심사 강화 더불어 공연을 실시하는 외국

인 연예인의 자격 심사 강화의 가지 방향으로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

가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연예인이 관광업소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

은 공연 경험이 전혀 없으며 영등위의 비디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입국 전 현지에서 간

단한 가창훈련만을 받고 입국하는 관계상 공연이 가능한 연예인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국하는 연예인이 공연에 적합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연예인인가를 공정.

히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 관광업소 공연 외국연예인 경력심사제도 도입)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 추천 시 연예인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

는 것이 공연내용이 담긴 비디오 영상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자료의 심사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연예

인 선발이 목적이 아닌 이상 가창 등의 실력을 영등위가 평가할 당위성도 없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므로 공연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격요건 심사기준과 이를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여 입국 시킴 해당 여성은 본인이 위장 입국자인 사실을 모른 채 입국 후 강제퇴거 당함.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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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의 경우 예술흥행비자 취득 가능 연예인 자격을 공연 내용이 아닌 그들이 가, ,

지고 있는 경력이나 경험을 통해 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 ‘

년 이상 전공했을 것 년 이상 외국에서 공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의 자격을 요구2 ’, '2 '

하고 있다 이 때 년 이상의 공연 경험 등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은 공연하였. 2

던 업소의 납세 증명서 공연 당시의 사진 공연 업소주의 서명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

한다 즉 비디오심사를 통해 공연의 내용을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연추천을 받을. ,

수 있는 연예인에 대한 심사를 경력이나 경험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

국의 경우 각종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공연경력을 증명하거나 일의 대가로 고수익,

을 올렸다는 증거 등의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3 .

다른 예술 공연과 달리 관광업소에서의 공연은 높은 정도의 예술성이나 국가 및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관광업소에.

서의 공연 추천을 받는 외국인이 공연이 아닌 성매매 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방

법으로 그들이 가진 공연 능력을 심사하여 실제 공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광업소에서 공연하는 외국연예인의 공연 능력을 그들의 경력 및 활동.

경험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외국연예인 경력심사 등의 추천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 설립 혹은 지정)

심사의 주된 내용을 해당 연예인의 공연 내용 및 현재 심의하고 있는 연예인의 자질 심

사가 아닌 전문성 증명을 위한 경력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를 담

당하는 전문 부서설립 혹은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영등위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및 공연. “ , ,

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추천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 폭력성 등의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 ·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기관이다 영등위의 주된 업무는 공연 등의” .

내용의 심의업무로써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광고 선전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유해성을 심사, ․ ․ ․
하는 업무이다 유해성 심사의 기준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지식과 감성이기 때문.

에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업소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공연추천을 위한 심사가 그들이 하는 공연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력

등의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심사라면 영등위에서 하고 있는 여타의 업무와 일관성 혹은 전,



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 증명 서류의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행정부서로 관련 업무를.

이관 혹은 협력 업무를 강화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파견 공연기획사.

외국인 연예인을 채용하고 공연업소에 파견하는 속칭 기획사의 경우 외국인을 영등위,

심사에 통과시켜 업소에 파견시킨 후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한 계약,

서와 따로 이중계약을 맺어 추가 이익을 얻거나138) 연예인과 공연업소 사업주와 긴 한 관,

계를 맺어 연예인의 부당취업행위에 일조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등의 해외 연예인 송출국의 언어 및 관련 전문적 지식 등이.

부족하며 따라서 능력 부족 혹은 고의로 현지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연예인을 도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사업자를 통한 외국인연예인의 유입에 관한 전.

면적인 재검토 즉 파견의 형식을 가지고 연예인을 도입하는 제도가 과연 유용한 것인가에,

관한 재검토 또한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보여 지며 이와 더불어 인력을 알선 혹은 파견하

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한 및 관리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 공연기획사의 범죄경력조회 및 자격요건 제한)

공연기획사는 외국인 연예인과 고용 관련 계약을 맺고 이들을 초청하여 비자를 발급E-6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받는다 현재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획사에게 기획사와. ‘

공연업소간의 파견계약서와 파견사업허가증 을 제출하도록 하여 외국인 연예인을 채용하고’ ,

자 하는 사람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 7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견사업체인 기획사는 노동부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후관리감독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사에 대한 관리는 통상의 파견사업체에게 이루어지는 관리에 제한되.

고 있어 외국인 연예인에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특히 외국인연예인을.

데려와 유흥접객원으로 이용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연예인 임금의 중간착취 등의 기획사

138) 계약서 상 최저임금으로 보통 원으로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불정도 연예인에게706,000 400-500

지급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로부터 보통 만에서 만정도롤 파견료로 수수하므로 보통 연예, 100 130

인들이 개월만 업소에 지속하여 근무할 경우 기획사는 본전을 뽑는다고 증언한다 기획사 인터6 , -

뷰 중.



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 불법행.

위에 과거 관여한 적이 있는 파견사업자를 배제하는 심사절차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일본.

의 경우 외국연예인을 초청할 수 있는 초청업자가 인신매매 성매매 불법취업 활동 관여, , ,

문서 위변조 등의 범죄경력을 갖는 경우 연예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39).

한국도 외국연예인을 초청할 수 있는 공연기획사 자격을 전과 재판이나 강제퇴거수속의,

기록 각종 신청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출 수집된 자료 등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 ,

자료에 근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연기.

획사에게 경영자 및 상근직원의 명부와 경영자 및 상근직원이 인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다는 것을 계약기관이 제기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

한을 통해 과거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공연기획사를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공연기획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배제하는 것 뿐 아니라 기획사의 초청자격 및 전문성

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흥행관련. ,

업무에 있어서 통산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혹은 관리인이 근무하는 기관이3

어야 하며 명이상의 상근직원이 있어야 하고 직원 중의 한 명은 외국인연예인 관리에 필5 ,

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여 중간 착취자가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외국인 연예인을 지원할 수 있는 파견사업자를 선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영.

국과 같이 외국인의 이주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허가를 내주어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연예인 도입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연업소.

가 공연업소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및 자격요건 제한)

영등위의 공연추천을 받기 위해 기획사가 계약한 공연업소와의 계약 내용을 제출할 때

공연업소에 대한 자격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관광업소의 외국인 연예.

인 공연과 관련하여 영등위는 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3 ,

인전용유흥음식점 주한미군주둔지 이외의 업소에서는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을 제한하는,

139) 부록 일본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 인정법 참조' '



특정업소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유흥접객원 문제가 발생하는 관광극장식당.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이렇게 지정된 특정업소로서 사업장으로의 허가만 있으면 추천

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은.

해당 시 군에 한국인 대상 유흥음식점과 동일하게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문화관,

광 관련과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면 간단히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

는 사업 업종이다 따라서 공연추천을 받아 공연을 할 수 있는 업소의 자격을 일정기준을.

통과한 특정업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사업주 및 사업 종사자 중 인신매매 성매매 불법 취업 및 문서 위변조에, , ,

가담한 경력이 있는 이를 배제함과 동시에 공연업소의 성격 상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할 위험

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적으로 손님 접.

대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명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종업원이란 점장 바텐5 ,

더 요리사 호스티스 웨이트리스 웨이터 레지 등을 말하나 점장 바텐더 요리사 레지 등, , , , , , , ,

은 손님 접객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웨이터 웨이트레스 호스티스 등의 접객원이 명5

이 넘어야 한다 이는 손님접객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없는 업소에서는 외국인 연예인에게.

접대 행위를 강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 규제조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기 위한 공연장소에 대한 제한

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내지 관광식당 등 업종에 대한 요건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나 이러한 조건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추천을 받는 단계에.

서 공연업소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강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 ,

본과 마찬가지로 공연 추천 시 공연업소의 영업 허가서 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관리 경영, , ,

자 및 상근직원의 리스트를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도면 시설사진 등을 제출하여 업소,

의 규모와 영업형태 수익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공연자 고용 자격에 관한 재고)

현재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미군의 유흥접객을 위하여 여성은 독점적으로 외국 연예인여

성들을 파견 받아 불법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유흥접객에 필요한 주류,

또한 면세를 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공연자로 입국한 외국연예인들은 전통적으로 공연이.



아닌 여성의 성착취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려온 이들 업소에서 주스판매 영업과 성매매 비

롯한 여러 가지 인권착취의 상황에 놓이며 이와 같은 외국인 전용유흥업소의 영업 형태를

인지하면서도 외국인연예인 고용 특혜 및 각종 면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와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

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외국인연예인 추천 및 고용 자격을 허용할 뿐 아니라 동일하게,

미군영외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는 여타 외국인전용 업소에

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면세주류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역할 강화2)

공연기획사 및 공연사업장의 자격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

급위원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협조 및 출입국관리국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 즉 공연 기획사 공연업소의 자격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소명서류를 심사하고 전과를. , ,

조회하고 서류와 실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역할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담

당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출입국관리국은 법무부 산하의 정부 내 기관으로서 행정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법무부를 통해 각종 전과조회 및 실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제정될 인신매.

매관련법과 연계하여 외국인 연예인의 출입국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연예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신매매 상황을 실효성있게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연예인 입국과정이 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용하여 외2

국인연예인 공연추천단계와 비자발급단계에서 중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E-6 2

면 외국연예인의 입국심사를 충분히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예술 흥행비자 소지 입국자 권리 보호와 공연 관리 감독3.

노동부 등을 통한 사후 관리 감독 강화1) ·



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호 강화.

비자 소지 연예인들의 공연장에서의 업무를 노동 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임금체E-6 ‘ ’

불 문제 계약 외 노동에 대한 노동착취의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한다 비자 발급 관련, . E-6

정부당국이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라고 하여 이후 외국인연예인의 업무를 노동의 영역에서 배

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 인지. ‘ ’

여부는 실질적 고용관계 및 노동 행태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에서. ‘ ’

는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

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고용관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이어야 한다고‘ . ’ ‘

해석한다 이에 따라 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의 외국인전용업소에서의 일의 내용을 살. E-6-2

펴보면 이주여성들은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일정시간 상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는 업주에게 종속적이다 따라, .

서 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E-6-2

는 근로 에 포섭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연예인을 한국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기획사는’ ‘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사는 외국인 연예인 공연추,

천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파견허가증 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획사가 파견사’ ‘ .

업주이며 연예인이 파견근로노동자로 비자 소지자와 기획사 업주와의 관계를 노동E-6-2 ·

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위반 불법 취업 및 불법근로 내용 즉 공연,

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부 장시간노동 강요 임금 체불 등의 문제와 더, ,

불어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미 가입 등의 시항까지 관리 감독 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감.

독관은 년 회에 걸쳐 파견사업자 관리 감독 사항에 근거하여 파견업자 즉 기획사가 파견사2

업자 규정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나 공연장에서

노동자로서 기준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또한 중요관리 사항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최근 미.

군기지촌 주변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비자 소지 이주여성이 업소에서의E-6-2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갔으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사무소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사무소 담당 공.

무원의 태도는 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E-6-2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에서 기인한다 노동부는 비자 소지자의 이와 같은 임금체불. E-6-2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 고용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도 적극적

으로 개입하여 업주와 기획사의 노동착취를 단절해야할 것이다.



관광 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관리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2)

년 월 일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의 정의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2002 1 26 ‘

공연은 제외한다 는 내용이 제 조 제 호 규정에 삽입되었다 즉 관광업소 상품 판매 및 선.’ 2 1 . ,

전과 더불어 공연을 수행하는 장소에서의 공연은 공연법상의 공연으로 규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공연법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 공연에 대하여 공연 추천 및 변경 추

천 추천조건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연법에 근거, .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광편의시설업에서의 외국인 공연이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재하게 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해당2003 12 30 ' '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업무로서의 관광업소 공연추천 업무의 근거를 부여받아 공연법을 확대

참조하고 자체 내부규정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기준 의 심사‘ ’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 이후 추천 조건 위반 등의 사안이 적발 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

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는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

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공연법 법률을 적용함,

에 있어서도 처분요건을 유추해석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공연법

제 조 제 호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 인 관광업소의 추천 위반 행위에 대2 1 “ ”

하여 동법 제 조 제 항의 공연 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광 업소에6 2 ‘ ’ .

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

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 33 1 2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6 4

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역시 추천 취소 또는 일정기간 추천제외 및 관련업소 처

벌 등 제재 방안이 부재할 뿐 아니라 심지어 추천받은 사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

원회 내부규정인 확인기준에 의해 사전변경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데 변경추천 역시 법령

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아니므로 업소 또는 공연단이 위배하였을 경우 제재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이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에 대한 추천기준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경찰 시도 공무원 등 관련 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



비가 필요하다 관광 진흥법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 ' ' ' '

하여 공연법 개정을 통해 배제된 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등에 대한 추천 기준,

적절한 추천 담당 기관 사후관리 감독 권한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등, ,

의 대책이 시급하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3)

가 피해자에 대한 체류 보장 및 노동기회 보장.

외국인 연예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가수로서 공연

이 아니라 유흥접객원이라는 것 혹은 본인이 부당한 고용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외국인연예인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부당한 상황.

을 정정한 수 다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 않아 현실에 순응하는 것 이외에 다

른 선택의 길을 외국인에게 열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당한 강요 및 요구를.

받는 경우 연예인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한 후 다른 공연장으로의 취업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정기간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 방지법에서조차도 수사기간 재판기·

간 동안에만 해당 여성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성매매피해자임을 인정받아도 이후 합법적인 체류비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소극

적 체류 보장만으로는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하고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미진하다 이.

와 같은 보호 절차의 부재가 한국 입국을 위하여 이미 대가를 치렀거나 부양할 가족의 생계

가 절박한 대부분의 연예인들에게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서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

는 상황보다는 숨어서 노동을 하거나 부당한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택하게 만든다.

나 사업장 이탈신고에 대한 항변절차 보장.

공연 기획사 측 또는 공연사업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고용한 연예인에 대

하여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를 경우 부당 조건 강요 등의 이유로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하더

라도 해당 외국인 연예인은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한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본인의.

항변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업주에게 사유서. ‘ ’

를 제출하도록 하여 일정 정도 사실 확인 절차를 두고 있기도 하나 이는 전적으로 각 출입



국관리사무소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피해자 보호관련 조.

항 부재는 업주나 기획사가 연예인들에게 쥬스 판매 성매매 유흥접객 행위 호객행위 강제, , , ,

노동 및 임금 체불 등과 같이 계약 외 불법적 노동 및 착취행위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외국인 연예인들이 업주 기획사의 계약외 불법적 노· . · ·

동을 거부할 경우 업주와 기획사측은 연예인들을 무단 이탈자로 신고하여 간단히 해당 연예

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부당한 요구에 의한 이탈이라 할지라도 불법체류.

자 신분을 정정하거나 구제 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며 심지어 불법 체류 사실에 대한 벌

금까지 물어야 한다 고용주의 무단이탈 신고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절차 보장은 고용주가.

연예인에게 계약위반 및 부당 행위 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제 및 국내 관련 기관의 협력 강화4.

송출국과의 협조 강화1)

예술흥행비자가 도입 이후 해당비자 소지자에 대한 빈번한 인권침해 성매매 인신매매 강, /

요 등으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한국정부에 공식서한을 보

내 자국인에 대한 예술흥행비자 발급 중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연. ,

예인을 포함한 이주자 관련 사증발급 정책은 한국의 국가주권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여겨져

송출국과의 협력 또는 송출국내의 이주자 지원 등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

는 현실이다 주요 연예인 송출국인 필리핀의 경우 해외고용 알선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자. ,

국민의 노동자로서의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하여 고용계약

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향후 노동자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알선인력업체의 업무 부실을 추궁하는 등의 절차를 기본으로 한 해외인력송출관련 법,

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 도입 연예기획사들은 이러한 관련법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위법 알선업체를 통하여 연예인을 유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행정기관

도 이들 연예기획사들이 현지법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연예인을 채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유입 연예인들을 필리핀의 해외고용청 에 해외이주노동자로. (POEA)

등록하지 않은 채 현지법으로는 불법채용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후 부당한 고용 계약상황에 처하였어도 현지법 상 보호받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노골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 혹은 이를 조장하여 연예인을 모집하고 한국에 입국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관리 감독 없이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내

어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조장한다고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정이 필요하

다.

필리핀 일부 정부기관은 년 예술흥행비자 발급 중단이 무희자격자에게 한정된 사실2003

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주관련 정책의 새로운 정책의 수립 및 실시 시 관련 송출국.

및 이주대상국과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군과의 협조 강화2)

주한 미군은 년 어떤 형태의 인신매매와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제로용인정책2002 ‘ (Zero

시행 이후 사병 교육 및 이들이 이용하는 유흥음식점 단속을 벌이고 있Tolerance Policy)'

다 이에 따라 기지촌 주변에서는 노골적인 성매매는 현저히 목격하기 힘들어 진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상대 업소를 순찰하는 미군 은 미군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CP)

있으므로 고용주의 외국인 연예인 부당처우 및 주스 영업 등의 계약 외 노동을 금지하는 것

이 어렵다 따라서 미군 당국과의 긴 한 협조를 통하여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특별단.

속기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경찰 및 관련 한국 정부기관과 미군당국과의 공동 순찰 등을 상

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140).

더불어 주한 미군과 외국인연예인과의 친 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양육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미군에게 관련규정 내지 지침의 마련을 요

청할 수 있을 것이다.

　

140) 미군 당국 또한 진정한 인신매매와 무타협을 위해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에 위한 고려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단체와 긴 한 협조 및 한국 의 경찰청 법무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조체, ,

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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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기준을 정해주는 성령7 1 2

출입국관리및 난민 인정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기준을 정해주는 성령7 1 2

주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7 1 2

개정하는 성령 평성 년 년 법무성령 호 에 의한 개정 후 규정임 밑줄( 18 - 2006 2021 ) (

그은 부분이 개정 부분)

활동 법별표 제 의 의 표의 흥행의 항의 하단의 활동1. : 1 2

기준2.

조 신청자가 연극 연예 가요 무용 혹은 연주 이하를 연극등 으로 통칭 의 흥행에1 . , , , ( ' ' )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2

의 경우에 해당될 것

항 신청인이 종사하려고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것 다만 해당1 . .

흥행을 행함에 있어서 얻는 보수의 액수가 단체에서 행하는 흥행의 경우 해당단(

체가 받는 총액 이 하루 당 백만엔이상일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5

삭제 원문은1) ( )

외국의 교육기관에 이어서 해당활동에 관련한 과목을 년이상의 기간동안 전공2) 2

하고 있었을 것

년이상 외국에서 경험이 있을것3) 2

항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되는 일본의2 . 기관과의 계약 해당기관이 신청(

인에 대하여 월액 만엔 이상의 보수 지불의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서에 한함 이20 .

하의 항목에서 흥행계약으로 명칭함 에 근거하여 연극 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할것. 다만 주로 외국의 민속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흥행영업 등의 규(

제 및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 제 조재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규정되어2 1 1 2

있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제외함 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월액

만엔 이상의 보수를 받고20 해당음식점에서 해당 외국의 민속음악에 관한 가요,

무용 혹은 연주에 관련된 활동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제한이 없음.

외국인의 흥행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통산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경영자 또는1) 3



관리인 있을 것.

명 이상의 직원이 상근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2) 5

해당기관의 경영자 또는 상근의 직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3)

가 인신매매 등을 행하거나 혹은 이를 도운자)

나 과거 년간 법제 조의 제 항제 호 혹은 제 호의 행위 또는 동항 제 호) 5 73 2 1 1 2 3

의 알선 행위를 행한자

다 과거 년간 해당기관의 사업 활동에 관해서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법 제 장) 5 , 3

제 절 혹은 제 절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 상륙허가의 증인 혹은 허가1 2 , ,

동장 제 절의 규정에 의한 상륙의 허가 또는 법 제 장 제 절 혹은 법 제 장 제4 , 4 1 5

절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문서 혹은 계획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3

나 허위의 문서 혹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한 문서 혹은 계획과 허위의, ,

문서 혹은 계획을 행사 소지 양도 대여 혹은 그 양도 혹은 대여의 알선을 한자, , , , .

라 법 제 조부터 제 조의 항까지 죄 혹은 매춘 방지법제 조에서 제 조까) 74 74 8 6 13

지의 죄에 의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였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된

날짜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자5

마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규정되) 2 6

어있는 폭력단원 이하 폭력단원으로 지칭함 또는 폭력단원에 속하지 않은 날로( ).

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

4) 과거 년간 체결한 흥행계약에 있어서 흥행의 재류자격을 가진 재류외국인에 대하3

여 지불의무를 가진 보수의 전액을 지불하였을 것.

항3 신청에 관여한 연극등이 행하여지는 시설이 아래의 사항의 어느 것인가에는 적합할

것 흥행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가 해당시설에 신.

청인 외에 없는 경우는 에 적합할 것6) .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흥행을 행하는 시설일것1)

풍속영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혹은 제 호에 규정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일2) 2 1 1 2

경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스스로 손님의 접대) ( 풍속영업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접대를 말함 이하2 3 . 동)

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명이상 있을 것5

나 흥행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가 손님)



접대에 종사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것.

평방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3) 13

평방미터 출연자가 명을 넘을 경우는 평방미터에 명을 넘는 인원수의 한명4) 9 ( 5 9 5

당 평방미터를 가한 면적 이상의 출연자용의 대기실이 있을 것1.8 ) .

해당시설의 종업원의 수가 명이상일 것5) 5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자 혹은 해당 시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6)

근의 직원이 다음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인신매매등을 행하거나 도모하거나 혹은 이를 도운자)

나 과거 년간에 법제 조의 제 항 제 호 혹은 제 호의 행위 또는 동항 제 호) 5 73 2 1 1 2 3

의 알선 행위를 행한자

다 과거 년간 해당기관의 사업 활동에 관해서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법 제 장) 5 , 3

제 절 혹은 제 절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 상륙허가의 증인 혹은 허가1 2 , ,

동장 제 절의 규정에 의한 상륙의 허가 또는 법 제 장 제 절 혹은 법 제 장 제4 , 4 1 5

절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문서 혹은 계획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3

나 허위의 문서 혹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한 문서 혹은 계획과 허위의, ,

문서 혹은 계획을 행사 소지 양도 대여 혹은 그 양도 혹은 대여의 알선을 한자, , , , .

라 법 제 조부터 제 조의 항까지 죄 혹은 매춘 방지법제 조에서 제 조까) 74 74 8 6 13

지의 죄에 의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하였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된

날짜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자5

마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에 속하지 않은 날로부터 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5

조 신청자가2 . 연극등의 흥행에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것인가에 해당될 것.

항 일본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일본의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혹은 일1 . ,

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 주최하는 연극등의 흥행 혹은 학

교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전수학교 혹은 각종학교에서, 행해지는 연극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항 일본과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투자할 목적으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2 .

독립행정법인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본의 공사 기관이 주회하는 연극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항 외국의 정경 혹은 문화를 주제로 하여 관광객을 불러모을 목적으로 외국인3 . ( )情景

에 의한 연극 등의 흥행을 상시 행하고 있는 대지 만평방 미터 이상의 시설에서10

해당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항 객석에서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또한 손님의 접대를 하지 않는 시4 .

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본의 공사의 기관이 운영하는 곳 또는 객석의( ,

정원이 백 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에서 연극등의 흥행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항 해당 흥행을 하는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보수의 액수 단체에서 행하는 흥행의5 . (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받는 총액 이 일일 만엔 이상이며 일을 넘지 않는 기) 50 15

간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연극 등의 흥행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조 신청인이3 . 연극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이외의 예능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

에는 신청인은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

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항 상품 혹은 사업의 선전에 관련된 활동1 .

항 방송프로그램 유선방송활동을 포함함 또는 영화제작에 관한 활동2 . ( )

항 상품용 사진의 촬영에 관련된 활동3 .

항4 . 상업용 레코드 비디오 테이프 그 외의 기록매체에 녹음 혹은 녹화를 행하는 활,

동.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 1

별표 제 2

별표 제3

체류

자격
활동 자료

흥 행

비자

법 별 표 제 1

의 표의 흥행2

항의 하단에서

언급하는 활동

호1 . 연극 연예 가요 무용 혹은 연주 이하 연극 등으로 통칭 의, , , ( )

흥행 활동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

가. 경력서 및 활동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나. 기준 성령 표의 법별표 제 의 표의 흥행 항의 하단에서 들1 2

고 있는 활동의 항 이하 기준성령의 흥행 항으로 통칭 의 하단( )

제 호 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이하 계약기관으로 통칭 의1 2 ( )

등기기항증명서 손익계산서의 복사 그 외의 계약기관의 개요를,

확실히 하는 자료.

다. 흥행을 행하는 시설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라. 흥행관련 계약서의 복사본

마.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바. 기준 성령의 흥행 항 하단에 제 호 에 규정되어 있는 흥행1 2

계약에 기준하여 연극 등의 흥행 활동을 행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계약기관의 경영자 및 상근직원의 명부

2) 계약기관의 경영자 및 상근 직원이 기준성령의 흥행 항의

하단 제 호 의 가 에서 마 까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1 2 3) ) )

않는다는 것을 계약기관이 신고하는 서면

3) 계약기관이 과거 년간에 체결한 흥행계약에 근거하여 흥3

행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불의무

를 가진 보수의 전액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 기준성령의 흥행항의 하단 제 호 에 규정하는 시설을 운영1 3

하는 기관 이하 운영기관으로 통칭 의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 )

1) 등기사항 증명서 손익계산서의 복사 그 외의 운영기관의,



참고자료 인신매매 관련 법률 개정 요강< >

개요를 명확히 하는 서류

2) 운영기관의 경영자 및 해당 시설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는 상근직원의 명부

3) 운영기관의 경영자 및 해당 시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

는 상근의 직원이 기준 성령의 흥행 항의 하단 제 호 의1 3

가 에서 마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운영기관이 신고6) ) )

하는 서면.

호 기준 성령의 흥행항의 하단 제 호 에서 까지의 하나에2 . 2 1 5

해당하는 경우 전 호의 가 및 다에서 마까지의 것 이외에 초청기관,

의 등기사항 증명서 손익계산서의 복사 그 외의 초청기관의 개요를, ,

명확히 하는 자료

호 연극등의 흥행 관련 활동이외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을 하3 .

는 경우

아. 경력서 및 활동에 관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자. 초청기관의 상업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의 복사 및 종업원 명,

부

차. 흥행을 행하는 시설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카. 초청기관이 흥행을 청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청부 계약서의 복

사

타.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

1. 호 흥행에 관한 활동 이외의 예술 활동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

가. 예능활동상의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나. 활동의 내용 기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요강

( )刑法等 一部 改正 法律案要綱の を する

제 조 체포 및 감금1

항1 체포 및 감금

체포 및 감금죄 형법상의 범죄 조에 해당 의 법정형을 개월 이상 년 이하로 한다( 220 ) 3 7 .

항2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죄의 법정형의 개월 이상 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3 7 .

항 영리 목적 등 약취 및 유괴3

영리 외설 결혼 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혹은 유괴, , ,

한 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1 10 .

항 소재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4

소재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혹은 유괴한 자는 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2

하는 것으로 한다

항 인신매매5

사람을 산 사람은 개월 이상 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1. 3 5 .

미성년자를 산 사람은 개월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2. 3 7 .

영리 외설 결혼 또는 생명 혹은 신체를 가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산 자는 년 이상3. , ,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10

사람을 판 사람도 과 동일하게 처한다4. 3

소재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5. 2 .

항 피약취자의 소재국외의 이송6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소재국외로 이송시킨자는 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항 피약취자 인도 등7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를 도울 목적으로 착취 유괴 혹은 매매당한1. 2 6 ,

자를 인도 수수 수송 은닉 또는 은폐 시킨 자는 개월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3 5 .

몸값 목적의 약취 등의 죄를 저지른 자를 도울 목적으로 약취 혹은 유괴당한 자를 인2.

도 수수 수송 은닉 혹은 은폐 시킨 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1 10 .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 목적으로 약취 유괴 혹은 매매당한 사3. , ,



람을 인도 수수 수송 또는 은닉 시킨 자는 개월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6 7 .

항 미수죄8

항에서 항까지의 죄의 미수는 벌하는 것으로 한다2 7

항 친고죄9

와 항의 죄와 이 죄들을 도울 목적으로 범한 항의 의 죄와 더불어 이들 죄의2 3 7 1, 3

미수죄는 영리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고죄로

한다

항 국외범 처벌10

항에서 항까지의 죄에 대하여 일본국외에 있어서 저지른 일본 국민 및 일본 국외에1 8

있어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일본 국민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형사 소송법의 일부 개정2

재판소는 외설 혹은 결혼의 목적에 관계된 제 조의 항의 또는 이들의 미수죄 등의1 5 3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관 및 소송 관계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서 심문하기 위하여 재석 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증인을 재석 시켜 영

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하는 방법에 의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조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 개정3

항1 인신매매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의 신설

인신매매 등을 다음의 부터 까지에 명시한 행위라 정의한다 제 조 제 호 관련1 3 . ( 2 7 )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괴하거나 또1. , ,

는 매매 약취 혹은 유괴 매매 당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혹은 은닉하는 것, , , , .

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2. 1 , 18

세미만의 자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것.

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도 세 미만인 자가 영리 왜설 또는 생명 혹은 과 신체에3. 1 18 ,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지배 하에 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인도하는 것18 .

항 상륙거부 사유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2



매춘이나 또는 그의 주선 권유 그 장소의 제공 그 외에 매춘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1. , ,

무에 종사했던 경우를 제외한다 제 조 항 호 관련. ( 5 1 7 )

인신매매를 하거나 부추기거나 인신매매를 도운 자는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제 조2. , . ( 5

항 호 관련2 7 )

항 특별상륙허가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3

법무부 장관은 상륙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해당

이의제기를 행한 외국인이 인신매매 등에 의해 타인의 지배 하에 놓여져 본국에 입국한 경

우에는 그 외국인의 상륙을 특별히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제 조 항 관련. ( 12 1 )

항 강제퇴거 사유와 관한 규정의 정비4

아래의 가 부터 다 까지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을 명령1. ( ) ( )

할 수 있다.

가 인신매매를 행하였거나 선동하거나 인신매매를 도운 자( ) , , .

나 여권 등의 부정하게 받거나 교부 타인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본인명의의 여( ) , ,

권을 양도하는 등의 범죄 여권법 제 조 항 제 호는 제외 에서 항까지 에 따른 형을 선고( 20 1 ( 6 ) 3 )

받은 자.

다 항의 조부터 조까지의 죄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 ) 10 2 4

제 조 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혹은 보수를 받는2. 19 1

활동을 전문으로 행하였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는 것 또는 매춘 혹은 그 주선 권유 그 장, ,

소 제공 그 외 매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강제 퇴거 대,

책에서 인신매매 등에 의해 타인의 지배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조 항 가. ( 204 4 ( )~

라 와 관련( ) )

항 출국명령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5

항의 의 가 부터 다 까지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출국명령에서 제외된다4 1 ( ) ( ) .

제 조 항 관련( 24 2 )

항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규정의 정비6 　　



법무부 장관은 강제퇴거수속에 있어서 행하여진 이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해당 이의 신청을 한 용의자가 인신매매 등에 의하여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 본국,

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자의 인신매매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제 조 항. ( 50 1

관련)

항 운송업자 등의 여권등의 확인의무에 관한 규정의 신설7

본국에 입국하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 운송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등(

의 선장 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본국에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선박에 승선하려) ,

고 하는 외국인의 여권 승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확인해야만 한다 제 조 항 관, , . ( 56 2

련)

항 재류자격과 관련된 허가 및 가체류 허가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8

항의 의 가 다 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류자격 미취득 외국인과 관련된4 1 ( )~( )

정주자의 재류자격 취득허가 및 가체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한다 제 조 의. ( 61 2

제 항 제 조 의 항과 관련1 , 61 2 4, 1 )

항 외국인 입국관리당국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9

법무대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직무에1.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출입국관리국 이하 외국인 입국관리당국 이라고( ‘ ’

함 을 대하여 그 직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 직무) (

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함 에 있어서도 동일 의 수행에 자료가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2 )

제공할 수 있다 제 조의 제 항 관련. ( 61 9, 2 )

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해당 외국인출입국관리당국의 직무2. 1

수행에 자료가 되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제. (

조의 제 항 관련61 9, 2 )

법무대신은 외국인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3. , 2

의 가 부터 다 까지의 어느것인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해( ) ( ) 1

당요청과 관련된 외국의 형사사건의 조사 혹은 심판 이하 조사 라고 함 에 사용하도록 동의( ‘ ’ )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미리 다 에 해당하지 않는 지에 대한 외무대신의 확인을 받아야, ( )

만 한다.



가 해당 요청에 관한 형사사건의 조사 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범죄가 정치범죄일 경( )

우 또는 해당요청이 정치범죄에 대한 조사 등을 행하는 목적으로 요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요청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범죄 관련 행위가 일본국내에( )

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로 그 행위가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다 일본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요청에 응할 것이라는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

항 처벌의 정비10

불법입국 등의 원조를 한 죄의 법정형은 년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1. 3 3 ,

는 병과한다 제 조 항 관련. ( 74 6 )

다음의 가 에서 라 까지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자는 년이하의 징역과 백만엔 이하2. ( ) ( ) 3 3

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여 처벌한다, .

가 타인의 불법입국 등의 실행을 용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그 외의 부정한 수단에 의( )

하여 일본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도항증명서 승원수첩 혹은 재입국허, , ,

가서의 교부를 받은 자.

나 타인의 불법입국 등의 실행을 용의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에 명시된 문서를 취득 제( ) ,

공 혹은 수수한 자.

여권 여권법 제 조 항 및 항에서 규정하는 여권과 동법 제 조의 항 제 항에서(1) ( 2 2 2 19 3 , 1

규정하는 도항서를 제외한다 및 항에 있어서도 동일 승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로. (2) 2 ),

서 위조된 문서.

해당불법입국 등을 실행한 자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는 여권 승원수첩 재입(2) , ,

다 불법입국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불법 상륙 동항 제 호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 ( 70 1 1 ) ( 2 )

허의 혹은 그 외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일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난민여행증명서,

도항증명서 승원수첩 혹은 재입국허가서의 교부를 받은 자, , .

라 불법 입국 혹은 불법 상륙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음의 문서를 취득하거나 혹은 수( )

수한자.　　

여권 승원 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로서 위조 된 문서1) ,　（ 　

자신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는 여권 승원수첩 또는 재입국허가서2) ,　（ 　

영리의 목적으로 의 가 혹은 나의 죄를 지은 자는 년이하의 징역 및 백만엔이하. 2 5 5３



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의 의 제 항 관계.( 70 6 2 )　

와 의 죄 취득에 관한 부분을 제외 의 미수는 벌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의. 2 3 ( ) . ( 74 6４ 　

의 관계3 )

에서 까지의 죄는 형법 제 조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조의 관계. 2 5 2 .( 74 7 )５ 　

불법입국자 등의 은닉 등의 죄의 법정형을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백만원이하의 벌. 3 3６ 　

금으로 한다 제 조의 제 항 관련( 74 8 1 )

영리의 목적에 의한 의 죄의 법정형을 년이하의 징역 및 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6 5 5７

한다 제 조의 제 항 관련( 74 8 2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외의 법. ,８

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의 가 혹은 나의 죄 혹은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했을2 3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도 그 법인 혹은 사람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부

과할 것.

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여권 승원수첩 혹은 재입국허가서의 확인을 하지 않. 7 ,９ 　

고 해당 외국인을 본국에 입국시킨 자는 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제 조 관계50 . ( 77 )

그 외10.

재입국허가서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소요규정의 정비를 행 할 것　

제 조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4 .

제 조의 항부터 항까지와 더불어 제 조의 항의 의 가 및 나 와 과 그1. 1 2 8 3 10 1, 2 ( ) ( ) 3　

미수죄등을 범죄수익 등의 전제범죄로 한다 제 조 제 항 및 별표 제 관계.( 2 2 1 )

조직적인 체포 및 감금의 죄의 법정형을 개월 이상 년 이하의 징역으로한다 제2. 3 10 (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제 항 제 호의 죄에 관한 부분에 한함 관계3 1 8 2 1 8 ) )

그 외 소요 규정의 정비를 행할 것3.　

제 조 부칙5

이 법률은 일부를 제하고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행하1. 20　

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 항 관계.( 1 )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 등을 정할 것 부칙 제 조 혹은 제 조2. ( 2 10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