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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용접공 한 

명이 사망했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에 따르면, 당시 사고현장은 용접공에게 

필수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했다. 용접공이 입고 있던 아르멕스 작업복은 인화성 소재로 

만들어졌다. 아르멕스는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 채용을 알선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북한과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아르멕스 소속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근로자의 이름은 전경수다. 그는 북한에서 파견 

된 근로자로, 당시 평균 하루 12 시간 이상, 주 6일 동안 근무했다. 계약기간 동안 그는 

일터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으며, 본인이 일한 만큼 합당한 

보수도 받지 못했다. (보수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받았다.) 근무 외 

자유시간에는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신분증인 여권도 소지할 수 없었다. 전경수는 북한 해외 강제노역의 

희생자였다.  
 
북한 해외 강제노역은 북한 정치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정권이 직접 해외에 

근로자들을 수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강제노역은 북한 내의 현실을 반영한다. 

강압에 의한 충성을 바탕으로 한 유일영도체제는 북한의 모든 사회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다. 그 동안 이러한 강제노역은 북한 내에서만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자료들을 통해 북한이 해외 40여 국가에 근로자들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했다면, 부수적으로 유일영도 수령체제 

또한 함께 수출했을 것으로 본다. 특이한 것은 북한체제와 해외 근로자 수출의 이러한 

수반관계에 대해선 그 동안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  이 관계는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와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는 보고서에 북한 

해외 강제노역을 언급하려고 시도했지만 시간과 자료의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다. 2 

따라서, 이번 북한 해외 강제노역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북한 해외 강제노역 현상과 북한의 사회체재 관계를 주목한 것은 이번 연구 프로젝트가 처음이

다. 참조 2016년 초에 발표한 조사보고서, 

https://slavestothesystem.files.wordpress.com/2016/02/a-new-lease-on-life-def.pdf 
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http://daccess-dds-

ny.un.org/doc/UNDOC/GEN/N15/273/17/PDF/N1527317.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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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한 

것으로 파악된다.3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은 강제노역을 

통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4  2016년 6월 22일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블로그에 북한이 선원들을 우루과이 어선들에 채용시켜, 근로기준 

이하의 환경에서 일하게 한 사실을 서술하기도 했다. 5  북한 정권은 해외 곳곳에 

근로자들을 보내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을 통해 약 12억 달러(USD)에서 23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매년 

벌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실증적인 통계와 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과 또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부각됐다는 점이다.6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언론 모두 그 동안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만으로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북한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증거와 데이터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북한 해외 근로자의 숫자가 실제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의 통계 수치만 봐도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실제 숫자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7 
 
 이 보고서는 목격자들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현장조사, 기업들의 

운영구조 및 비자발급 관계, 무역협정과 고용계약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조사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구에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 현지 채용기업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는 

유럽과 기타 해외 지역에 파견근무 했던 북한 근로자들의 증언을 참고했다.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두 명의 증언자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익명성을 보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 성별, 나이, 근무장소, 근무기간, 북한 내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연구보고서에 언급하지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사보고서, UN Doc. A/70/362 (2015). 
4 김광진, ‘수용소 주식회사,’ 리포트 참조, 

http://www.hrnk.org/uploads/pdfs/KKJ_Gulag_INC_FinalFinal_WEB.pdf  
5 http://www.hrnkinsider.org/2016/06/the-rime-of-juche-mariner-north-korean.html 
6 일례로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 총액이 최소 12억 달러란 것은 잘못됐다. 

이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억 2억 천만 달러가 10배나 부풀려져 12억 달러로 잘

못 쓰여진 것이다. 영어 숫자표기와 국문 숫자표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7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15-04, 2015).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 강제노역 연구 

 

5 

 

지역에 대한 기존 북한 해외근로자의 실태 조사자료도 참조했다. 8  특별히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연구보고서는 본 프로젝트 연구 시작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다.   
 
북한 해외 강제노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이브리드적인 특성, 

즉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증거가 없는 불법적인 관행들이 절묘하게 

결합된 행태란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주목할 때 유럽 내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료는 취업허가증(워크퍼밋), 정부 통계, 비자, 

고용근로감독청 보고서, 기업간 계약서들을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근로자들의 

현재 실태를 모두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북한 해외근로자 

파견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위에 언급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파악 할 수 있었고. 둘째, 이들을 

채용한 기업들, 파견국가들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해외강제노역이 북한 정권에 기여하는 중요성도 확인했다. 
 

  

                                            
8 Yoon Yeo-sang and Lee Seung-ju, Human Rights and North Korea’s Overseas Laborers: 

Dilemmas and Policy Challenges, the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eoul: 

NKDB, 2015);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ur, ‘The 

condition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ur ’ (2012); Statement of Greg Scarlatoiu, Executive 

Director,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t the hearing of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entitled ‘North Korea’s Forced Labor Enterprise: A State-Sponsored 

Marketplace in Human Trafficking’, April 29, 2015; NKDB, 북한 해외노동자 국가별고용기업 리스트

(Seoul: NKD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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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출  
 
북한은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것은 바로 근로자들을 최고 입찰자들에게 수출(혹은 대여) 하는 것이다. 이들 입찰 

국가들은 중국, 카타르, 폴란드,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9  역설적으로 이는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들이 북한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이는 

그 책임이 북한뿐 아니라 관련된 국가와 기관들에게도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의 

특징과 유럽 내 해외파견 근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제노역에 대한 정의는 이를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서 참조했다. ILO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임의로 제공하는 근로가 

아닌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거나 또는 기만 등의 이유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라고 강제노역을 규정하고 있다.10  
 
유럽에 파견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숫자는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숫자와 비교해 적다고 볼 수 있다. 11  하지만, 이들의 일인당 임금을 

                                            
9 2013년 기준으로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명단: Algeria, Angola, China, Equatorial 

Guinea, Ethiopia, Kuwait, Libya, Malaysia, Mongolia, Myanmar, Nigeria, Oman, Poland, Qatar, 

Russia, and the UAE. See Shin Chang-hoon &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eoul, 2014), pp. 21.  

여기에 추가로 체코, 몰타, 네덜란드까지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한다.  
10 국제노동기구(ILO) ‘Profits and poverty,’ pp. 4. 특별히 강제노역 유형에 대한 p.14 설명 참조.  
11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숫자는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까지 예상된다. 참조 중

국 정부 통계자료, http://paper.people.com.cn/zgjjzk/html/2012-07/23/content_1088147.htm?div=-

1; http://finance.sina.com.cn/china/20120706/230812501781.shtml 

2010-2015 중국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이러한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http://www.cnta.com/zwgk/lysj/201510/t20151026_750101.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7/t20150717742201.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6/t20150627_717880.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6/t20150610_18859.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6/t20150610_18821.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6/t20150610_18785.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6/t20150610_18704.shtml;   

http://www.cnta.com/zwgk/lysj/201506/t20150610_18628.shtml. 관련 중국언론 보도에 따르면(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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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유럽 내 근로자들의 비중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12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해외강제노역은 정권이 주도한 ‘하이브리드’ 개념의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다. 13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선발부터 배치까지 전반을 관리하며, 근로자들은 파견 전 

최대 1년 가량 필요한 기술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14   한 가지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 된 자료 중, 현재 폴란드-북한 합작회사의 운영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그의 이름은 강홍구로 북한에 있을 당시 

‘속도전 8려단장’ 이란 직책을 수행했던 인물이다.16  
 

 
그림 1. 평양공민등록 명부에서 찾은 강홍구의 이름. 

 

                                            

Chinese Phoenix Weekly, http://www.chuguo78.com/laowu/88917.htm, 두만강경제특구에 일할 근

로자 약 2만여명을 북한 측이 중국 길림성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12 유럽에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북한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비록 북한주민들이 해외근로에 자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현실(강압적인 

사회구조 및 지속된 빈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만일 채용과정에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또 처벌 등에 대한 두

려움 등이 있었다면 이를 강제노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참조,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rofits and poverty, p. 30. 
14 2004년 기준 평양공민등록 명부를 대조해 보면, 이들 해외에 파견을 간 근로자들 상당 수는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The Pyongyang database에 대한 설명 참조,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4/2011102401152.html.)그리고 대부분 평양 

출신이며 또 노동당원이다. 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5%정도 만이 당원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해외파견 근무에 선발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좋은 출신성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증언에 의하

며 근로자 선발기준 중에는 반드시 가정이 있고 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지도 고려한다고 한

다. 또 파견 전 만일 있을 사태를 대비해 출신성분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한다. 
15 폴란드 지방법원에 등록된 ‘원예사’에 대한 자료, Business Registry Documents Wonye Sp. z.o.o., 

document no. RP/563187/4/20160502111317, National Court Registry, 30/06/2015. 
16 이 자료는 평양공민등록 명부에서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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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국영기업인 

‘조선능라도무역총회사’이다. 17  이 회사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해외 각국에 지사와 

운영망을 둔 대기업으로,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선발과 파견 전 교육 등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18  탈북 근로자 증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19  즉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한 감시체제(규정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도)와 생활총화, 

자아비판 등 사상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수령을 위한 헌납 등의 행위도 북한 

밖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근로자들을 강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즉 당국에 더 

많은 외화벌이를 가져온 근로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당내에서 더 높은 서열을 부여 

받는다. 21  이렇게 북한 해외 강제노역의 특징은 기존의 강제노역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진은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이데올로기와 강제노역을 잘 융합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시장의 

요구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감시체제와 외화관리 

운영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강압에 의해 근로자 집단을 관리하며, 

이들을 통해 얻은 임금은 대부분 국가에 헌납되며, 근로자들은 이를 제외한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지급받고 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 방법인데,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노동량과 상관없이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다는 

                                            
17 북한 조선능라도무역총회사의 홈페이지 아래 참조, 

http://www.dprktoday.com/index.php?type=42&no=590  
18 임일 인터뷰, 일시: 2016. 3월 22일, 장소: 레이던-서울 스카이프 인터뷰. 
19 김태산 인터뷰, 일시: 2016. 3월 22일, 장소: 레이던-서울 스카이프 인터뷰.  
20 기타 기존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해외근로자들의 증언;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r (INHL), The condition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r 

(Seoul: INHL, 2012) and Saeme Kim and James Burt (EAHRNK), The will of the state: ‘We were not 

allowed to do other jobs beyond our own work... At 20:00 we had our mandatory education 

classes for an hour. Twice a week, we had our life-meetings. We were constantly given ideological 

education’. Another one stated the following: ‘I thought that I needed to obey their [DPRK 

officials] commands in order to come out alive. I did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to escape and 

run, but if I got caught I would have been punished by death. So I tried to find an opportune 

moment to escape, but it never came.’ (Kim & Burt, The will of the state, p. 36). 
21 http://newfocusintl.com/exclusive-dprk-issues-guideline-for-foreign-currency-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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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력 착취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북한의 사회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결국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란 공산주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에선 실제 노동량과 이에 대한 

보상이 일치 하지 않는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령해, 일부만을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관관계 없이)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사실과,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행태는 

유럽 내 북한해외근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의 

정권유지와 체제 운영방식과 유사하다. 엄밀히 말해서 북한 시스템에는 고용주, 

고용인의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와 인민만이 존재하며 고용계약서도 

필요치 않게 된다. 결국 유럽 내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실상은 현재 북한의 시스템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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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사례를 통해 본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실상 
 
2014년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에 위치한 크리스트 (Crist) 조선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경수란 이름의 북한 근로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일인 8월 29일 전씨는 드라이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22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씨는 배 안의 탱크에서 파이프 라인을 잇는 용접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갑자기 

불꽃이 일어 입고 있던 전씨의 옷에 옮겨 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전씨의 옷과 몸 

전체로 번졌다. 전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이미 그의 몸은 95도 이상의 전신화상을 

입은 뒤였다. 이 사고로 전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를 조사했던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당시 전씨의 작업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법 정황들을 발견했다. 사고 

가 난 날 작업장에는 감독하는 책임자가 없었고, 당시 전씨는 용접공이 입어야 할 

방화소재의 작업복이 아닌 용역업체인 아르멕스(Armex)에서 제공 받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조사관에 따르면 이 유니폼은 불에 쉽게 타는 소재로 만들어졌다.23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 20건 이상의 조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특별히 

2013년 크리스트 조선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선 당시 29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실제로 고용계약은 현지 용역업체인 아르멕스(Armex)와 맺고,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하지만 이에 대해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의 입장은 자신들의 현재 권한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을 제재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25 왜냐하면 상당 수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법 규제를 받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민법에 해당하는 자영업 또는 임시 용역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규제의 틈을 이용해 현지 기업들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22 전경수(42)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까지 약 1년 7개월 가량을 폴란드 그디니아에 위치한 크리스

트 조선소에서 일했다.  
23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아르멕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2014) 문서번호, 03273-5303-K047-

Pt/14. 
24 이는 폴란드 노동고용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Article 120 of the Act of 20th April 2004 

regulating employment promotion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25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일시 2016. 4월. 18일, 장소: 바르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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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유럽국가 시민도 유럽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이하 

워크퍼밋) 을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허가증 발급규정은 해당 유럽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비유럽국가 국민도 취업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26 특별히 솅겐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27  하지만 한 솅곈협정국가에서 받은 취업허가증으로 다른 솅겐 

협약국가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취업허가증은 주로 특정한 지역과 업무를 위해 

발급되기 때문이다.28  
 
연구진은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 해당 정부기관에게 북한 근로자의 취업허가증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등의 통계청으로부터 추가자료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키프로스, 그리스, 

프랑스, 불가리아 등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유럽 국가들마다 워크퍼밋과 관련한 통계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최근 10년간 워크퍼밋 추이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최근 2-3년간의 추이만 파악했다. 또 어떤 곳은 북한과 남한 국적을 

혼재하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몇몇 유럽 국가들은 상당수 이상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4년 104명, 2015년 

111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29 
 
 폴란드 정부가 비 유럽국가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워크퍼밋은 A-E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있다. 원칙상 취업허가증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30  위와 다른 예외 규정들은 폴란드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2009년부터 폴란드 정부는 

                                            
26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Non-EU Nationals,’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470.  
27 ‘Travel Documents for Non-EU Nationals.’ Europa.eu: Your Europe, per 27/10/2014 at 

http://europa.eu/youreurope/citizens/travel/entry-exit/non-eu-nationals/index_en.htm. 
28 폴란드의 경우 아래 참조  ‘Work in Poland: Work Permit’ Official Migrant Information Website 

Polish Government, http://www.migrant.info.pl/Work_permit.html. 
29 Information distributed by the Statistics Department of the Hauptverband der Österreichischen 

Sozialversicherungsträger 
30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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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입국 경로를 파악해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08, 2009년 북한 근로자들은 다양한 국가를 경유해 폴란드에 입국했다. 이들 입국 

경유 국가들 중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등이 포함됐다. 31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북한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취업허가증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5년 기간 동안 총 2783건의 취업허가증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발급됐다. (아래 

그래프 1 참조32) 
 
 
 

 
그래프1. 폴란드 내 북한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통계 (2008-2015). 

앞선 언급했듯이 폴란드에서 발급되는 취업허가증 유형은 총 5가지이다. 이 중 

북한 근로자들은 A, D, E 유형의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 2 참조) 
 

                                            
31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in Poland Statistical Data 2008-2014, The Ministry of Labour, 

Family, and Social Policy, accessed 11 April 2016.  

참조, http://psz.praca.gov.pl/rynek-pracy/statystyki-i-analizy/zatrudnianie-cudzoziemcow-w-polsce.  
32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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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 폴란드 내 북한근로자들의 취업허가증 유형별 숫자33  
 
Type A: [외국인 근로자] 가 폴란드 내에 등록된 회사에 고용되어 계약에 따라서 

폴란드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발행되는 취업허가서. 
 
Type D: [외국인 근로자] 가 폴란드 내 지사나 등록된 사업체가 없는 외국계 

회사에 고용되어 임시적인 수출무역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폴란드 영토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Type E: [외국인 근로자] 가 외국계 회사에 고용되어 폴란드 영토 내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34 
 
본 연구의 중간보고서 ‘North Korea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참조 

http://www.leidenasiacentre.nl)’ 가 발표된 뒤 여러 언론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2016년 

초부터 더 이상 북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취업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존에 발급된 취업허가서도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폴란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6년 1월에 시행된 북한 핵실험과 연관이 있다거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양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33 상게서 Ibid.. 
34 ‘Poland Immigration: Work Permit, Residence Permit’ PolandVisa: Expertise through experience. 

http://www.polandvisa.pl/poland_immig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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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없다. 35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란 사실이다. 폴란드 외부무는 한 언론과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의 국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중시하며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 취업]들의 합법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폴란드의 조선소나 

또 어디든지 폴란드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폴란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36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다. 먼저 북한 근로자들도 

폴란드 법의 보호를 받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도 수당을 받지 않거나, 추가로 일을 하거나, 최소임금 이하 수준의 열악한 

임금을 받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외무부의 말처럼 

폴란드 법이 준수됐다면 굳이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유럽국가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사실 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폴란드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며 이를 위해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국경관리소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37  폴란드 정부의 위와 같은 

결정에는 모순점이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미 3년까지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갖고 폴란드에서 일 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돌아가기 까지 최대 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 근로자들의 취업허가서 발급을 유예하는 동시에 고용근로감독기구들을 통해 

                                            
35 관련 언론보도 KBS and Korea JoongAng Daily, accessible at: 

http://world.kbs.co.kr/english/news/news_In_detail.htm?No=119531  또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9732  
36 Sungwon, Baik. ‘Exclusive: Poland suspends issuing Visas for North Korean Workers’ Voice of 

America, 7/6/2016.  

http://www.voanews.com/content/poland-suspends-visas-north-korean-workers/3366399.html.  
37 Sobczak, Rafał. ‘Correction of untrue information found in the article ‘Poland under construction 

– thanks to slaves from North Korea. Maybe they are working day and night building your new 

apartment?’’, 2016년 4월 12일자 폴란드 외무부 보도자료 참조, 

http://www.msz.gov.pl/en/news/they_wrote_about_us/correction_of_untrue_information_found_in_th

e_article__poland_under_construction___thanks_to_slaves_from_north_korea__maybe_they_are_worki

ng_day_and_night_building_your_new_apartment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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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본 연구진은 폴란드 정부의 조치가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그들의 고용계약에 따라 일할 권리가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에서 근로자들이 근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취업허가서 발급중단이란 처방조치는 결코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지금 북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방이 아니라 관심과 

도움이다. 
 

북한 무역거래와 북한기업의 특성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 동기와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무역거래와 

이를 담당하는 북한 회사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북한 당국의 내수시장과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됐고,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치가 다소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화의 반입과 자금의 유통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다.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는 2015년 ‘국가 외화관리의 본질과 내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가외화관리는 나라의 외화자금의 조성, 보관, 분배와 리용 전반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덧붙여 ‘국가외화관리의 기본원칙은 당의 외화관리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고 

외화를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외화수지균형을 보장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38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대부분 북한 노동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39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조선능라도무역총회사이다. 이 기업은 노동당 

평양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이외 노동당 소속의 다른 기업들로는 현재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대성무역총회사 등이 있다. 대성그룹 소속의 대성 은행과 

자회사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거래제재 대상이다. 40  능라도는 식품업, 건축자재, 

                                            
38  출처 <경제연구> 2015년  2호 , 조선언론 정보기지 http://www.dprkmedia.com/ 참조. 
39  Rout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European Companies: A Guidebook 

for European Investors in DPRK, Asia-Invest EuropeAid Co-operation Office, Brussels, (2006), CD-

ROM, available at UNCITRAL Law Library in Vienna. 
40 2010년 미국 재무부의 대성은행과 대성무역회사가에 관한 제재안(13551) 참조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Executive%20Order%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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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등과 경공업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능라도에 

소속된 근로자 수는 1만 명 이상이며 러시아, 중국, 일본, 폴란드까지 해외 각지에서 

일하고 있다. 참고로 능라도도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다.  
 

 
도표 1. 북한 노동당이 운영하는 기업들  

 

능라도와 폴란드 기업의 유대관계 
 
북한해외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능라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이 조선소와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2013년 

조사에서 능라도가 폴란드 내에 거점을 두지 않고서도 현지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 주로 

임시고용 인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능라도는 JP 

Construct란 현지 기업에 59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제공했고, 이들은 바르샤바의 한 

건설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바르샤바 인근의 한 고급빌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건설업체는 Atal Construction 이었다. 크라코우란 지역에도 18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여성의류 수출업체인 Monolit SP 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현지 채용기업들 중 아르멕스 (Armex 

                                            

3551.pdf.  유럽연합 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정안(2013) http://eurlex.europa.eu/legal-

content/EN/TXT/PDF/?uri=CELEX:32013D0183&fr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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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ktro)란 회사를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1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에 거점을 둔 

이 회사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필요한 전기, 용접, 기능공들의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북한 능라도와의 거래 내역도 나타났다. 연구진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능라도는 아르멕스에 29명의 근로자들을 제공해, 이들이 크리스트 조선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42  또 계약 사항에는 북한 근로자들은 근무 대가로 시간당 28 

즐로티(폴란드 화폐, 약 6유로에 해당)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멕스의 사장인 

세실리아 코발스카(Cecylia Kowalska)는 알슨(Alson)이란 회사도 운영 중인데 이 회사는 

그단스크 지역에 위치한 나우타(Nauta Shipyard) 조선소에 북한 근로자 인력을 제공했다. 

연구진의 현장조사 결과 약 20명 가량의 북한 근로자들이 이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1. Image obtained from a video clip the International Friendship Exhibition in Mt Myohyang43 

 
또 주목할 점은 아르멕스가 북한 당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자료 수집 중 코발스카가 김정일에 장검을 선물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진 1 참조) 또한 66세의 코발스카는 현재 원예(Wonye) 란 이름의 자회사도 운영 

중인데 이 회사에는 북한인 두 명의 이름이 함께 운영자로 등재되어 있다. 능라도와 

아르멕스와의 계약사항 중에는 최소 1인 이상의 북한인 관리자를 파견 현장으로 보내 

근로자들 감독 책임을 맡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북한인 관리자가 

아르멕스의 대리인 역할로 북한 근로자들의 현장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근로감독청의 현장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북한인 관리자의 역할에는 

                                            
41 아르멕스(Armex) 홈페이지 참조, http://aramex.pl. 
42 능라도와 아르멕스간 2012년 7월 체결한 계약서 사본, 연구보고서 별첨 참조. 
43 https://www.youtube.com/watch?v=S2heBK6r9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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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수정, 은행계좌 관리 등 다양했다. 44  나아가 북한 당국이 

해외근로자를 폴란드에 파견 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북한 

상업회의소는 능라도가 인력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격증(아래 그림 2 참조)을 

발급했으며, 이 문서는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공증했다.  
 

 
사진2. 북한상업회의소가 능라도무역에 발급한 인증서 

 
 

근로자들에 대한 직�간접 책임 
 
위 중개계약서는 고용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이 능라도무역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근무 중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이 북한 고용회사가 진다고 명시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에 발생하는 세금이나 보험도 북한 현지에서 처리하도록 표기되어 있다. 덧붙여 

만일 파견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작업완성도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44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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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파견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북한 측 회사가 담당한다고 아르멕스와 능라도무역 간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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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조사 결과,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에 최소 32개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불법적으로 또 일부는 합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지난 2010년 이후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기업과 관련 해 총 23건의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377명의 근로자들이 다양한 

업체들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과 이 중 77명은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45  이는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들 중 20 % 이상은 불법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외부적인 강제나 착오로 인해 불법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특정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특정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배정한 경우 

!!서면 계약서 없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할당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계약서에 따른) 보장된 휴무일을 지키지 않은 사례 

!!  주 5일 근무와 휴식,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46  
 

고용근로감독청 조사 결과 드러난 북한 기업은 총 3곳이며, 이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폴란드 내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북한 근로자들을 중개한 현지 업체들도 

이름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철산무역회사 

!! 능라도무역회사 

!! 남남무역 

!! 알손(Alson) 

!! 아르멕스(Armex) 

!! JP 건설(JP Construct) 

철산무역과 능라도, 남남협력무역회사 모두 알손과 아르멕스를 통해 폴란드에 

근로자를 파견했다. 위에서 언급한 폴란드 업체들은 다시 다양한 업종과 장소에 북한 

근로자들의 인력을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능라도가 직접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을 제공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우리가 또 주목했던 회사들 중에는 조-

                                            
45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질의서신 답변, 2016년 3월 31일. 
46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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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조선-폴란드)합작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북한과 폴란드간의 협정에 의해 각 정부의 

출연금으로 만든 합작회사이다. 47  협정서에 따르면 관리를 위해 북한과 폴란드에서 각 

정부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48  이 합작회사의 주 업무는 조선업과 

화물운반 등이다. 49  양자합의서에 따라 합작회사는 북한 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 중요한 

것은 허가가 없어도 북한으로 외화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0  또 한 가지 이 회사 

소속의 배는 북한 인공기나 폴란드 국기 모두 달고 운항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만하다.51 

폴란드 중앙고용근로감독기구와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결과 드러난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 채용기업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Monolit Sp. Z.o.o.  

!!Przedsiębiorstwo Usługowo – Handlowe Modern – Bud Sp. Z.o.o.    

Gospodarstwo Rolne Tomasz Kociszewski.  

!!Puckie Centrum Medyczne Sp. Z.o.o. Sp. Komandytowa Zs. W Pucku.  

!!Stalbud – Budownictwo Sp. Z.o.o.  

!!Stalbud – Konstrukcje Sp. Z.o.o.  

!!HSBC Service Delivery (Polska) Sp. Z.o.o.   

!!Uniwersytet Gdański (Gdansk). 

!!Medif Prywatna Kasa Chorych Sa.   

!!Borgwarner Poland Sp. Z.o.o. 

!!Redshield Sp. Z.o.o.  

!!Fabryka Mebli „Ryś’ Sp. Z.o.o.  

!!Przedsiębiorstwo Produkcyjno – Handlowe „Postęp’ S.A.  

!!Fms Kielce Sp. Z o.o. Mielec   

!!Fms Kielce Sp. Z.o.o. Ceramika Harasiuki – Harasiuki 

 

이들 외에도 추가로 파악된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47 폴란드-북한 간 설립한 조-뽈합작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서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olish People's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arding conversion of the Korean-Polish Maritime Broker 

Company into the Korean-Polish Shipping Company - a Joint Stock Limited Liability, Legal and 

Treaty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and, 11/02/1987. 
48 상게서 Ibid. 협정서 조항 5. 참조. 
49 협정서 조항 2.  
50 협정서 조항 11-14. 
51 협정서 조항 9.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 강제노역 연구 

 

23 

 

!!Wonye Sp. Z.o.o.   

!!K&K Select Sp. Z.o.o.   

!!K&K Select Aviation Sp. Z.o.o.   

!!FLAIR POLAND Sp. Z o.o.  

!!K&K Selekt Itd. - Foreigners Recruitment   

!!Kobylnica  

!!Aramex Elektro Sp. Z.o.o.52 
 
원예(Wonye)란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세실리아 코발스카(Cecylia Kowalska)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로 아르멕스와 알손도 모두 코발스카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에 언급된 회사들 외에도 더 많은 회사들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채용업체들 중에는 인력중개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르멕스와 JP 

건설이 대표적이다.53  이러한 인력중개업체들은 폴란드 내 다양한 곳에 북한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일례로 JP 건설의 경우 2013년 59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폴란드 우쯔시 (Łódz) ‘Nowe Polesie IV’ 빌라 건설현장에 파견 한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폴란드 전역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하나의 

사례로 폴란드 크라코프 지역에 위치한 모놀리트(Monolit) 회사도 능라도로부터 북한 

근로자들을 제공받았다.54  
 
연구진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 고스포다르스츠보(Gospodarstwo) 지역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지역 토마토 농장에 5명의 여성 북한근로자들이 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 이 여성근로자들의 계약서에는 주당 40시간 가량의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약 375 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5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는 건설업, 조선업 등에 복잡한 형태로 걸쳐 있어 

현지 노동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나우타 (Nauta) 

크리스트(Crist) 조선소들에 고용된 북한 용접공들의 실제 고용주는 아르멕스(Armex) 

였다. JP 건설사는 능라도를 통해 북한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아탈(Atal) 건설사에 인력을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 아탈사는 이 근로자들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의 

고급주택건설 현장에 투입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한 근로자들은 폴란드 

전역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질의서 답변, 2016. 4월 25일. 
53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질의서 답변, 2016. 3월 31일.  
54 질의서 2016. 4월 25일. 
55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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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 중에는 크리스트와 나우타 두 

조선소가 있다. 나우타는 마스 오프쇼어(Mars Offsore)란 모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의 

계열사 중에는 EPG, MSR Gryfia and Engergop, 나우타가 있다. 56  마스 회사의 

투자신탁자금을 살펴보면 빌핑거, 크리스트 조선소 등의 회사에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  이를 통해 크리스트와 나우타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기업은 모두 알손사와 사업 파트너를 맺고 있었다. 알손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폴란드 현지에서 북한인력을 알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아르멕스와, 원예가 있다. 58  2014년 전경수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아르멕스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르멕스가 크리스트 조선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2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르멕스가 19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그디니아에 위치한 나우타 조선에 채용시킨 사실이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들은 이미 

지난 몇 년 간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조선소에 수주를 맡긴 배는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 소속이었다. 59  사고를 당한 

전경수씨는 크리스트에서 일 하는 2년 동안 약 10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가 

주로 수리한 배들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국적이었다.60 
 
전경수를 비롯해 나우타와 크리스트에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용접공들이다. 

용접공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노르웨이에 

주재한 DNV(Det Norske Verita)란 회사가 담당했다. 61  서류상으로는 DNV가 근로자들의 

자격인증 테스트를 그디니아에서 시행 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자격시험을 치렀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DNV가 발행한 용접공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DNV사는 유럽 표준인증 기준(CEN)을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표준 기준에 따르면 용접공들은 작업 전 반드시 안전수칙과 사고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고예방에는 개인신체, 화재,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시 주변환경에 대한 

                                            
56 Mars Shipyards & Offshore Folder 2014 
57 상게서 Ibid.. 
58 원예사 법원등기부 문서번호 no. RP/563187/4/20160502111317, National Court Registry, 

30/06/2015. 
59 크리스트 조선소의 해당 프로젝트 참조 http://www.crist.com.pl/referencelist,3,en.html (accessed 

25/4/2016) 
60 아르멕스에 대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 보고서(2014). 
61 용접공 자격인증서 (Det Norske Veritas, Welder ’s Approval Test Certificate EN 287/ISO 9606, 

Certificate No. GDA W1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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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62 하지만 DNV 사는 이들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수행 

평가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이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근로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나우타와 크리스트는 조선사업 중 배의 수선과, 제반 시설 유지와 보수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우타가 맡은 선박 중에는 NATO 군의 

군함들도 있다는 것이다. 나우타는 이를 위한 인증서도 갖고 있다. 63  지난 몇 년간 

나우타는 50 여 척 이상의 폴란드 해군 함정 수리를 했고 노르웨이와 프랑스 순찰 

함정도 이 조선소에서 수리됐다. 64  또한 조사 결과 나우타와 크리스트 조선소 모두 

유럽연합이 관리하는 유럽지역발전기금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지역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이 발전기금의 일부인 약 3,750만 유로 (37.5million) 가량의 

자금이 지난 2009년 11월에 크리스트로 대출지원 됐다. 65  나우타의 경우도 약 4,000만 

유로 (40 million) 가량의 2년 만기 채권자금을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66  
 
이 시점에서 유럽발전기금의 목적과 운영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의 성격과 운영체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과 상대적으로 저 발전된 지역을 원조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ESIF)를 마련했다. 이 기금 안에는 유럽지역발전기금(ERDF)를 비롯해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과 결속기금(Cohesion Fund), 농촌지역 발전기금(EAFRD), 

해양수산업 발전기금(EMFF) 등 총 5가지 기금들이 있다. 유럽구조기금은 15년 마다 

다섯 가지 기금의 규정을 재평가해 이를 수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섯가지 기금은 모두 유럽구조기금의 운영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 

해당 기금마다 추가적인 규정이 있다.67 규정에 따르면 이 유럽연합 기금의 수혜를 받는 

                                            
62 Norsk Standard, NS-EN 287-1:2011, Godkjenning av sveisere, Smeltesveising Del 1: Stål, p37. 
63 Bureau for Military Standardization Service, 43 National Codification Bureau, NATO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NCAGE 0256H, 18/02/2002. 
64 Mars Folder NAVAL 08/10/2015. 
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State aid: Commission finds the loan by Poland for Crist 

Shipyard is not aid, document no. IP/12/841,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5/07/2012. 
66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도자료- State aid: Commission clears financing of Polish Nauta Shipyard, 

document no. IP/13/258,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0/03/2013. 
67 European Union,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2014-2020: Official Text and 

Commentaries.’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and Urban Policy, 2015, p.8.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 강제노역 연구 

 

26 

 

프로젝트는 반드시 유럽연합이 정한 규정과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8 

회원국 중 자금 신청을 원하는 국가 정부는 구조기금 2014-2020 계획에 맞게 프로젝트 

제안을 하고 이 것이 통과되면 자금을 받게 된다. 69  2014-2020 계획은 총 3가지 큰 

목표를 갖고 있으며, 각 목표마다 11개의 세부 목적과제가 명시돼 있다. 이 3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예를 들어 기온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사업들). 끝으로 동반성장(inclusive growth)이다. 여기에는 사회통합 지향적 성장사업도 

포함한다. 70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럽구조기금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업이 

구조기금의 수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며 자금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럽지역발전기금이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의 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이다. 71  이 

기금의 2020 전략에 따르면 원조를 받는 회원국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은 교부금이나 대출형태로 지원된다. 72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11가지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구조투자기금은 유럽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일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 75% 이하인 국가들)과 과도기 국가들(유럽 연합 GDP 평균 75%-90%에 

해당)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자금 신청자격조건을 갖게 

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회원국들은 반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약정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보편적 전략 수행방침’(CSF)을 국내에 적용할 의무가 있다. 73  또한 유럽연합의 스마트, 

지속가능, 포괄적 성장 방침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4 

이는 곧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보고서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기금의 수혜를 

받는 프로젝트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68 앞의 책 p8, p15. 
69 앞의 책 p18. 
70 앞의 책 p17. 
71 앞의 책 p202. 
72 25 페이지. 
73 49 페이지. 
74 6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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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와의 협정서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원조받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자금의 부정 

사용과 잘못된 운영을 막고, 유럽연합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7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금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독권한이 있다. 76  만일 해당 회원국의 배임이나 잘못된 운영이 보고된 경우, 위원회는 

지원한 자금을 동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회수 등의 금융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  
  

                                            
75 56 페이지. 
76 5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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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근로자 실태의 인권법적 접근 
 
유럽연합 내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근로자들은 다양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폴란드, 북한 (DPRK) 모두 국제인권 핵심 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CESCR) 을 

비준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과 폴란드 모두 이 두 핵심 국제 인권규약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이를 비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두 국가 모두 규약들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유엔인권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에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한 인권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 인권헌장은 북한 해외근로자 강제노역이 일어나는 유럽과 그 외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인권법 중 북한과 폴란드에 

관련된 주요 규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먼저 북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핵심 

인권규약 이외도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도 비준했다. 폴란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도 비준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인권조약도 비준했다.  
 
ICCPR과  ICESCR에는 강제노역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특히 시민, 정치적 

권리협약의 8항에는 ‘누구도 강압이나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을’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이동의 자유, 거주선택의 자유,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 단체결사의 자유 등도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강제노역에 따라 침해 받는 권리들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6항에는 노동권에 대한 정의가 있다. 이 국제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자국 내 

강제노역의 발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7항에 정의된 근로 기준에 맞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7항에는 또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과 휴식, 

휴무 보장과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권리에는 집, 음식 

옷 등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권리 위원회가 

2016년 펴낸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no.23)에 적절한 근로환경에 대한 정의가, 2005년 

일반논평 (no. 18)에는 노동권에 대한 정의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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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팀은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 명의 근로자들을 

인터뷰 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파견되어 1996부터 2015년 사이 중동, 유럽 등지에서 

일했던 경험자들 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2016년 4월 폴란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기간 중 그단스크의 나우타 조선소에서 현지 근로자를 인터뷰했으며 그를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증언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증언 내용은 보안을 유지했으며,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증언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또한 관련 기업들의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앞서 보고서에 언급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 

조사보고서에도 상세히 기술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단체들이 2012-2015년 기간 중 발표한 북한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참조했다. 또한 언론보도도 연구자료에 중요한 참고가 됐다. 언론 

보도가 인권침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논의할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해 북한 해외 강제노역에 관련한 사진, 영상 등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진은 인권 

조사방법의 기준으로 유엔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기준을 참조했다. 

덧붙여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준수한 입증기준과 또한 정보제공자 등에 ‘해가 

되지 않게 한다(do no harm)’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침해 유형들  
 
유럽 내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언론과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알려진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에서의 북한근로자들 현실과 흡사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강제노역과 관련된 인권침해 항목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1)!노동권  

2)!이동, 거주지 선택의 자유 

3)!사생활 보호 및 가족, 집, 서신왕래에 임의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4)!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5)!표현의 자유와 임의적으로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견지할 권리 

6)!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주 생계유지를 보장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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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다른 인권침해도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한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실증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북한 정치체제와 수령과 당에 절대충성을 강요 

받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권리들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예상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처한 현실도 이와 유사하다. 그들은 과중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자아비판, 생활총화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장에 기술된 인권 침해 

사례들이 현재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 

이들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란 점이다. 
 
 

노동권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노동권은 ‘다른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77 즉 부여적 

권리(enabling right)라고 강조할 수 있다. 강제노역은 이러한 노동권에 위배된다. 

강제노역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신분증명 서류 압류, 격리, 협박,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78  이 밖에 월급의 압류, 과도한 근로시간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 장에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신분증 압류에 대해서 연구진이 만난 세 명의 증언자 모두 각각 파견 국가의 

일터에 배정되기 전 현지 관리인이 그들의 여권을 압수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아산정책연구소가 중국, 쿠웨이트, 러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했던 북한 근로자들의 

실상을 조사한 연구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술된바 있다.79 
 

1996년부터 1997년 까지 쿠웨이트에 파견근무 했던 임일 씨는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여권은 모두) 집체적으로 간부가 관리해요. 제가 있을 땐 보위부 지도원이 따로 

나와야 하는데 발령이 늦어져서 못나왔어요. 그래서 지배인이 했어요. 

종합적으로 자기 사무실 캐비닛에 넣었겠죠. 그냥 (공항에서 입국심사) 게이트 

                                            
77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No. 18), 6/2/2006, E/C.12/GC/18. 
78 ILO Indicators of Forced Labour, 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ur, 참조,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

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203832.pdf. 
79 아산정책연구소,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the DPRK, 2014.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 강제노역 연구 

 

32 

 

통과 할 때만 줬다가 다시 회수해요. (공항에선) 인솔자가 또 있죠. 한 팀 올 

때마다 간부가 따라 움직여요. 마지막까지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배인에게 

주고 가는 것이지요.80 
 

체코에서 약 150명 가량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을 관리했던 김태산 씨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여권은 한번에 모아서 집체적으로 보관한다. 북한의 규정상 근로자는 해외에 

나오면 대사관에 여권을 바치게 되어 있다. 주재국에서 여권이 없이 다니다 

(경찰)검문에서 걸리면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 우리는 회사에 가져다가 모아서 

관리했다. 사무실 캐비닛에 넣고(자물쇠)를 채워 뒀다. 특별히 병원에 가거나 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러 갈 때 신원을 증명해야 할 경우 잠시 여권을 

돌려준다.81 
 
격리는 강제노역을 증명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북한 근로자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북한 근로자들의 파견 방식은 생활과 작업현장 모두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경우 언어 장벽도 이들을 고립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또 외부인들과의 대화나 접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도 있다.  
 
폴란드 나우타 조선소에서 인터뷰한 그레고즈(40) 씨는 약 5년 전부터 나우타에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처음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간 것 같고, 현장에는 새로 교체된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한다고 말했다. 

조선소 안에는 식당과 매점 등이 있어 인부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북한 

근로자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북한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언제나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82  
 

임일 씨에 따르면, 
 
쉴 때 세탁하고 장기도 두고, 카드놀이도 하고 그 정도죠. 다른 것은 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지역은 철조망이 

쳐져있고 그게 처음엔 왜 쳐져 있냐 물어보니까, 북한 통역이 말하길 이 나라는 

외국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은 철조망이 쳐져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북한 

                                            
80 임일 인터뷰. 
81 김태산 인터뷰.  
82 연구진 폴란드 현지조사, 일시: 2016. 4월 20일 장소: 폴란드 그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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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쳐 준 것 이에요. 인력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에요.83 
 

김태산씨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북한 근로자들은 해외에 나가면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생활을 한다. 출판, 잡지 

라디오, TV를 전혀 볼 수 없다. 현지 근로자나 외국인과 1:1로 대화할 수도 없다. 

즉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84 
 

보안을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다른 증언자는 최근까지 유럽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현지인이나 또 다른 국가 근로자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우리 근로자들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해요, 유럽근로자들과 

떨어져서 북한 근로자들만 함께요.” 85 
 
또 다른 강제노역의 징후는 바로 협박과 위협이다. 이러한 요소는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채용과정부터 잠재돼 있다. 먼저 파견근무자로 선발되기 위해선 

출신성분과 당원여부 또 가족이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보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파견근무 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사회 시스템은 세뇌,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이에 대한 보상,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처벌은 개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좌제로 삼대가 함께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선 이미 기존에 많은 연구와 증언자료가 

있다. 일례로 반역죄에 몰린 한 가족이 조부모부터 손주들까지 모두 재판이나 아무런 

변호의 기회조차 없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증언이 있다.86 
 
김태산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해외근로자들은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83 임일 인터뷰. 
84 김태산 인터뷰. 
85 인터뷰 유럽 파견 경험 북한근로자 인터뷰, 일시 2016. 5월 13-15일, 장소: 비공개. 
86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February 2014, 

A/HRC/25/CRP.1, 또 Kang Chol-hwan, The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 Basic Book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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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임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귀국시키고, 그런 근로자는 귀국 후 사상투쟁(검열)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노임에 대해 함부로 말 하지 

못한다.87 
 

또 다른 북한 근로자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로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문건상 결혼을 해 있어야 하고, 자녀가 고국에 

남아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 이탈에 대비한 인질이 필요한 것이다. 

문건심사에서는 부부생활도 원만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며, 파견될 때에는 

인민반장과 직장노동자 3명이 보증을 서줘야 한다.88 
 
유럽북한인권위원회(EAHRNK) 와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INHL) 

도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받는 협박과 위협에 대한 증언을 제공한 바 있다.89  
 
노동권에 포함된 여러 가지 권리 중에는 단순히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환경과, 임금,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 생활환경, 휴식, 레저, 초과근무 제한, 

유급휴가 등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진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해외근로자들은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 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를 하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다음 장에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덧붙여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규정위반 사항들에 관해선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2014년 전경수씨 사고 조사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됐다.  
 

거주, 이동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2조는 이동의 자유와 자유의사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의했다.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No. 27)을 통해 ‘이동의 자유는 개인의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기술했다.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해외 지역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이러한 거주. 이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   

                                            
87 김태산 인터뷰, 2016년 3월 22일. 레이던-서울 화상인터뷰 
88 유럽 내 북한근로자 익명 인터뷰, 2016 5월 13-15일. 장소 미공개. 
89 EAHRNK, The Will of the State: North Korean Forced Labour, September 2015,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r ,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December 2012. Available from http://en.nksc.co.kr/wp-

content/uploads/2014/08/INH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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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그디니아 지역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모두 함께 한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20명의 노동자들이 약 

70평 남짓 크기의 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단스크 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19명이 77평 남짓한 크기의 한 주택에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90 익명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폴란드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한 방에 대략 10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직장장이 사업총화 때 우리의 인건비가 싸니까 폴란드회사가 우리 

근로자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해준 것이 전부였고, 우리 월급에서 숙식비, 

가스, 전기료 등이 지출된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나의 근로소득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얼마를 경비로 공제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를 착취당하는지 모르는 것이다.91 
 

김태산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늠할 수 있다. 
 
체코는 당시 서유럽동맹에 들어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좋은) 법적으로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러시아나 

아프리카에 나가는 노동자들은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생활하고 그러는데, 체코는 노동법상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에 3-4명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체코 현지에 

있는 모텔이라고 할 수 있는(숙소)에 들어가 생활을 하기도 했다. 공장에 

숙소가 있는 공장은 그 곳에서 숙박했고, 숙소가 없는 신발공장 같은 

곳은 호텔에 들어가 있었다. 호텔에서는 한방에 3-4명 정도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숙박비가 많이 들어갔다. 숙박비는 월급에서 

공제했다.92 
 

쿠웨이트에 파견됐던 임일 씨는 당시 숙소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숙소는) 폐교를 사용했다. 전쟁 폭격에 맞은 폐교였으니까 

여기저기 막 폭격 맞은 데도 있었고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었고, 깨끗한 

                                            
90 북한 인권정보센터 보도자료(영문), 2015 3월. 
91 유럽 파견 근로자 인터뷰 
92 김태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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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아니었죠. 교실을 숙소로 이용했어요. 교실에 철제 침대를 놓고, 

1인용 침대를 놓고 숙소로 이용했고 한쪽 구석에다 식당을 만들어놓고 

단체 식사하고, 화장실 변기를 막아놓고 샤워장으로 사용했고 뭐 그 

정도죠.93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월급을 전부 혹은 대부분 착취 당했다는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근로자들 스스로 따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시스템은 해외근로자들의 거주나 외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생활 침해 및 가족, 집, 서신왕래에 대한 개입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과거 동독 정보부 이른바 슈타지 (Stasi) 비밀첩보원처럼 이웃간 또 

동료간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북한 파견근로자들 사이에도 도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국가 감시체계는 시민들이 

국가지도 체제에 반감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비판도 반 국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다른 시민들이 고발할 경우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94   
 
이와 같은 감시체제는 해외 파견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자들은 규정에 의해 항상 3명 이상의 그룹으로 이동을 한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INHL 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3명 혹은 4명이 함께 이동하며, 서로를 상시 감시하도록 교육 받는다.95 

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가입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중 사적 

생활에 대한 개입금지(제1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진은 폴란드 현지조사 중 그디니아, 그단스크 두 지역 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숙소를 확인했다. 숙소가 있던 주택 입구 및 건물 주변에 여러 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제 집단공동 생활, 고립, 노동자들간의 상호감시 시스템 등 

모두 사적 생활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이들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가족, 친지와의 

서신왕래도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의 외부 출입과 관련해 김태산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93 임일 인터뷰.  
94 A/HRC/25/CRP.1. 
95 INHL,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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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유외출은 북조선 대외 사업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부식을 구하려고 나가는 경우. 이럴 

경우 승인을 받고 집단으로 나간다…평일에는 시내 상점을 간다는 등의 

외출은 금지되어 있었다.’96 
 
1997년 쿠웨이트 파견 근무지에서 탈출한 임일 씨는 당시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는 과정의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려웠죠. 혼자 찾아갔으니까 원래 혼자 행동을 못하니까 청부 알바 

흉내를 내고 (함께 일하기로 한) 그 친구를 따돌리고 나 혼자 

한국대사관에 갔죠.’97  
 

또 유럽에서 근무했던 다른 증언자는 휴대폰 사용여부에 대해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2015년 6월부터 금지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덧붙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처음에 작업장에 배치되었을 때 대부분 근로자들이 핸드폰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보위지도원이 핸드폰을 없애라고 

지시를 내렸다.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국문화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통역만 핸드폰을 보유하도록 허용했는데 아마도 

근로자들이 또 핸드폰을 숨겨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파견근무 기간 중 가족과의 연락 방법에 대해 그는 ‘2015년 4월에 인편으로 

아내와 두 딸의 편지를 받았다. 보통 해외근로자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다.’고 

말했다.98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22)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가 비상사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통해서도 이 권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99 유엔 

                                            
96 김태산 인터뷰. 
97 임일 인터뷰. 
98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99 Human Rights Council, CCPR General Comment No. 22: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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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100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로서 파견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념학습과 생활총화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유년기 때부터 세뇌교육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께 절대 복종과 북한 체제와 당의 선전에 위반하는 어떠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도록 키워내고 있다’라고 유엔 COI는 보고했다.101 

이번 연구에 협조한 세 명의 증언자 모두 이러한 세뇌, 사상교육 시스템이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도 시행된다고 증언했다.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중동,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상 학습과 세뇌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일 씨는 이에 대해  

‘학습은 2주에 한 번. 매번 1 시간 정도, 생활총화도 1시간 정도 대부분 

일과 끝나고 해요. (노동자들) 무조건 참여해요 참여 안 하면 반동이죠. 

정치적인 의무에요 북한주민에게 총화, 학습 이것은 의무에요,’라고 

증언했다.102 
 
김태산 씨도  

 
‘모든 노동자들은 반드시 생활총화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체코파견근무) 당시 1주일 1번 생활총화, 1번 강연회 등을 했다. 

생활총화는 특별한 내용이라기 보다, 자기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고했고 또 상대방 조직원이 상호 비판이 

있었다. 강연회는 북한 수령의 위대성, 북한 제도의 우월성, 당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자는 내용이 주로. 북한 외교부를 통해 매달 학습자료를 

전달받아 했다.’고 밝혔다.103 
 
또 익명의 EU 파견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1주일에 1회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내용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반장한테 

                                            

Conscience or Religion), 30 July 1993.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53883fb22.html. 
100 A/HRC/25/CRP.1. 
101 상게서 Ibid. 
102 임일 인터뷰. 
103 김태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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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을 받는다. 노트에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대사관 당비서나 회사 

당비서가 돌아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총화를 한 달에 한번도 안하고 노트기록 검열도 한 달 

밀렸다가 정리한 일도 있었다.104  
 
 

표현의 자유,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한 사람이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이며, 모든 사회의 근간이자 민주주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정의했다.105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 제18조, 제17조, 제25조, 제27조도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고 정의했다.106 
 
김태산씨는 체코 근무 당시 근로자들이 임금과 관련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북조선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임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귀국시키고, 그런 노동자는 귀국 후 사상투쟁(검열)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노임에 대해 절대로 불만을 제기 

하지 못한다.107 
 
또한 이와 관련 EU에서 근무했던 증언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면 왕따 당한다.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참고 지낸다. 물론 

근로자들끼리는 서로 소곤대며 불평불만을 얘기한다. 직장장이 심어놓은 

정보원이 들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정보원도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104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05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No. 34), September 2011, CCPR/C/GC/34. 
106 상게서 Ibid. 
107 김태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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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제비판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108  
 

기본 생존권  

(식량, 의복, 주택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에는 자신과 가족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는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명시했다. 

경제사회이사회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반논평(No.23)을 

통해 이를 강조하며, ‘근로보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사회보장, 의료, 교육 , 식량, 의복 

및 주택 등 적합한 생활을 보장을 충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권리는 

근로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일뿐만 아니라 이 국제규약 제 11조에 보장된 권리임을 

강조했다. ICESCR 제 11조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디니아 와 그단스크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협소한 공간에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10명이 방 하나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적절한 의복과 식사가 제공됐는지에 대해선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었다. 다만 최근까지 EU 국가에서 근무했던 증언자에 의하면 월급으로 담배, 맥주 옷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109  
 
기존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고에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이다. 일례로 EAHRNK 는 한 

목격자의 증언을 빌려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생활이 흡사 동물들 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NKDB도 폴란드 몽골에 나와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거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11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갖기 위해선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누리는 권리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 

해외근로자가 번 월급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기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일도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해외근무가 다른 일자리보다 선호 받는 직업이란 것은 알 수 있다. 

                                            
108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09 상게서 Ibid. 
110 앞에 인용한 EAHRNK, NKDB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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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변화가 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 파견근무 수요가 늘고, 이들을 

선발 훈련하는 양성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전처럼 양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통과하거나 대기기간을 단축 

또는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아직도 뇌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111 
 
 임일 씨는 해외파견 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파견근무를 마치면) TV, 냉장고, 녹음기, 자전거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어요. (1996년까지 만해도) 3년씩 일하고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북한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벼락 부자나 같은 

것이에요. 왜냐면 북한에서 3년이 아니라 30년을 일해도 TV 한대를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덧붙여 임일씨는 쿠웨이트 파견 근무 당시 생계를 위해 몰래 다른 일 (일명 

청부알바)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북한) 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회사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외국에 나간 기간 마치고 본국에 

갈 때에 돈 조금 가져갈 수 있다. 112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 여러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부 혹은 대부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상세히 

기술했다. 만약 근로자와 그 가족이 해외근무를 통해 실제 버는 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분명히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료로는 실제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충분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생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휴먼 트래피킹   
 
북한 해외근로자 파견 문제에서 부각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휴먼 트래피킹이다. 

해외 강제노역에 연루 된 근로자들이 트래피킹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이번 연구 과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트래피킹 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장 위험 단계인 레벨 3 (Tier 3)로 분류하며, 최소한의 

                                            
111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12 임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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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계약을 통한 해외근로자 파견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실현, 강요제적인 방법으로 이동과 대화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2000 U.N. TIP Protocol’ 인준을 권고했다.113 반면 이 보고서는 폴란드를 가장 안전한 

단계인 레벨 1 (Tier 1)로 분류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은 2010년 폴란드에 대한 보고서에서 휴먼 트래피킹 

개선을 위한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노력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관련 정부 

기관들의 신설과 정책의 입안을 들었다.114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착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폴란드 국가 고용근로감독 당국과 국경경비대가 2008년 맺은 

협력방안을 예로 들었다. 폴란드는 지역 고용감독관들에게 트래피킹에 대한 사안을 

중앙고용근로감독청에 보고하도록 지시 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트랭피킹을 

통한 강제노역이 활성화 됨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115  

현대판 노예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WFF)이 발표한 ‘2016 세계 노예 

보고서’(The 2016 Global Slave Index, GSI)116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한 곳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110만 명, 전체인구 

2500만 명의 4.4 %가 노예나 이와 유사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숫자에 약 

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ly 2015.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45365.pdf.  

(번역자 주: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

를 발표하고 있다)  
114 Human Rights Counci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Joy Ngozi Ezeilo* Addendum Mission to Poland**’, 2 June 2010, A/HRC/14/32/Add.3. 

Available from https://documents-

ddsny.un.org/doc/UNDOC/GEN/G10/138/76/PDF/G1013876.pdf?OpenElement. 
115 상게서 Ibid. 
116 Walk Free Foundation, the Global Slavery Index, 참조

http://www.globalslaveryindex.org/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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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117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역, 현대판 노예, 빚을 담보로 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법률적 의미로는 서로 분류하고 

있다.118 본 연구진은 국제법 관점으로 북한 해외 근로자들(특별히 이번에 조사한 폴란드 

내)의 상황이 강제 노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명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현대판 노예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   

                                            
117 참조 http://www.globalslaveryindex.org/region/asia-pacific/ 
118 참조 http://www.ilo.org/global/topics/forced-labour/news/WCMS_237569/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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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법 관점으로 본 유럽 내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파견은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즉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선발 과정부터, 파견, 계약해지까지 총괄관리 한다는 뜻이다. 선발 기준은 

직업 전문성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충성도, 결혼 유무, 건강 등도 포함된다. 이들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또한 평양으로 모인다. 본 연구진의 조사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노동자 선발 

과정도 당과 국영 기업체들을 통해 이뤄진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2013년 

새로운 법령을 제정, 국가 외화벌이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시작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직접 해외 근로자 파견과 운영에 관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다.  
 
 특히 연구진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뤘다. 

1.! 노동자들의 고용방식  

2.!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3.! 노동법 위반 사항  
 

이어서 위 내용을 유럽연합지침(EC Directives), 유럽연합법, 국제노동법 조약들에 

비춰 점검 했다.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폴란드 국내법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했다. 다만 

폴란드 정부가 제공한 취업허가증 통계를 보면 현재 유럽 국가들 중 폴란드에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19 취업허가증 통계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과 

이전 관련 연구 자료들도 참조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노동자 선발, 훈련, 해당 

국가로 파견 등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한 자료들도 이들 노동자들의 작업과정, 형태, 근로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됐다.  
 
평양에서 폴란드까지의 파견과정  
 
계속된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결국 해외 근로자 파견의 숫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중국, 캄보디아,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각지로 

진출하는 근로자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유럽에서 일했던 한 

                                            
119 본 연구를 위해 북한-폴란드 양국 간에 그 동안 체결했던 여려가지 조약들도 검토했다. 또 폴

란드-북한 양국 기업들간의 협정서와 근로자들의 계약서, 급여내역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보고서 등도 확보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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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는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해외 파견 근무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대외건설지도국 산하에 능라, 평양, 모란봉, 송화, 양각, 등 20개 

대외건설양성소가 있다. 양성소는 많은데 오히려 해외파견 인력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다. 양성소 간부지도원의 임무는 인원을 많이 

모집하여 해외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모집실적이 부진하면 

연말 사업총화 때 비판의 대상이 된다. 120 

 
그는 덧붙여 약 10년 전 까지만 해도 해외 파견 근무에 선발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일자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뇌물을 주는 일이 흔치 않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특히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선발 뒤 대기기간을 단축하거나 좀 

더 좋은 근무 여건의 국가로 파견되기 위해서 아직도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나는) ‘능라대외건설자 양성소’ 노동과를 통해 신청했다[…] 능라대외건설자 

양성소는 원래 중앙당 소속이었으나 2014년 9~10월경 내각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대개 탈락자는 신체검사에서 많이 나온다. 신체검사에서 30%정도의 

인원이 탈락하는데 대부분 결핵 때문이다. 북한에는 그만큼 결핵환자가 많다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체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50달러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검사에 들어간다. 불합격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현장에서 뇌물을 

고이기 위해서다 […] 양성소에는 당비서와 당 간부과 소속 간부지도원이 있다.121 
 
표면상으로는 ‘지원서’ , ‘뇌물제공’ 모두 노동자들 스스로 해외파견에 자원했다는 

근거요소가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선 

‘개인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없다’ 122는 것과 북한 당국에서 

강제로 특정 직업 군에 배치한다는 점이다.123 국제노동기구(ILO) 는 ‘기만적인 

채용방식(deceptive recruitment)’에 ‘비자율적인 채용방식(unfree recruitment)’도 포함시킨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강제노역(forced labour)’의 요소에도 포함된다.124 북한 해외파견 

                                            
120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21 상게서 Ibid. 
122 The Gulag Inc, p. 41 참조, 

http://www.hrnk.org/uploads/pdfs/KKJ_Gulag_INC_FinalFinal_WEB.pdf  
123 상게서 Ibid.. 
124 Profits and Poverty,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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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대부분 채용 전 자신들이 맡을 근무의 특성과 근무환경,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원한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스스로 자원해 직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임일씨는 인터뷰에서 쿠웨이트로 가게 된 동기에 대해 당시 

러시아, 리비아 등의 국가들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을 더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제가 5개월간 있으면서 월급을 한 번도 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는가는, 주지도 않으면서. 아무래도 리비아나 러시아보다 본 

업체하고 계약을 크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준다는 소리였나 봐요. 
 

해외파견 근로자의 선발과정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업무수행 능력 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아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로자로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문건상 결혼을 해 있어야 하고, 

자녀가 고국에 남아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 이탈에 대비한 

인질이 필요한 것이다.125  
 
(해외선발) 기준은 당에서 근로자들의 학습 및 사상 교육을 전담하는 

간부의 평가서가 있어야 해요. 지난 3~ 5년 정도 생활에서 큰 하자가 

없었고 충성심이 높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학습도 잘 참가했고, 김일성 

관련 행사에도 잘 참여했다 이런 우수한 평정서가 있어야 해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인민반장이라고 해요. 남한에선 통장이라고 하죠. 그 

반장으로부터 3년 간에 생활 평가서가 또 있어야 하고 양호해야겠지요. 

당연히 출신성분, 친인척 중에 불법, 범법자들이 없어야 하죠. 126 
 
파견근무에 선발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지나 맡게 될 업무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출국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파견 전 교육은 

사상교육 중심이었다고 한다.127 
 

(계약서) 서류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평양에서 일단 나갈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한해 사상 교육을 해요. 이는 

3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앙당 강습이라고 해서 김일성이나 정치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김일성을 이렇게 선전하고 우리 

                                            
125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26 임일 인터뷰. 
127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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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체제를 선전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외교부 강습이 있어요. 

외국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매너, 풍습 같은 것을 알려주고요. 세 번째 

고위부 강습이 있는데, 이것은 참 신기한 것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을 가르쳐줘요. 해외에 남조선 안기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납치되어서 

순식간에 끌려간다는 것 등이요. 그런 내용의 강습을 받지요. 이건 뭐 

하루 2,3시간씩 이틀 정도 받아요. 어떤 것을 보여 주냐 하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해외에서 돈에 유혹되어서 남조선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나 납치되어 넘어간 사람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남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 고문도 받고 바로 살겠다고 건실하게 행동을 해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을 영상물로 보여줘요. 아마 

만들었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들로 남조선에 대한 호감을 

잠재워 놓는 것이지요.128  
 
해외 근로자 파견에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근로자 채용과정 또 

의무적인 신체검사, 해당 국가로 이동 수단 제공 등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증언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파견 국가로 까지 이동 편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항공편 시간 때문에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1박했다. 대사관 운전기사가 

북경공항에서 영접하고 대사관 숙소까지 안내했다.129 
  

                                            
128 상게서 Ibid. 
129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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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근로자들의 폴란드 근무 환경과 조건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은 폴란드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적법한 워킹퍼밋을 

발급받고 들어간다. 근로자들의 취업허가서를 발급함에 있어 폴란드와 북한 당국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는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과 차이가 

있어 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 파견에 있어 러시아와 북한 양 국가의 경제 

협력관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중요한 참조가 됐다. 
 
2001년 8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관계자들이 러시아 당국에 매년 약 5,500명 가량의 근로자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이듬해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때 추가로 2,500 명의 근로자들을 보내 러시아 

극동지역에 인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130  
 
임일 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근로자들의 

파견계약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에 대한 감독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이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 북한 근로자들이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아르멕스 회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해외근로자 29명이 북한 능라도총무역총회사를 통해 

아르멕스에 파견됐음을 파악했다. 이들 모두 D-타입의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일한 회사가 아르멕스가 아닌 크리스트 조선소(Crist S.A.) 란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취업허가서상에는 아르멕스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폴란드 노동법 규정(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120 항 제 3조에 위반된 행위며 위반 사항에 따라1만 즐로티(원화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관련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는 아르멕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입증된 사실과 증거에 의거해 볼 때 아르멕스 대표자는 의도를 갖고 혹은 

실수를 가장해서 무지한 29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크리스트 조선소에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근무하게 했다.131 이에 대해 고용근로감독청은 아르멕스에 대한 

                                            
130 Larisa V. Zabrovskaya,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ar East: 1992-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5.2 (2006), pp. 95-111. 
131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보고서, Regional Labour Inspectorate, 28/8/2013, 문서번호 no. 03186-

53100-K034-PU_13-Contro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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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법원에 요청했고, 이 결과 법원은 아르멕스츠게 3,000 즐로티의 벌금형을 

선고했다.132  
 
추가적으로 고용근로감독청은 북한 능라도무역회사와 관련해 대해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능라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북한 국적 근로자 중 4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폴란드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133  
 
또한 북한 근로자들 중에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폴란드에 일정기간 

동안 남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배치를 받고 현장에서 7년간 일한 사람이 ‘오늘도 또 지옥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하고 한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134 
 

여기서 한 가지 상기할 점은 폴란드 내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작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란 것이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여권 등 

신분증명서는 파견 국가 주재 북한 대사관이나 현지 관리자에 의해 통제관리 된다. 

체코에 신발, 피복 합작회사의 책임자로 일했던 김태산씨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여권은 한번에 모아서 집체적으로 보관한다. 북한은 규정상 해외에 

나오면 대사관에 내도록 되어 있다. 주재국에서 여권을 휴대하지 않고 

다니다 (경찰)검문에서 걸리면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 우리는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직접 모아서 관리했다. 사무실 캐비닛에 넣어서 자물쇠를 

채워 뒀다. 특별히 병원에 가거나 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러 갈 

때 신원을 증명해야 할 경우 잠시 여권을 돌려준다.135 
 
위와 같은 관행은 폴란드에서도 행해졌다. 한 목격자는 ‘폴란드 공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장장이 여권과 비자를 회수하고 직장장의 사무실에 특별히 보관했다’고 

                                            
132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질의서 답변 2016년 4월 25일. Written correspondence from the 

Polish National Labour Inspectorate on 25/04/2016 (GNL-439-0512-1-1/16). 
133 상게서 Ibid.. 
134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35 김태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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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했다.136 임일 씨 증언에 따르면 쿠웨이트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한다.  
 
앞 장에서 이미 국가 당국의 통제로 인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 개입은 사적 공간 뿐 아니라 근무환경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코 신발제조회사에 파견된 여성 

근로자들의 책임자로 일했던 김태산 씨는 당시 근로자들의 관리자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관리자였습니다. 거기에 여성 보위원이 1명 더 나와 있었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문제도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과정에 

드러났다. 고용근로감독청은 북한 근로자들이 적합한 임금과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했다.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개인 은행계좌가 아니라 모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37  
 
월급의 규모와 지급 시기 또한 불분명했다. 폴란드에 근무했던 증언자는 월급의 

수령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월급을 받는) 기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현지 북한 책임자) 사장이 

오는 날이 월급을 주는 날로 알고 있다. 그가 왔다가 가면 직장장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월급을 주고 사인을 받았다. (나는) 첫 번째 

월급은 2개월 밀려서 (근무 시작 후) 3개월 후에 받았는데 500즐로티를 

받았다. 두번째 월급은 역시 한 달이 경과한 후에 400즐로티를 받았다. 

직장장이 월급을 주면서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월급이 전달보다 100즐로티 줄어든 것은 직장장이 

‘금수산태양궁전기금’ 명목으로 100즐로티를 공제했기 때문이다…세 번째 

월급은 800즐로티를 받았다. 월급 총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나의 

숙식비나 기타 공동생활비로 얼마를 공제하고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138 
 
김태산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지 북한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일괄 수령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월급명세서는 발급됐지만 근로자 개인이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다.  
 

                                            
136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37 임일, 김태산 씨 모두 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 
138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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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150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70을 주고, 나머지 80은 국가에 

들여보내고, 130달러를 받는 사람은 절반을 잘라서 또 분할로 국가에 

바쳤다. 월급(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일괄) 절반은 분할로 바쳤다…139  
 
근로자들의 총 임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국가에 헌납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헌납된 금액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 간다는 사실은 아래 증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벌이자금을 중앙당에 보내야 하는데 유엔의 

대북제재조치로 뭉칫돈만 들고 출국할 수 없게 되니까 근로자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고 출국심사 때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라는 구실로 

당자금을 함께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다.140 
 
 

김태산 씨는 쿠웨이트 근무 당시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5개월간 있으면서 월급을 한 번도 받지는 못했어요…월급 주면 

다같이 주는데 (제 주변에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돈은 

북한 당국계좌로 보내준 것 같아요. 현지에 준 것 같진 않아요.141  
 
폴란드 내 북한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의적으로 압류해 이를 처벌이나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한 사례도 목격됐다.  
 

2014년 10월에 그단스크에 파견되었던 젊은 용접공(35세) 두 명이 직장 

주변 상점에서 전자제품을 훔쳤다가 그 중 1명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서에까지 끌려갔으나 결국 직장장이 나서서 상점 주인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무마시켰다. 그후 폴란드에 있는 모든 북한인 근로자들에게 

당분간 외출금지 조치가 있었고, 사건 당사자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고, 

1년 이상 월급도 한푼 받지 못했다.142 
 

이러한 상황에도 북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수 없다. 

김태산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139 김태산 인터뷰. 
140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41 임일 인터뷰. 
142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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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임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귀국시키고, 

그런 노동자는 귀국 후 사상투쟁(검열)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노임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100여 명이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현장에서 소요를 일으킨 사건이 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지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올해 상반기 외화벌이 계획 

목표를 태양절 (김일성 생일·4월 15일)보다 더 빨리 납부하면 성과로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말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 ‘월급이나 제때 달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일부 노동자는 ‘조기 상납’ 발언을 꺼낸 현지 지도원에게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143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고려항공기 소속 비행기가 지난 5월 17일 쿠웨이트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단체로 태워 북한으로 태워 갔다고 전했다.144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장시간 근무 등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언급됐다.145  
 

필요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0-12 시간, 주문량이 많은 

경우 12시간 이상 근무했다.146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7시까지 세면 및 정돈을 해요. 8시까지 

밥먹고 일하러 나가는 거에요. 나가서 12시까지 하지요. , 12시부터 

1시까지 들어오면 점심 먹고, 1시부터 다시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6~7시까지 저녁 식사시간이에요. 점심 시간 빼놓고 11시간, 12시간 

이거든요…한 이틀 삼일에 한 번은 연장 작업을 해요. 규정엔 없는데 

초급 간부들이 자꾸 충동질해요 ‘우리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당에 

영광의 보호를 올리자. 맡겨진 과제를 먼저 끝내서 좋은 결과를 당에 

보고하자’, 그러면서 연장 작업을 꼬시는 거죠.147  

보통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했다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하고 

작업을 끝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되자 토요일에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143 참조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1023.html. 
144 참조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kuwaitnkworker-

06072016144106.html. 
145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질의서 답변서한, 2016년 3월 31일. 
146 김태산 인터뷰. 
147 임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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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48  
 
폴란드 고용감독 조사관들은 북한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149 EU 파견 경험자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하루를 쉴 경우 관리자가 

이에 따라 이틀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지난 2014년 8월 29일 화재 사고 당일 전경수씨의 

사고과정과 그가 일했던 조선소 작업환경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당시 그가 

어떠한 근무 조건과 환경에서 일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전경수 씨가 근무했던 환경을 

다른 모든 북한 근로자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사고조사 보고서를 통해 

평소에 북한 근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지 비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경수씨 사망과 관련해 폴란드 고용노동청 감독관들은 크리스트 조선소에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사고 당일 그디니아에 위치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근무 

하고 있었다.150 조사보고서에는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 주변 환경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전경수는 사고 이전부재 조립 담당부서 소속이었다가 얼마 

전 파이프를 용접하는 부서로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배치 후 그가 새로운 업무에 

대해 훈련이나 재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사고 당일인 29일 그를 고용한 

아르멕스(Armex)사의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현장 관리자의 작업 지시를 전달하는 

북한 통역도 없었다. 통역이 없을 때 작업 지시는 주로 손이나 간단한 단어로 이뤄졌다. 

사고 당시 전씨는 배 안에 작은 탱크에서 파이프 라인을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파이프는 탱크 입구에서 약 5-10 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입구는 매우 협소한 

크기로 탱크 안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사고 당시 전경수 씨는 

혼자 탱크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가 온 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탱크 밖으로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사고현장 주변에는 소화기가 

없어 그의 옷이 이미 재가 되는 동안에도 주변 동료들은 불을 끄기 위해 이곳 저곳을 

허둥지둥 찾아 다녔다고 한다.  
 
폴란드 고용감독관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불법 

정황들이 기록됐다. 먼저, 용접 같은 위험한 작업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현장 책임자가 

부재했다는 점. 적절한 사고예방 조치가 부재한 점. 예를 들어 2인 1조로 한 명은 탱크 

                                            
148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49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질의서 답변서한, 2016. 3월 31일.. 
150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아르멕스에 대한 조사 보고서(2014), Regional Labour Inspectorate, 

Control Protocol PIP Aramex 2014, document no. 03273-5303-K047-Pt/14, 28/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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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에 상황을 주시했어야 한다. 위험한 작업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안전지침이 없었다는 사실. 규정에 맞는 방화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점, 현장에 소화기, 

담요 등 방화시설이 미비한 점들이다.151 물론 이러한 정황들을 크리스트 조선소에 

근무한 모든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정황의 

심각성이나 다양성으로 볼 때 전경수씨가 처했던 상황이 단순히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트 조선소는 북한 

근로자들의 불법고용과 관련 현지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크리스트가 유럽연합의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152  
 
고용감독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크리스트 조선소에 근무한 북한 

근로자들 모두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7-9개월 간 받은 월급명세서에 

개개인이 모두 서명 확인한 점도 파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고가 있기 전 7월과 8월 

월급명세서에는 모든 서명이 동일한 한 사람의 필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뒷장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했듯이 전경수 씨 사망 사고 이후 9월 달 월급 명세서에는 

개개인이 각각 다른 필기체로 서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153 문제는 현재 폴란드 

법규상 고용근로감독기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 규정에는 능라도총무역총회사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파견한 근로자들의 숫자나 현황에 대해선 폴란드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북한 당국은 쉽게 현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다.  
  

                                            
151 상게서 Ibid.  
152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68:0024:0032:EN:PDF. 
153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아르멕스 대한 조사보고서 (2013), Control Protocol Inspection PIP 

Aramex (2013), Case No. 03186-53100-K033-PU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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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와 고용주와의 관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 ‘Hard to see, Harder to Count’에 조사된 것처럼 

최근 고용주나 인력알선업체들이 비임금 근로자 (self-employed)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특별히 노동법에 시행 범위가 크거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 

국가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원인은 고용주들이 임금 근로자 채용 시 감당해야 할 

사회보장이나 최소급여, 노동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보장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154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 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29)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모든 일 또는 서비스를 

정의할 때 정규직인지 비임금 근로형태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포함한다는 점이다.155 
 
곧 정규직 임금 근로자인지 여부 및 고용방식은 강제노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고용형태는 고용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 내에서 북한근로자들은 비유럽권 제 3세계 국적자로 (TCN)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는 즉 EU권 국가 출신 근로자들과는 다른 규정과 법이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고용주의 특성이다.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들은 직접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개업체나 인력알선 업체를 통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단순히 고용계약서만으로는 이러한 고용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자들 중에는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나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근로자로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지 아니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북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여러 중개회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북한 기업들로 철산무역, 능라도무역총회사, 

남남협력회사 등이 있고 폴란드 내 현지 중개기업 중에는 알손과 아르멕스사가 있다. 또 

폴란드와 북한 합작회사는 조-뽈과 원예사도 있다. 언급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임시직 채용을 도와주는 고용알선 에이전시 2. 월별 

급여지급 및 세금 등을 관리해 주는 급여 관리 대행업체 3. 계약업체나 하청업체 등에 

                                            
154 Hard to see, Harder to cou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vailable at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

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182096, p.19. 
155 상게서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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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중개 회사.  

폴란드의 경우 인력중개 회사와 하청업체 등을 모두 포함 총 32개곳 업체들이 현재 

북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의 조사보고서와 

연구진이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의 채용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1. 북한 현지 회사 A가 인력중개 업체처럼 폴란드 내 현지 기업 B에 직접 

근로자들을 알선하는 경유. 
 
유형 2. 북한과 폴란드가 합작투자를 하여 폴란드 내 회사를 설립. 일정기간 동안 

북한 근로자들의 채용을 직접 이 합작회사를 통해 하는 방법.  
 
유형 3. 북한 회사 A가 폴란드 회사 또는 폴-북 합작회사 B에 인력을 제공하고, 

B는 다시 폴란드 현지 회사 C에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중개업체는 한 곳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형 3 방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간제 파견근로자 

중개업체를 통해 단기 프로젝트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 성격과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전일제 근로자와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이 확보한 북한 근로자들의 급여 내역서를 

보면 이들은 모두 매달 똑같은 금액을 정해진 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단지 

급여 내역서상에서 일 뿐 실제로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정해진 월급보다 훨씬 

적으며 현지에서 최소생활을 유지할 정도란 증언이 있다.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차후에 북한에서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들 근로자들은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 일정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다.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지휘하는 직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156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이 2013년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됐다. 
 
(폴란드 근로자) 저는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에는 5명의 북한 근로자와 7명의 우크라이나 국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는 모두 아르멕스 (Armex) 소속이며…용접공 자격증을 가지고 그 일을 

                                            
156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소 근로자들의 경우 매일 작업 전 직장 주도

로 작업브리핑이 있다고 한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조사 보고서(2014) 문서번호, 

 No. 03273-5303-K047-P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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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그룹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작업 지시를 내리고, 아르멕스 소속의 북한 노동자들은 제가 동행한 가운데 

업무를 하며, 저는 하루에 끝내야 하는 작업량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 

지시합니다. 그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157 
 
크리스트 조선소는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작업복, 안전 및 작업 도구를 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했다. 결국 크리스트는 북한 근로자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기술한 정황들을 보면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과 휴일 

근로시간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기간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채용기업 X는 근로자들의 현장 업무(업무시간 및 안전 규정 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과 안전 장비 및 작업 

도구도 X가 마련해 준 것이다. 

-채용기업 X는 조선업, 건설, 농업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문기업이다.  

-채용기업 X 는 단순히 근로자 몇 명을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계약을 채결했다. 

-채용기업 X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하는 인력팀이 있으며, 이들의 관리를 

위해 채용된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 

-채용기업 X는 근로자들의 배치, 행정부터 필요한 자격증까지 모든 관리를 

맡고 있다.  
 
  

                                            
157 폴란드 그단스크 지방 고용근로감독청의 능라도에 대한 조사 보고서, 2013년 8월 28일 작성, 

문서번호, 03186-53100-K034-PU_13. Rungrad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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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조사를 했다. 전체 합계 총 377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77명은 

불법적으로 취업허가증에 정해진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158 

고용근로감독청은 불법정황 중 특별히 근로자들이 유효한 취업허가서와 비자를 갖고 

있는지 또 취업허가증을 발급한 기업 이 외에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159  
 
중요한 점은 폴란드 고용감독 규정에 따르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에 관한 

감독은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났거나 이에 대한 신고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요청이나 언론 등을 통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북한기업과 폴란드 기업간 유착관계는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 권한 밖이란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23건의 조사는 충분한 혐의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했다.160 
 
폴란드 고용감독 기구 조사에서 드러난 불법정황들은 다음과 같다.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일이 아닌 다른 장소에 근로자들을 채용시켜 불법적인 

일에 연루시킴 

-취업허가서에 허가된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함.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함. 

-적합한 임금과 추가수당 미지급.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음. 

-폴란드 노동법에 규정된 주 5일 근무, 노동시간 및 휴식 보장 등을 준수하지 

않음.161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북한 근로자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기만에 의해 문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임금, 추가 근무수당 및 유급 휴가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졌다. 또 주 5일 근무 등 전일제 노동자들처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음을 확인했다.162 보고서에는 작업 현장에 북한 현지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 고용감독 당국은 연구진과의 서신에서 

                                            
158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과의 질의서 답변, 2016. 3월 3일. 
159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과의 질의서 답변, 2016. 4월 25일. 
160 상게서 Ibid. 
161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과의 질의서 답변, 2016. 3월 31일. 
162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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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으로 보이는 현장 관리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163 

유럽 내 북한 해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이에 따른 영향 
 
파견 근로자들과 채용 기업의 법적 지위에 따라 EU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허가증과 취업허가서를 발급한 국가 외 다른 국가에서도 일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유럽 이민법 규정 포털사이트를 참조하면 기간제 해외 파견근로자가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다.164 규정은 EU 

내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영업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상당 부분 해당 사업의 특성과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폴란드의 경우 다른 EU 

권 국가들보다 규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일하기 위해선 

사업의 실현성과 재정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유럽권 국가 

출신의 경우 폴란드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이 다른 유럽 국가 내에서 

자동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폴란드 내에서 근무하기 위해선 취업허가증과 거주허가증이 필요하다. 

폴란드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허가증만 있어도 충분하며 일의 종류와 

성격과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어떤 경우는 취업허가증이 없이도 근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유럽권 국가인 북한 근로자들은 반드시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폴란드에서 

근무할 수 있다. 취업허가증은 대개 고용주가 신청하므로 특정 고용주를 위해서만 

정해진 포지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바뀔 경우 

새로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미 한 EU국가에서 거주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주근로자는 근로자 배치에 관한 지침(the Posting of workers 

directive-번역자 주 EU 단일시장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침)165에 따라 다른 EU 

권 국가에서도 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권한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고용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고용주가 국경간 비즈니스 

업무를 하며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다른 

국가에 파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근로자 배치에 관한 지침이 정한 

노동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 중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권리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월급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166 EU 

                                            
163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과의 질의서 답변, 2016. 4월 25일. 
164 참조, http://ec.europa.eu/immigration/eu-immigration-portal-hoeen  
165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71:EN:HTML.  
166 참조, http://eur-lex.europa.eu/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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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최근 단일 시장 강화와 자유로운 무역과 거래를 위해 마련된 지침들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특별히 

쉥겐협정국가들간 이동 때 특별한 신분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사례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본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EU 국가들간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막기엔 미흡하다. 유럽 국가간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가 노동력 착취와 강제노역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EU 모든 국가들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29 (the Convention 29 Protocol)167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법과 지침에 규정된 근로권 
 
근로계약서와 근로명세서 또 근로감독보고서와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 북한 근로자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주 6일 동안 일했고 작업 현장 감독자로부터 작업지시와 감독을 직접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북한근로자들은 전일제근무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렸어야 하지만 고용감독 기구는 단순히 이들의 취업허가서와 문서에만 근거 

이들을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로 분류했고 이에 대한 위반 사실만을 조사했다.  
 
제 3국 국적 출신 근로자들에게는 EU 지침 2011/98168이 해당된다. 이 지침은 

단일 취업허가서와 거주허가증을 받고 EU 국가에서 근무하는 비유럽권 출신 

근로자에 적용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제 3국적 

파견근로자들(TCN)도 합법적인 취업허가서가 있다면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장 조건 

등에 관해 유럽국가 근로자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12조 제1항). 이미 이 

지침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들은 현지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북한근로자를 불법 채용한 사례를 이미 

적발한 바 있다.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EU 지침 2009/52169가 적용된다. 동 

지침 제 3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들이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 관련 

                                            

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14.159.01.0011.01.ENG.  
167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029.  
16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343:0001:0009:EN:PDF.  
16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68:0024:003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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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감독 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동 지침 제 5 항에는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효과적, 균형적 , 억제력 있는’170 제재를 

정부가 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폴란드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불법고용 사례가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정도다. 일례로 아르멕스의 경우 북한 근로자 

불법채용에 대해 500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171 제 6항에는 

불법채용 근로자들이 갖는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고용자에게 미지불 

보수가 있을 경우 해당 고용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172  
  

 

국제법과 유럽연합 규정의 위반 사항 
 
유럽 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들의 

노동권과 관련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대부분의 북한 

파견근로자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와 노동권리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실만으로도 유럽연합 지침 91/533173에 위반된다. 이 지침은 모든 

고용인들에게 근무환경과 업무성격, 계약 기간과 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 2조 제1항에는 ‘고용주는 이 지침에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내용과 계약관계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침은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계약관계를 맺고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제 1조 제 1항 참조). 하지만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내 북한 파견근로자들은 계약서와 월급명세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 

                                            
170 상게서 Ibid. 참조 Art.5.1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nfringements of the prohibition 

referred to in Article 3 are subject to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against the 

employer. 
171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과의 질의서 답변, 2016. 3월 31일. 
172 Article 6. 1. (a) any outstanding remuneration to the illegally employed third-country national. 

The agreed level of remuneration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at least as high as the wage 

provided for by the applicable laws on minimum wages, by collective agreements or in ccordance 

with established practice in the relevant occupational branches, unless either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can prove otherwise, while respecting, where appropriate, the mandatory national 

provisions on wages.  
17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533: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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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신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174 일례로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지난 2014년 

아르멕스에 대한 감독조사에서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7월-9월 분의 월급명세서를 

확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45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이름이 적힌 7-8월급여내역서에 

서명이 모두 동일한 필체란 점이다.175 하지만 9월 명세서에는 모든 서명이 다른 필체로 

적혀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화재로 사망한 

전경수가 이 45명의 명단에 있다는 것과 그가 사망한 시점인 8월 29일 이후에 폴란드 

당국의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이다. 이를 유추해 보면 관계당국의 조사 이전까지는 

근로자들의 명세서는 모두 한 사람이 취합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급여 명세서에는 

북한 근로자들은 매달 모두 동일한 2,800 PLN (한화 약 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월급 지급방식에 대해 아르멕스의 사장 코발스카 

(Kowalska)는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을 아르멕스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직접 

월급명세서에 서명한다고 주장했다.176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월급명세서에 적힌 

서명은 모두 한 명의 필체로 근로자들을 대신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3. 

참조) 
 

                                            
174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아르멕스에 대한 조사보고서 (2014), Regional Labour Inspectorate, 

Control Protocol PIP Aramex 2014, document no. 03273-5303-K047-Pt/14, 28/11/2014. 보고서에는 

북한근로자들의 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175 상게서 Ibid. 
176 독일 Vice 다큐멘터리에 코발스카 사장과의 인터뷰가 들어있다. Cash for Kim: North Korean 

Forced Labourers Are Working to Their Death in Poland, 참조, 

https://www.vice.com/video/cash-for-kim-north-korean-forced-labourers-are-working-to-their-

death-in-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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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4년 8월 월급명세서177 

이는 유럽연합 지침 2009/52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 

조사 과정에서는 간과된 부분이다. 지침에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해당 정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77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름과 개인신상 정보는 가렸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보고서 

(2014), Polish National Labour Inspectorate Inspection into Armex, Case no. 03273-5303-K047-

P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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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도를 갖고 이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도 고려할 

수 있다. 형사처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럽연합 결정 (2002/629/JHA of 19 July 

2002 on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을 따른다.  
 
(24) 범죄행위에 대해선 효과적, 균형적, 억제력 있는 형사상 처벌을 가해야 

한다. 효과적, 균형적, 억제력 있는 처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입국가 정부의 

의무이며 다만 국제 사회와 해당 국가 형사사법 제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형사처벌 

 1. 회원국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침 제 

9조를 위반 한 행위에 대해 효과적, 균형적, 억제력 있는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 2. 이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며, 형사상 위법 행위에 한해서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처벌에 대한 결정은 공개할 수 있다.178 
 
제 3국 출신 파견근로자들이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지침 2009/52/EC의 

세부규정이 적용된다. 179  여기에는 제 3국 출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고용주에 내릴 수 있는 제재와 관련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불법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고용주-근로자 

관계뿐만 아니라 기타 고용관계도 적용된다.  
 
제 8조. 하청계약 
 

1.! 고용주가 하청업자인 경우 청부인도 다음과 같은 책무가 있다.  

(a)!제 5조항에 따른 경제적 제재 

(b)! 조항 6 1.a 와 c, 조항 6. (2), (3)에 정의한 미지불 급여 및 채무 

2.! 고용주가 하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정부는 계약자와 관계된 

중개업체들이 하청인을 대신해 혹은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다.  
 
EU 회원국의 의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다. 

제 13조 신고접수  

1.! 가입 회원국은 불법 채용된 해외 근로자들이 스스로 혹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나 다른 제 3기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7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68:0024:0032:EN:PDF. 
179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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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회원국은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 3 기관이 불법채용 

해외근로자를 대신 혹은 지원하여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조건과 수당, 근무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180  폴란드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을 관리자나 현장 책임자가 

대신 취합해 수령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월급이 얼마인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북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황 만을 가지고 이들 북한 파견근로자들이 

강제노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파견근무에 지원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 선택권(freedom of choice) 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강제노역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에는 근로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요 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받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강제노역’이라고 지칭한다. (제 2조 제 1항). 이는 곧 강제노역에 해당하기 

위해선 크게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어떤 

형태이든지 근로자가 제 3자를 위해 일을 한다. 둘째로 위협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수행한다. 여기서 위협은 심리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끝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지에 반해 일을 수행한 점이다. 자유의지에 

반하는 행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착취 행위는 무장 경비원이나 감금시설 등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들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불법활동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근로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81  위와 관련 해 임일 씨를 

포함한 북한근로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제노동을 뒷받침 하는 

                                            
180 이 같은 사실은 본 연구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됐던 연구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됐

던 부분이다.  
181 ILO Global Estimate of Forced Labour,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

18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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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아래와 같다. 182  
 

-! 자유롭지 못한 채용 

-! 자유롭게 떠날 수 없음 

-! 제한된 자유 

-! 협박이나 강압 하의 주거 및 노동 

-! 종속적인 관계 

-! 가사에 대한 의존 

-! 노동권 위반행위 

-! 강압과 폭력 

-! 관리인의 존재 
 
국제노동기구는 자유롭지 못한 고용 방법의 의미가 ‘기만이나 강압에 의해 채용’ 

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183  북한 파견근로자들은 파견 전에 어떤 업무의 내용과 

자신이 받게 될 급여 등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채용방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강제근로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의정서(2014 Protocol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제 1 조항에는 비준국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이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강제근로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며 또한 

강제근로를 시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단체, 노동조합 단체들과 협의를 

갖는다. 

3.! 강제근로의 정의는 강제근로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운영 방식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여러 중개기업들에 의해 독특한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강제노역은 국제법, 관습법, EU법 (또한 유엔인권헌장, 유럽연합 

                                            
182 Profits and Poverty,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

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243391.pdf. 
183 상게서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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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헌장, 유럽연합 사회헌장과 유럽인권조약 등)에184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강제노역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일례로 앞서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한 북한 근로자는 약 1년 가까이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185 
 

유럽연합 내 북한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유럽연합 회원국가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속칭 허위 자영업자(bogus self-

employed)로 분류된다. 이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세금, 의료 복지, 연금 등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최근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유럽 국가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다른 

해외근로자들과 북한근로자들 차이는 후자는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임금이 근로자들이 아닌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전일제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EU 국가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기 위해 합법적인 여러 

가지 채용방법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대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이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인권법적 담론은 정치적 영향과 비협조적인 북한의 태도로 늘 한계에 

부딪쳤다. 하지만 노동법적 접근은 이러한 한계를 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럽에서 파견 근무했던 아래 북한근로자의 증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의 고용회사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확인시켜 준다면 북한 간부들에 의한 노동 착취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만약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이나 간부들에 의한 착취가 

계속된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자연히 알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때로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부정행위나 개인적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개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북한체제와 외부세계와 

                                            
184 관련 조문 참조. http://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http://www.europarl.europa.eu/charter/pdf/text_en.pdf; 

http://www.echr.coe.int/Pages/home.aspx?p=home;  

http://www.coe.int/en/web/turin-european-social-charter/home.  
185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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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있는 의식이나 방법이 없다. 그것은 진실 또는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 외부세계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진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현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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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수출  
 
북한 해외 강제노역 이슈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들의 운영관리방식이 북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고려한다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북한 시스템이 해외에 그대로 수출되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이념주의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생활총화 등이 해외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유일영도 체제에 대한 이념 교육을 해외파견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 유일영도 체제의 근간인 수령주의가 북한 사회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해외라는 특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념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위상도 매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념과 

지도자에 대한 신화교육,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때로는 북한 

지도체제를 위한 자금 모음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최근까지 유럽에 근무했던 

파견 근로자 출신 탈북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 
 

일요일 아침에 식사 후 대청소를 우선 한다. 그 다음 9시부터 10시반까지 

사업총화를 하는데 주로 강연자료 열람하기, 선전영화보기, 주간사업 

결산 등을 진행한다.186   
 

체코 공장의 책임자를 맡았던 김태산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상교육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강제사항이었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반듯이 생활총화에 참여했다. 1주일에 1번은 생활총화, 

1번은 산총학습, 강연회를 (번갈아) 했다…강연회 자료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187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생활총화를 형식이나 문서상으로만 처리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다.  
 

매주 생활총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지만, 실제로는 매주 생활총화를 

하지 않고 주로 문서로 형식적 기록만 남겨 놓는다. 1주일에 1회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내용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반장에게 검열을 

                                            
186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87 김태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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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노트에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대사관 당비서나 회사 당비서가 

돌아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총화를 한 달에 한번도 안하고 노트기록 검열도 한 달 밀렸다가 

정리한 일도 있었다.188 
 

또 다음 증언을 통해 북한 체제를 위한 자금 마련에 해외파견 근로자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월급이 전달보다 100즐로티 줄어든 것은 직장장이 

‘금수산태양궁전기금’ 명목으로 100즐로티를 공제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은 누구나 매분기마다 반 의무적으로 30달러 정도를 

‘금수산태양궁전기금’으로 정부에 바쳐야 한다. 폴란드 근무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189 
 

이러한 이념주의 교육에는 제한된 근로자들의 제한 자유가 동반됐다. 특별히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해외 파견국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됐다고 

한다. 물론 해외에 있다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증언을 보면 이 또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숙소에) TV를 설치해주지 않는다. 근로자 개인이 대부분 몰래 소형 

TV나 노트북을 구입하여 갖고 있으며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본다. 

옆에 다른 근로자가 있지만 그들이 내가 보는 내용을 모르니까 고발은 

안 한다. 서로 남의 것 훔쳐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서로가 묵인하는 

것이다…나도 폴란드 영화를 몰래 본 사실이 있다. (작업) 반장도 남몰래 

노트북으로 TV를 본다. 한번은 반장이 혼자 술을 먹고 노트북을 보다가 

켜 놓은 채 잠이 들었고 방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노트북에서 

한국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고는 ‘우리가 끄자’고 해서 꺼 준 일도 

있다.190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이념교육이 주로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개인시간과 자유로운 외출 활동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김태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88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89 상게서 Ibid. 
190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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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유외출은 북조선 대외 사업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부식을 구하려고(채소, 쌀 등 식품) 

나가는 경우. 이럴 경우 승인을 받고 집단으로 나간다. 호실 단위, 친구들 

단위로, 어디에 몇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 온다는 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다. 평일에는 시내 상점을 가는 식의 외출은 금지되어 있었다.191 
 
이러한 시스템을 강요하기 위해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그룹에는 동료들의 

감시자 역할을 맡은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 안전보위부에서 파견된 간부나 

관리자들에 소속되어 그들의 지시를 받으며 주요 임무로는 근로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명령에 따르게 하는 일이다.  
 

처음에 작업장에 배치되었을 때 대부분 근로자들이 핸드폰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보위지도원이 핸드폰을 없애라고 

지시를 내렸다.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국문화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통역만 핸드폰을 보유하도록 허용했는데 아마도 

근로자들이 다시 핸드폰을 숨겨서 사용했을 것이다.192 
 

보위부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증언도 있다. 
 

조직에서는 사장이 1번, 당비서가 2번, 3번이 보위원인데 3번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직장장은 부문당비서이고 반장은 세포비서 역할을 

한다.19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은 해외파견근로자의 선발과 

파견과정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의 근무와 거주환경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합작회사나 또는 인력알선에 대한 커미션으로—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 북한 당국의 현지 관리자들은 북한 유일주의 영도체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상교육과 명목상 자발적인 

충성자금, 근로자의 자유제한과 제재는 모두 북한당국의 관여로 이뤄진다. 이러한 이념 

사상교육은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를 막론하고 모든 북한 주민을 마치 ‘노예 (enslaved)’ 

처럼 만드는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파견근로자들은 본국에서 

보다 조금은 덜 구속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간 서로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191 김태산 인터뷰. 
192 유럽 파견 북한 근로자 인터뷰. 
193 상게서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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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교육을 문서상으로만 처리한 점, 노트북이나 다른 통신장치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북한 체제가 마치 축소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유엔 

특별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94 북한 당국이 해외근로자들에게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율을 지키게 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북한체제를 그대로 도입하여 

이들을 이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외부세계와 분리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노동권리, 

법적인 지위, 보수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지속 시킬 수 있게 된다. 
  

                                            
194 유엔 특별조사보고서 참조,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5/273/17/PDF/N1527317.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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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들의 유형 
 
이번 보고서는 약 200만 명 가량의 평양공민등록 명부 자료도 참조했다. 이 공민 

명부는 폴란드 고용근로감독 당국에서 얻은 북한 근로자 명단을 비교.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출신과 배경을 알 

수 있었다. 폴란드 파견 근로자들은 다른 해외지역 파견 근로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을 해 북한에 남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그 중 하나다. 

물론 파견 지역에 따라 조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유럽은 임금이 높고, 원한다면 쉽게 

난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유럽지역에서 도망치는 것은 한국으로 탈출하는 것과 달리 

정치범이 아닌 경제사범으로 간주되는 특징이 있다.195 따라서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 조사관이 전경수 씨 사망사건 때 확보한 총 48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명단과 평양 주민 데이터 베이스를 비교했을 때 동일인으로 보이는 25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는 곧 나머지 23명의 경우 평양 외 지역에 거주했거나, 명부 작성 

당시 미성년자로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입수한 명부가 마지막으로 정리 된 

것은 2004년이다.) 하지만 48명 중 25명이 평양 출신이란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전체 인구 중 10% 미만이 평양에 거주하며, 평양에 살기 

위해선 특별 허가증(평양시민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평양에 거주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는 마치 ‘평양공화국’에 사는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196 

                                            
195 해외에서 망명한 북한 탈북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자와 다르다

고 한다. 
196 장진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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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25명의 근로자 중 19명이 북한 노동당원이란 점이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15%가 당원이란 것을 감안해 볼 때 놀라운 결과이다. 또 25명 중 

19명이 2004년 기준으로 이미 결혼을 했고, 나머지 미혼의 근로자들은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편이었다. 평양 공민명부가 2004년 자료임을 고려했을 때 미혼자들도 

지금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파견 근로자들의 

경력이다. 명단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공장이나 건설업 등에 근무 경험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폴란드 혹은 적어도 폴란드 조선소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북한 

당국의 신임을 얻은 숙련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 절반이 평양에 

거주하였고, 근로자 76%가 노동당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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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요약  
 
북한사회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계가 모호하다.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 사기업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경계선은 허상에 불과하다. 비록 북한을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개념에서 벗어난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는 관점197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기업으로 등록된 북한 회사들이 모두 

북한 정권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해외에 등재된 북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사실상 북한 고위 관리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198 북한 정권은 능라도무역총회사 같은 국영기업을 이용해 정교한 

방법으로 대량의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이는 기존 북한의 

시스템이 예측불가능하며 비이성적이며 또 바깥 세상에 무지하다는 고정관념을 깬다. 또 

이러한 북한 해외근로자 파견 시스템은 오랜 인내와 시행착오199 뒤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유럽연합 노동조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최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로 인해 북한은 외화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진의 중간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지난 몇 년간 북한의 광물 

판매 수입금이나 광물채굴권 판매로 얻는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 중국 광물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였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에는 수출금액이 고작 

6억 달러에 그쳤다.200 또 북한 정권은 2016년 5월 열린 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이를 위한 외화벌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01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요인은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2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북한 해외근로자와 관련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취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이들 해외근로자들로부터 북한 

정권이 얻는 수익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 조사 방법에 

의거해 추산해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강제 노역으로 

                                            
197 참조, Remco Breuker, ‘Noord-Korea is geen staat, maar een bedrijf,’ NRC Next, 11/02/2016; and 

Jim Walsh & John Park, ‘To Stop the Missiles, Stop North Korea, Inc.,’ New York Times, 10/03/2016, 

http://www.nytimes.com/2016/03/10/opinion/to-stopthe-missiles-stop-north-korea-inc.html?_r=0  
198 알손사의 강홍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199 북한은 2006년 체코공화국에 파견했던 근로자들을 모두 귀환시킨 경험이 있다. 이는 당시 언

론과 국제사회가 북한 근로자들의 처한 인권상황에 따른 결과이다. 
200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5-17. 
201 외화벌이에 기여하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202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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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받는 근로자는 일인당 연 평균 약 34,800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203  

지난 유럽연합의 2015년 대북한 무역수지 총 금액은 약 3천만 유로였다. 폴란드 내 북한 

파견 근로자들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이들 근로자들의 임금을 합하면 유럽과의 

무역수지 절반보다 큰 수치다.204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을 약 140억 달러 정도로 볼 

때 북한이 유럽에 근로자들을 보내 얻는 수익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205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록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이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이는 파견 근로자 당사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란 점이다. 폴란드 내 북한 파견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북한 

내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 

파견근무를 가기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206 하지만 개인에게 

이득이 있다고 해도 북한해외 파견근로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근로자들을 통해 거둔 자금이 북한정권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에 들어가는 외환자금을 막기 위한 유엔과 EU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특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가 EU의 

지역개발 기금의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연구진은 앞서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북한 해외 강제노동력의 유입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북한이 현재 처한 외환 보유의 어려움; 기존 주요 외화벌이였던 광물 

산업 등의 쇠락으로 해외 노동자 파견의 필요가 증가했다. 

2.! 이미 오랫동안 해외근로자 파견 경험-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해외에서 일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207 

3.! 북한의 국가 운영 방식과 사회주의 체제 방식은 세계 노동 시장의 

요구에 꼭 들어맞는다. (북한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도 근로자들을 수급하고 

이들을 해외에서 일하도록 강제할 역량이 있으며 또 국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203 ILO의 통계자료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강제노동 피해자 한 명 당 평균 3,900 달러를 벌어들이

고, 아태지역에서는 일인당 5,000달러, 중동 지역에서는 일인 당 1만 5000달러, 선진 경제지역에

선  약 3만 4,800달러를 벌었다. 
204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28.pdf.  
205 유럽이 북한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란 사실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6 본 보고서에 포함된 북한근로자들의 증언 참조. 
207 Larisa V. Zabrovskaya,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ar East: 1992-

2005,’ pp. 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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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분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나아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북한 간부들이 현지 인력파견 업체에 

등록되어 감시자 역할도 한다.) 

4.! 자국의 감시체제를 그대로 옮겨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점- 마치 북한의 축소판처럼 근로자들은 해외에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서에 지적된 구조적인 인권유린 

사례이다. 다만 장소가 단순히 북한에서 해외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르다.)  

5.! 유럽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얻을 수 있는 수입. 적은 수의 근로자들을 

파견해도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많은 근로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점.208 (평양에는 더 많은 외화를 벌기 위해 비행기로 왕진을 다니는 

의사도 있다.209)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유럽이나 또 다른 지역에 북한 근로자들의 

숫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착취 당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은 사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점차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근로자들은 값싼 노동력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인권유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 해외강제노역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강제노역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유럽연합이 그 동안 북한과 피상적으로 해온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이 보다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관계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북한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럽연합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인권침해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8 당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는 북한 해외 파견근로자들이 확인된 바 없다. 
209 참조,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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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권고사항은 

예방책, 단기 정책과 장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과제로 드러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특징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권리에 대해 무지하단 

사실이다. 따라서 첫 번째 권고사항은 유럽국가 회원국 또는 관련된 채용기업들이 

책임에 대한 문제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인지시켜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인식변화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 체제에 종속된 북한 근로자들은 북한 안이나 해외에서 위치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노동법적 지위와 권리를 일깨어 주는 

것과 나아가 그들의 누릴 수 있는 인권에 대해 인식을 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다른 권고 사항들은 국제노동법 등 법을 이용한 대책마련과 추가로 조사할 부분에 

대해 다뤘다.  
 

-! 권고사항 1: 

유럽연합 회원국가와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해당 국가 정부는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근로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과 관련 노동조합 및 고용주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권고사항 2: 

중개회사와 하청업체 또는 다른 유형의 고용주들도 각자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책임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 

-! 권고사항 3: 

유럽 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현실과 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인권침해사항들을 공론화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또 근로자들 스스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 

-! 권고사항 4: 

국제노동기구(ILO) 와 해당 국가 고용감독 기구에 보고체계를 마련하며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임한다.  

-! 권고사항 5: 

민사상, 행정 또는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을 요구한다.  

-! 권고사항 6:  

피해 사항을 신고하는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망명을 원할 

경우 피신처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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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 7: 

북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 특히 유럽연합의 법률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인권제재결의안 위반 여부에 관해 조사한다. 

-! 권고사항 8:  

북한근로자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위반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한편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도 조사한다. 

-! 권고사항 9: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또 이들이 있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모든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력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글로벌 센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또 회원국가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10 연구진은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 현상을 이러한 목표에 

적합한 사례로 본다. 최소한 19개 ILO 회원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국가 중에는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211 

이번 보고서에도 다룬 것처럼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많은 

증거와 또 그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점.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이러한 관행이 전례 없는 인권유린 국가에 의해 자행됐다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연구진은 국제 노동기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번역: 오규욱 연구원) 
 
 

    
  

                                            
210 참조, Reports of the Committee on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 Resolution and 

conclusions submitted for the Conference. 9 June, 2016 
211 참조, The Guardian, 29th October, 201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oct/29/north-korea-workers-forcedlabour-abroad-u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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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초 록 
 
북한노동자 한 사람(이름: 전경수)이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던 중 화재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당시 주 6일,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이상 

일을 해왔다. 그는 작업장과 거주지 이외에는 아무데도 자유로이 다닐 수 없었고, 일한 

대가에 대한 보수를 거의 받지 못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자유 시간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마치 신과 같은 북한 절대 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들을 숭배하는 

사상교육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는 고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여권조차 직접 소지하지 못했다. 폴란드에 파견된 ‘전경수’와 그의 동료들은 강제노동의 

희생자들이다.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노동자들을 이념적으로 무장하고 훈련시켜 

해외에 수출하는 아주 특별한 강제노동의 방식이다. 
 

연구팀은 본 보고서를 위해 목격자 증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폴란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헌조사 방법으로 관련된 회사의 조직구조, 비자발급 및 쌍무계약 관계, 

폴란드와 북한정부 자료 등을 참조했다. 
 
북한은 독특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에는 국가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릉라도(Rungrado)’와 같은 회사들을 통해 

대규모의 노동력을 소집할 수 있는 복잡한 방식을 구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국가의 특권과 현지 노동시장에 대해 잘 아는 현지 

기업(agents)의 경험적 노하우를 결합한 방식이다.  
 
최근 북한을 대상으로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외화수입에서 

해외근로자 파견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점차 늘어나는 

해외 강제노역 근로자 수는 점점 어려워지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해외 강제노역 현상은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문제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곧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려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위반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부 채용 기업 중 유럽연합의 지역발전 기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법률구조상 북한 노동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과 임금착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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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이 제도를 오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고용 방식(bogus self-employment practices)을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폴란드 케이스)의 연구결과로 밝혀진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해외파견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그들의 임금은 곧바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지역 여건에 딱 들어맞는 ‘하이브리드형’ 해외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방법을 

강구해냈다. 
 
북한의 해외 강제노역 근로자들은 그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착취는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의 한 

단편이다. 즉 북한은 국제 노동시장의 값싼 노동력 수요에 맞게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룸에 있어 유럽노동법은 단순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관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른 국가와 

고용주들이 그들도 북한 근로자 인권 침해의 종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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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Researching+ contemporary+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is+ fraught+ with+ danger.+ Not+ necessarily+ for+ the+

researchers+themselves+(although+the+DPRK+regime+has+shown+not+to+be+above+threats+and+intimidation+aimed+

at+academics),+but+also+and+primarily+for+North+Koreans+themselves.+It+does+not+take+a+great+feat+of+imagination+

to+picture+what+could+happen+to+anyone+perceived+in+Pyongyang+to+have+fallen+foul+of+the+regime.+Or+to+just+be+

expendable.+These+considerations+informed+our+protection+protocols,+but+have+not+dissuaded+us+from+doing+the+

research+in+the+first+place.+Our+prime+reason+for+undertaking+this+research+was+the+realization+that+the+sudden+

increase+in+DPRK+overseas+forced+labour+would+continue,+given+the+low+risks+and+high+profits+involved+for+the+

DPRK.+This+victimizes+a+growing+number+of+people+and+secures+abundant+sources+of+hard+currency+for+a+state+

that+in+terms+of+human+rights+violations+was+considered+in+2014+to+be+‘without+parallel’+by+the+United+Nations+

Commission+of+Inquiry+on+Human+Rights+in+the+DPR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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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Tried+and+tested+as+I+thought+I+was+after+more+than+a+quarter+century+of+struggle+in+the+labour+movement+and+in+

politics,+I+have+been+shaken+by+the+revelations+brought+forward+in+this+report.+An+autocracy+of+the+worst+kind+

using+its+own+citizens+as+a+kind+of+slaves+in+an+effort+to+raise+money+for+weaponry+and+luxury+items+for+the+elite.+

Despite+the+difficulty+of+verifying+the+numbers,+this+excellent+report+shows+that+it+is+a+problem+of+unprecedented+

magnitude.+ It+ concerns+ tens+ of+ thousands,+ perhaps+ over+ hundred+ thousand,+North+ Korean+workers+who+ are+

exploited+in+other+countries+to+ensure+the+survival+of+a+thoroughly+rotten+regime.+

This+inRdepth+report,+prepared+in+astonishingly+little+time+by+a+multidisciplinary+team+led+by+Leiden+University’s+

LeidenAsiaCentre,+shed+a+cold+light+on+what+has+long+been+hidden.+Moreover,+it+shows+that+it+does+not+just+involve+

the+usual+suspects.+Of+course,+most+North+Korean+slaves+are+being+deployed+in+“friendly”+countries+such+as+China+

and+Russia;+in+itself+shocking+enough.+However,+it+goes+much+further+than+that.+Even+in+democratic+countries,+

themselves+ signatories+of+all+ kinds+of+noble+conventions+and+ treaties,+ these+practices+occur.+Even+now+North+

Koreans+work+in+appalling+conditions+in+the+European+Union+itself+while+their+meager+remuneration+flows+directly+

into+the+coffers+of+Pyongyang.+

The+report+tells+about+a+North+Korean+man+who,+after+having+worked+12+hours+a+day,+six+days+a+week+for+years+in+

a+Polish+shipyard,+succumbed+to+his+wounds+in+a+Polish+hospital.+Burns+covered+over+95%+of+his+body+because+his+

highly+inflammable+synthetic+overalls+–+cheaper+for+the+bosses+–+caught+in+a+blaze+when+he+was+welding+pipes+

without+ any+ supervision.+ This+ and+ the+ other+ stories+ and+ testimonies+ show+ clearly+ that+ not+ only+ European+

legislation,+ ILO+conventions+and+universal+human+rights+are+structurally+violated,+but+ that+ these+practices+are+

above+all+essentially+an+attack+on+humanity+itself.+

The+full+story+must+be+revealed.+The+report+shows+that+many+more+–+also+other+European+countries+–+are+involved+

in+this+structural+exploitation.+Even+Dutch+companies+have,+through+maintenance+contracts,+been+involved.+Some+

of+ these+ companies+ have+ even+ received+ European+ funds,+which+means+ that+ the+ EU+ is+ indirectly+ funding+ the+

tyranny+of+Kim+JongRun.+We+must+put+an+end+to+this.+ +

I+ am+ working+ hard+ in+ the+ European+ Parliament+ to+ achieve+ this.+ The+ European+ Commission+ and+ national+

governments+must+be+forced+into+action.+Nevertheless,+that+will+not+be+enough;+the+problem+is+much+bigger+than+

Europa+alone.+It+is+spread+all+over+the+world.+We+cannot+solve+it+as+long+as+no+information+is+above+the+table.+

Therefore,+I+would+encourage+policymakers+to+continue+to+support+research+such+as+to+the+“Slaves+to+the+System”+

project,+enabling+them+to+continue+uncovering+this+open+wound+in+our+world.+

Agnes(Jongerius(

Member&of&the&European&Parliament&for&the&Netherlands&

Vice8chair&of&the&Committee&on&Employment&and&Social&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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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ory(Remarks(

The+2016+Global+Slavery+Index,+released+in+early+June,+focused+a+bright+light+on+North+Korea.+I+am+a+coRauthor+of+

the+Global+Slavery+Index+and+after+several+years+of+stating+that+we+simply+could+not+get+enough+information+to+

report+on+North+Korea,+we+finally+pulled+out+all+the+stops+and+worked+hard+to+develop+a+clear+idea+of+the+state+of+

modern,+ stateRsponsored+ slavery+ in+ that+ country.+ The+ results+ surprised+ even+ our+ hardened+ research+ team.+

Applying+our+very+conservative+statistical+extrapolation+techniques+it+soon+became+clear+that+North+Korea,+if+our+

estimates+were+correct,+had+the+highest+prevalence+of+slavery+of+any+country+in+the+world.+

For+ our+ very+ respected+ colleagues+at+ the+ LeidenAsiaCentre,+ this+ confirmed+what+ they+already+ knew+and+had+

helped+us+to+understand+–+that+hundreds+of+thousands+of+North+Koreans+are+exploited,+trafficked,+enslaved,+and+

abused+systematically+and+routinely+by+the+government.+Some+are+sold+abroad;+some+are+forced,+both+in+prisons+

and+in+“freedom”+to+work+extensively+and+often+brutally+in+the+service+of+the+state.+It+is+a+level+of+exploitation+

and+enslavement+that+exceeds+all+other+modern+examples,+and+is+reminiscent+of+the+Congo+under+King+Leopold+

in+1900,+when+millions+there+were+enslaved+and+died+in+forced+labour.+

It+ is+hard+to+penetrate+the+dark+and+closed+state+of+North+Korea,+and+for+many+in+the+developed+world,+it+ is+a+

country+that+is+easy+to+ignore.+But+as+a+seat+of+unalloyed+and+extensive+violations+of+human+rights,+we+cannot+

allow+its+mask+to+conceal+its+crimes.+Slaves&to&the&System+is+a+crucial+tool+in+ripping+away+that+mask,+and+for+that+

all+who+value+human+life+and+rights+are+grateful.+

+

Kevin(Bales(

Professor+of+Contemporary+Slavery,+University+of+Nottingham+

CoRAuthor,+Global+Slavery+Ind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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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Writing+a+report+on+a+–+politically+–+sensitive+topic+related+to+North+Korea,+one+faces+challenges+that+in+some+ways+

are+very+different+from+other+fields+of+research+(and+very+similar+ in+yet+other+ways).+Although+every+research+

project+on+ forced+ labour+or+human+ rights+has+ its+own+characteristics+and+pitfalls,+North+Korea+ is+ yet+another+

category.+

First,+there+is+the+difficulty+of+obtaining+information.+Although+often+wildly+exaggerated+in+the+press,+it+is+more+

difficult+than+in+most+other+countries+to+secure+data+from+North+Korea,+to+hold+interviews,+or+to+access+the+media.+

There+are+no+public+debates+or+discourses+in+North+Korea+researchers+may+refer+to+and+it+is+a+state+that+lacks+the+

sustained+critical+gaze+of+opposition+parties.+These+are+the+very+ingredients+needed+to+approach+sensitive+topics+

such+as+overseas+forced+labour,+but+they+are+not+(or+hardly)+available+to+a+researcher+working+on+North+Korea.+

This+often+leads+to+North+Korea+not+being+included+in+more+globally+oriented+largeRscale+research+efforts,+either+

because+researchers+have+no+sufficient+hard+evidence+in+terms+of+data,+or+because+North+Korea+is+seen+as+such+

an+exotic+rarity+that+it+is+seen+as+a+fundamental+category+on+its+own.+ + +

We+started+our+project+on+North+Korean+overseas+forced+labour+trying+to+put+R+the+very+urgent+need+for+R+research+

on+North+Korea+in+a+different+perspective.+There+are+two+advantages+that+enabled+us+to+do+so+and+gave+us+the+

confidence+that+we+would+be+able+to+contribute+to+the+debate.+First,+since+we+focus+on+the+EU,+for+most+data+and+

information+we+would+not+be+dependent+on+anecdotal+bits+and+pieces+of+information+seeping+out+of+the+DPRK.+

We+were+able+to+obtain+the+information+we+needed+in+the+countries+where+the+DPRK+workers+were+placed;+from+

the+local+authorities,+the+local+media,+locally+conducted+interviews+et+cetera.+Second,+the+discourses+on+labour+

rights+violations+(even+if+they+may+be+uncomfortably+close+to+human+rights+violations)+tend+to+be+less+politicised+

than+those+on+human+rights+violations.++

Because+of+the+specific+characteristics+of+our+research,+we+found+added+value+in+tackling+this+issue+by+combining+

forces+with+specialists+on+the+DPRK,+on+(EU+and+international)+labour+law+and+on+human+rights.+The+composition+

of+a+multidisciplinary+research+team+has+made+it+possible+to+highlight+and+to+understand+issues+from+different+

angles.+Specific+knowledge+on+different+fields+of+(academic+and+other)+specialization+has+proven+to+be+particularly+

instructive+in+the+inRdepth+analyses,+while+it+also+allowed+us+to+get+a+broader+perspective+on+the+issues+involved.+

The+ multidisciplinary+ character+ of+ the+ professional+ backgrounds+ of+ the+ team+members+ –+ a+ motley+ crew+ of+

academics,+ lawyers,+ journalists,+policymakers,+and+(retired)+civil+ servants+–inevitably+ led+to+research+methods+

and+findings+that+are+not+easily+captured+in+a+uniform+format.+ + Although+we+agree+on+the+fundamental+issues,+

we+all+have+different+voices+and+these+voices+are+heard+in+this+report.+Even+when+they+do+not+fully+agree+with+one+

another.+This+plurality+of+opinions+is+something+we+find+important,+both+academically+and+personally.+Concretely,+

this+means+for+example+that+some+of+the+quoted+excerpts+from+the+testimonies+are+reproduced+two+or+more+

times+in+the+report.+But+each+time+in+a+different+context+and+with+different+significance.+

We+hope+this+report+will+be+of+use+both+to+specialists+of+a+diverse+range+of+professional+backgrounds+and+to+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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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take+a+nonRprofessional+interest+in+the+DPRK+and+forced+labour+issues.+We+also+hope+that+this+report+will+

contribute+to+including+the+DPRK+in+research+initiatives,+legal+actions,+advocacy+activities,+and+the+like.+The+gap+

between+area+specialists+and+disciplinary+specialists+ is+particularly+ large+with+regard+to+DPRKRrelated+research+

and+if+this+report+could+contribute+to+building+a+bridge+between+the+different+fields,+the+practical+challenges+of+

working+with+a+multiRdisciplinary+(and+not+to+mention+multiRnational)+team+will+have+been+more+than+worth+it.+

In+this+–+what+we+consider+to+be+–+first+stage+of+our+project,+the+research+team+has+mainly+worked+on+gathering+

data+ (working+ permits,+ chamber+ of+ commerce+ files,+ financial+ reports,+ labour+ inspections+ reports,+ etc.),+ on+

conducting+interviews,+doing+fieldwork,+analysing+data+and+putting+it+in+the+right+framework.+In+gathering+of+data,+

Poland+–+unlike+most+other+EU+Member+States+R+turned+out+to+be+the+country+that+most+helpfully+offered+data+on+

visa+and+working+permits,+information+on+companies+involved,+and+labour+inspection+reports.+As+far+as+we+have+

been+ able+ to+ determine,+ it+ is+ also+ the+ EU+Member+ State+ hosting+ the+most+ DPRK+workers,+ but+ our+ research+

continues+and+we+are+certainly+aware+of+the+fact+that+we+do+not+–+yet?+–+possess+all+the+facts.+It+is+certainly+not+

our+intention+to+stop+at+Poland.+The+exploitative+conditions+under+which+DPRK+workers+have+to+work+are+not+a+

Polish+problem+–+this+is+an+EURwide+problem.+Indeed,+it+is+a+global+issue.+

Because+of+ the+ likely+ risks+ that+would+ involve+ interviewing+DPRK+workers+ in+order+ to+obtain+ information,+ the+

project+team+chose+to+not+focus+on+these+kinds+of+interviews,+but+to+mostly+rely+on+testimony+from+workers+who+

had+ already+ fled+ the+ DPRK+ and+ on+ the+ data+ contained+ in+ Polish+ labour+ inspection+ reports+ and+ the+ like.+

Furthermore,+ the+ –+ often+ publically+ available+ –+ data+ on+ visa,+ working+ permits,+ financial+ constructions+ and+

employment+mechanisms+made+such+an+approach+not+only+possible,+but+also+viable.+ +

It+should+be+noted+that+DPRK+overseas+forced+labour+is+a+global+issue.+Allegedly,+forty+mostly+ILO+countries+host+

DPRK+workers+in+situations+that+are+not+likely+to+be+very+different,+if+not+explicitly+worse,+than+the+conditions+that+

we+found+during+the+research+for+this+project.+Again,+this+report+is+but+a+first+step+towards+creating+a+situation+in+

which+we+understand+the+workings+of+and+urgent+need+for+DPRK+overseas+labour+and+in+which+DPRK+workers+can+

work+in+humane+conditions.+

This+report+is+anything+but+exhaustive.+We+have+chosen+to+focus+on+one+country,+and+within+that+country+on+a+

select+number+of+cases.+This+was+dictated+by+resources+more+than+anything.+Even+so,+we+have+not+been+able+to+

delve+ into+those+cases+to+the+extent+that+we+wished+we+could.+The+crucial+relationship+between+DPRK+forced+

labour+in+the+EU+and+the+sanctions+imposed+on+North+Korea+by+the+UN+and+the+EU,+for+example,+is+something+we+

will+look+into+in+the+future.+The+place+of+DPRK+export+labour+in+the+global+market,+to+mention+another+avenue+

waiting+to+be+explored,+ is+a+topic+deserving+of+ inRdepth+scrutiny.+And+there+is+more+we+did+not+cover.+But+the+

essence+of+what+we+found+is+nonetheless+clear.+It+is+disconcerting+and+demands+our+immediate+attention.+

Remco(Breuker((P.I.),(Imke(van(Gardingen((coordin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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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S(FROM(FIELD(RESEARCH(CONDUCTED(IN(POLAND,(APRIL(17Q22,(2016( (

+

OVERALL+REMARKS(

During+ field+research+from+April+17R22+ in+Poland,+our+research+team+observed+the+situations+of+North+Korean+

workers+working+across+the+country.+We+conducted+interviews+with+key+informants.+These+included+officials+from+

the+Polish+Labour+Inspectorate,+employers+and+local+workers.+The+information+below+is+organised+according+to+

locations+and+names+of+organisations,+and+in+a+way+to+help+readers+to+locate+where+our+research+team+observed+

North+Korean+workers.+Due+to+time+and+resource+constraints,+ it+was+not+possible+to+visit+all+the+locations+and+

working+sites+that+we+have+identified+in+the+research.+

+

WARSAW+AND+ADJACENT+AREAS(

JTM+Tomato,+Janów+14,+05R480+Karcz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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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iew+of+JTM+tomato+farms+in+ + Karczew.+©LeidenAsiaCentre+
(

Located+some+40+kilometres+SouthREast+of+Warsaw,+endless+glass+houses+sit+in+a+vast+field+where,+inside,+

various+ sizes+ of+ tomato+ plants+ are+ potted+ and+ grown.+ Surrounded+ by+ concrete+ walls+ and+ barbed+ wire,+ the+

glasshouses+are+not+clearly+visible+from+the+outside.+On+the+day+of+our+visit,+we+were+not+able+to+find+any+workers.+

We+did+manage+to+speak+with+a+local+resident+who+saw+a+group+of+female+workers+who+looked+like+North+Koreans+

at+the+farm.+We+also+visited+a+corner+shop+on+the+main+road+towards+the+farm,+but+the+shopkeeper+refused+to+

speak+to+us.+We+also+went+to+the+address+nearby,+which+is+registered+under+the+name+of+Kang+Honggu.+It+turned+

out+that+the+address+given+in+the+PIP+documentation+is+a+gas+station.+ +

(

Atal’s+construction+site,+Aleja+Rzeczypospolitej+24,+02R972,+Warsaw+(www.oazawilanow.pl)+

+ +

Atal’s+construction+site+in+Warsaw.+©LeidenAsiaCentre+
(

We+visited+a+construction+site,+a+block+of+luxury+apartments+being+built+by+Atal+on+the+outsk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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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arsaw.+ There+ we+ found+ a+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Inside+ the+ main+ gate+ of+ the+

construction+site,+three+North+Koreans+were+working+together,+removing+heavy+steel+frames+with+bare+

hands.+The+work+looked+very+dangerous,+though+the+Koreans+did+not+seem+to+care+much.+One+of+the+

workers+was+listening+to+music,+which+sounded+like+some+kind+of+North+Korean+propaganda+song,+from+

a+small+device+he+was+wearing+round+his+neck.+In+our+observation+we+also+found+visible+signs+that+there+

was+a+hierarchy+among+the+workers.+We+observed+that+all+the+Koreans+were+wearing+the+kind+of+highR

visibility+safety+clothes+that+construction+workers+wear.+The+difference+among+them+is+that+we+saw+two+

North+Koreans+who+acted+ like+supervisors+giving+orders+to+the+rest+of+the+group+who+were+wearing+

orange+vests.+The+other+workers+wore+yellow+vests.+Also,+two+men+were+carrying+mobile+phones,+unlike+

the+other+ordinary+workers.+

+ (

+ +
North+Korean+workers+are+seen+at+the+construction+site+©+Vice+Media+

+
+

THE+OFFICE+OF+THE+POLISH+NATIONAL+LABOUR+INSPECTORATE,+WARSAW(

Our+research+team+had+a+chance+to+speak+with+Jaroslaw+Cichon,+the+Chief+Specialist+of+the+Polish+National+Labour+

Inspectorate+(PIP),+about+their+ongoing+investigation+of+companies+that+have+employed+North+Korean+workers.+

Since+2010,+the+PIP+has+conducted+23+inspections,+during+which+they+verified+the+legality+of+the+employment+of+

North+Korean+workers,+and+they+have+established+that+there+were+in+total+377+North+Korean+workers+in+the+period+

of+2014R2015.+ + During+the+interview,+the+Chief+Inspector+admitted+that+the+role+of+labour+inspectors+is,+however,+

very+limited+in+terms+of+regulating+and+monitoring+North+Korean+workers.+This+is+due+to+the+fact+that+the+foreign+

employees+have+a+ temporary+contract,+or+a+contract+ to+perform+a+specified+ task,+and+that+ these+are+civilRlaw+

contracts+that+do+not+guarantee+workers+the+right+to+enjoy+the+protection+and+privileges+resulting+from+the+Labour+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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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NSK+

Our+research+team+checked+Gdansk+shipyards.+Apparently,+Poland’s+biggest+port+is+now+filled+with+many+foreign+

migrant+workers,+who+are+brought+in+to+fill+the+void+left+by+Poles+who+left+the+country+to+find+betterRpaid+jobs.+ +

+
Nauta+Shipyard+in+Gdansk.+ + ©LeidenAsiaCentre+

+
+

NAUTA+SHIPYARD+

The+company+advertises+on+its+website+that+it+provides+services+in+the+area+of+repairs,+modifications+and+building+

of+naval+vessels+for+the+Polish+and+foreign+navies,+including+those+of+NATO+countries.+On+the+day+of+our+visit,+we+

noticed+that+a+French+navy+vessel+was+currently+being+repaired.+One+thing+the+company+remains+silent+about+is+

the+fact+that+there+are+number+of+North+Korean+welders+currently+working+at+the+shipyard,+repairing+naval+vessels+

from+many+different+European+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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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rth+Korean+worker+stands+on+scaffolding+at+Nauta+shipyard.+©Vice+Media+

+ +
A+house+of+North+Korean+workers+in+Gdansk.+©LeidenAsiaCentre+

(

The+labour+inspectors+confirmed+that+19+citizens+of+North+Korea+are+currently+working+at+Nauta+shipyard.+

And+we+have+located+a+house+where+these+workers+are+living+together.+Their+accommodation+is+located+on+a+hill,+

overlooking+the+shipyard.+The+distance+from+the+shipyard+to+their+house+is+some+3.5+kilometres.+Between+6+p.m.+

and+7+p.m.,+we+were+able+to+observe+a+number+of+North+Koreans+walking+towards+the+house.+They+were+usually+

in+pairs+or+groups+of+three.+The+house+is+a+threeRstory+building,+with+a+kitchen+and+a+common+room+situated+on+

the+ground+floor.+It+was+difficult+to+determine+how+many+rooms+the+house+has.+One+thing+that+could+be+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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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hat+there+are+several+CCTV+cameras+at+each+corner+of+the+building.+At+the+shipyard,+we+spoke+with+a+Polish+

welder+who+has+been+working+there+for+nearly+10+years.+He+said+that+the+first+group+of+North+Korean+workers+

that+he+first+saw+five+years+ago+were+no+longer+working+at+the+shipyard.+Their+replacements,+a+new+group+of+North+

Koreans,+came+in+last+year,+he+said.+The+Polish+worker+said+that+he+never+spoke+with+the+Koreans+because+they+

work,+eat+and+rest+together+only+with+fellow+North+Korean+workers.+

+

WONYE+OFFICE,+MARYNARKI+POLSKIEJ+96,+GDAŃSK+ +

+ +
Wonye’s+office+in+Gdansk+©LeidenAsiaCentre+
+

(

Wonye+ is+a+ subsidiary+of+Armex+ that+ is+ jointly+ registered+by+Cecylia+Kowalska+and+ two+North+Korean+

owners.+ Kowalska+ has+ used+ the+ office+ before,+ and+ now+ two+North+ Koreans+ use+ it.+ They+ usually+ come+ in+ the+

evening,+two+or+three+times+a+week.+The+office+has+a+faxRmachine+and+a+computer,+according+to+the+receptionist.+ +

ARMEX+ELECTRO,+UL.+REDUTA+ŻBIK,+GDAŃ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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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Kowalska’s+office+in+Gdansk.+©LeidenAsiaCentre+
+
(

We+have+also+visited+Amex’s+current+office+in+Gdansk,+where+we+were+able+to+speak+with+the+66RyearR

old+ chairperson+ through+ an+ interpreter.+ Kowalska,+ who+ has+ built+ strong+ ties+ with+ the+ DPRK,+ denies+ any+

wrongdoing+concerning+the+employment+of+North+Korean+workers.+For+instance,+when+asked+about+the+wages+of+

the+workers,+she+claimed+that+each+month+the+North+Koreans+come+to+the+office+to+receive+their+wages+in+cash.+

Testimonies+and+documentation,+however,+show+that+their+pay+slips+are+signed+on+their+behalf+by+someone+with+

forged+signatures.+ +

+

THE+DISTRICT+LABOUR+INSPECTORATE,+UL.+WŁADYSŁAWA+IV+43+,+GDYNIA++

Local+ inspectors+have+carried+out+a+series+of+inspections+of+ + Crist,+following+the+fatal+accident+in+2014.+In+the+

course+ of+ the+ inspection,+ illegalities+ by+ the+ employer+ were+ found+ regarding+ the+ supervision+ on+ the+

workplace+and+regarding+ working+methods.+ However,+ the+ labour+ inspectorate+ admits+ that+ they+ have+ limited+

authority+to+monitor+and+regulate+foreign+employees.+Documents+show+that+there+are+currently+35+North+Koreans+

working+at+Crist+under+similar+working+condi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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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T+SHIPYARD+ +

+
The+main+gate+of+Crist+Shipyard+in+Gdynia.+©LeidenAsiaCentre+

(

At+around+5:30+p.m.,+the+main+road+in+front+of+Crist+Shipyard+becomes+lively,+filled+with+workers+both+

commuting+in+and+out.+The+shipyard+workers+usually+start+work+at+6+a.m.+and+finish+at+5p.m.,+but+some+workers+

have+night+shifts,+that+normally+start+from+6p.m.+One+distinguishing+feature+that+can+be+observed+from+North+

Korean+workers+is+that+they+always+commute+in+pairs+or+groups+of+three+or+more.+We+observed+that+some+of+the+

Koreans+were+riding+bicycles+to+and+from+the+shipyar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