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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노동연구원은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지나
온 과정을 다각도에서 되돌아보는 포괄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 흔히 약자로 정의
되어온 자들을 다룬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인구집단으로 보면, 여성과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결과적으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최근에는 비정
규직이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고용형태가 되면서 노동시장
약자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를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연구의 결
과물이다.
지난 20년의 기간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기간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경제의 글로벌화’를 빼놓을 수 없다. 글로
벌화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경제규모가 성
장하는 과정 중에도 그 혜택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있었다. 개방화된 경제구조
하에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고, 심지어 고용 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조차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

이 ‘비정규직이 왜 이 정도 규모까지 확산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비정규직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인가 하는 향후 전망과도
연관된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왜 이렇게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체로 임금수준이나 고
용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차별
적인 대우를 받는 일자리이거나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동
하기 어려운 함정이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총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나 함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
정규직이 양호한 일자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연구위원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양수경 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박사, 본원의
은수미 박사를 공동연구자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 모든 분들께 연구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애써준 정철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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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
다. 1987년 이후 20년의 노동사를 돌아보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흔히 약자로 정의되어 온 자들을 다룬다. 노동
시장 취약계층은 인구집단으로 보자면, 여성과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결과적으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이 이런 문제들로 고
통받는 대표적인 고용형태가 되면서 노동시장 약자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
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비정규직이 왜 이 정도 규모까지 확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
은 비정규직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인가 하는 향후 전망과도 연관된
다. 둘째,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바, 이러
한 처우의 차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셋째, 비
정규직이 한때 거쳐 지나가는 가교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함정
이 되어 근로빈곤을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지금까
지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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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가 왜 이렇게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 궁
금해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체로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차별적인 대우
를 받는 일자리이거나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
운 함정이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나 함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정규직이
양호한 일자리(decent job)가 아닌 이상 우리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
의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왜 이렇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
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을 공급측 요인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 정도일텐데, 비정규직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필요한 수준의 기술을 비롯한 인적자본의 부족을 비정
규직 확대의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졸자까지 비정규직이 되
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시점에서 누가 비정규직이
되는가를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질문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왜 기업은 점점 더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가?”
본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세 개의 독립적인 연구논문으
로 구성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은 포괄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지난 20년
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을 살펴보는 연구에 할애하였다. 한편 제3장과 제4
장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들과 연구방법들을 동원하여 비교적 최근 10년
이내의 노동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구집
단을 성과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고용률과 정규/비정규직비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심층면접을 통하
여 직무의 성격에 따라 어떤 고용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왔는지 살펴봄으
로써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결정하는 기업 내부 메커니즘의 변화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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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간제근로와 파견, 외주용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의 하위유형별 비율의 변동을 살폈다. 특히 정치사회적 상호작
용의 산물로 탄생한, 소위 ‘비정규입법’이라는 법제도적 변화가 초래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동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인구집단별 고용성과의 명암’을 다룬다. 시계열적으로도 20년
이상을 다루고, 분석대상도 전체 인구를 성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는 개괄적인 장이다. 비정규직 증감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에 앞서, 여성, 고령자, 청년층의 고용성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짚어보
되, 고용성과를 취업여부와 정규직 취업여부의 두 가지로 측정하여 분석
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이 노동시장에
서 성취한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두 가지 분석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진다. 첫째, 지난 20여 년간의 고용성과를 돌아볼 때, 일자리를 나누는 방
식이 인구집단간의 제로섬게임의 형태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둘
째, 고용유연화, 즉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를 동반하는 현
상이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제2장에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구분하여 검토되며, 정규
직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상용직으로, 비정규직은 임시직과 일
용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이 비정규직의 규모를
과대추정한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분류체계는 2001년부터 가능할 뿐이므로, 보다 장
기적인 시계열분석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여 비정규직으로 정의
하고 그 변동의 추이를 살핀다. 이렇게 장기간의 시계열을 살피지 않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비정규직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의 보
다 정교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 사용한 비정규직 개념
과 제4장에서 사용한 비정규직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장기시계열 확보
가 필요한 제2장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여 비정규직으로 정의하
여 사용하는 한편,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하위유형의 변동 포착이 필요하
였으므로 2001년 이후로 분석 시기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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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기업의 비정규인력 활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연
구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확대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주
로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수량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조건에 처한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
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하여 자동화정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시장불확
실성 등이 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수량적 접근만으로는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비
정규인력을 확대해 나가는지 이해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기업
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업이 비정규
인력을 채용하여 어떤 직무를 맡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목
적으로 비정규인력을 활용하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비정규
인력 활용의 목적을 비용절감 차원과 인력조정용이성 차원으로 나누고
비용절감 차원을 다시 인건비절감추구와 관할비용절감추구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어떤 고용형태로 인
력을 구성하는지, 현황은 물론 변동의 과정도 조사하여 기업이 추구해 온
인력활용전략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보다 최근 시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분석 대상 시
기를 비정규직 하위유형별 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
년 이후로 제한하는 대신 임금 및 근로조건에 이르기까지 분석내용을 구
체화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비정규직 입법
시행의 영향이다. 기업이 당초 비정규직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든지 혹은 뚜렷한 전략 없이 시장상황을 따르고 있었든지 간
에, 비정규 입법의 통과와 시행은 그 자체로 개별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문
화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비정규 입법
은 기업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중단기적인 비
정규직 고용 증감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에 실린 3개의 연구논문은 각기 개별적으로 완결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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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 추진되었다. 연구자들 간에 연구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수차례 갖기는 하였으나 하나의 일관된 결론과 주장으
로 수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로 인하여
개별적인 장이 전달하는 정책적 함의의 수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사
실을 연구진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왜 이렇
게 많은지 설명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는 과제는 앞으로
도 수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일진
대, 섣불리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보다 논의의 장을 열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결론 장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
진의 잠정적 결론과 함의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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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고용성과의 명암

제1절 서 론

1. 문제 제기
우리 사회에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외환위
기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연령자
의 조기퇴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위기 직후의 관찰결과를 좀 더 먼 과거에서
아주 최근까지로 보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 대입하여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장기적인 추세이고 향후의 방향이기도
한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변화나 순환의 일부인가?
이 글은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구집단별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여성과 청년, 고령자는 고용률이 낮고,
특히 기업의 핵심 노동력층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흔히 노동시장
내 취약집단으로 분류된다. 이 글은 이들의 고용성과를 장년층 남성 노동
자와의 비교, 그리고 취약집단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담론 구조 속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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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다.
① 세계화에 의해 초래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의 격화에 대응
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② 노동시장의 일부(대기업
정규직)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보호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인력운용방안은 핵심인력을 소수정예화하여 인력규모를
줄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③ 따라서 장년층
남성을 제외한 다른 인구집단은 기존의 핵심인력부분이나 노동시장 자체
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 동안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인지를 밝히고
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본 연구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그러나 세계
화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과연 노동시장의 유연화인가, 일부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때
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논쟁에
뛰어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세 번째 언명에 주목하면서, 장년
층 남성과 다른 노동시장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계층 내부 그룹 간의 비교
를 통하여 이들의 고용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고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단계적인 접
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고용의 변화가 특정한
인구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고용의 문
제를 일정한 양의 파이를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는 하
지만(‘Lump of Labor’ Fallacy), 노동력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언
제나 특정한 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핵심과 주변의 분리’ 명제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핵심노동력에 대한 보호가 강한 분절적 노동시장에서는 취
약계층의 고용만이 경기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1987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여성,
청년, 고령자 중 특정한 인구집단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상 특별히 취약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성․연령계층별 인구집단의 고용성과를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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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으로 구분하면서 살펴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리 해석될 것인가?
최근 십수 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는 기준이 되는 키워
드는 ‘비정규직’이라고 볼 때, 취약계층이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은 실업
(비고용)이 아니라 비정규직화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 확대’
라는 현상이 모든 인구집단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니
면 특정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났는지 묻게 된다. 본 연구
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2. 지난 20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인구집단별 고용성과에 관한 가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난 20년
역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노동시장 현상의 영향요인(또는 원인)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특징
을 이해한다는 것은 ① 지난 20년의 전 기간을 관통하는 특징을 규정하는
과제와 ② 그 중에서도 주요 계기(또는 시기를 구분짓는 경계)가 되는 시
점을 찾아내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지난 20년의 전 기간을 관통하는 특징으로는 기술의 진보나 산업구조
의 변화를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핵심적 개념으
로 ‘글로벌화’에 대한 논의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글로벌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1) 첫째, 글
로벌화와 고용 총량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이다. 글로벌화는 흔히 노동절
약적인 기술혁신의 전파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따라
순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creative destruction)과 늘어난다는 주장
(capitalization effect)이 경합한다(Cahuc & Zylberberg, 2002). 글로벌화
의 옹호자들은 시장의 자유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그 결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
대하는 편에서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반대증거
1) 이 부분의 논의는 장지연 외(2007)의『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의 서론을 부분적
으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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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한다.
글로벌화와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두 번째 쟁점은 글로벌화가 고용의
질, 특히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글로벌화가
진행된 세상에서 자본은 노동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성이 증가하고, 국
가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의 유보를 제시하면서 자본유치에 나서게 되는데
그 결과 노동은 ‘바닥을 향한 질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Rodrik,
1998). ‘개방’이 기치가 될 때, 고용유연성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으
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노
동자들은 더 자주 실업을 경험하면서 일자리를 옮겨 다니게 된다. 이 쟁
점은 특히 비정규직의 확산 현상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화와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세 번째 쟁점이자 본 연구의 연구질
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쟁점은 글로벌화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
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글로벌화가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조차 그 혜택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Giovanni & Kiiski, 2001). Cahuc &
Zylberberg(2002)는 선진국에서는 기술발달을 동반하는 글로벌화가 고숙
련직 부문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고학력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
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였다.2) 이러한 관찰은, 학력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은 고령자나 기존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이 글로벌화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
리나라 여성의 경우 고학력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 때문
에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도 빠르게 탈피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년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과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
2) Cahuc & Zylberberg(2002)는 글로벌화가 고숙련직에 편향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
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대체성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
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특히 고학력자의 증가와 기술발달 간의 내생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과성의 설명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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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결정적 계기’ 또는 주요 경계가 되는 시점을 구분해내는 것이다.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1997년의 외환위기를 이러한 계기로 정의하는
데는 그다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87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좀 더 크게는 노동계급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 지점임에 틀림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노동운동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수혜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황
은 아닐 수 있다. 1987년을 계기로 임금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주로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컸으며, 비정규직 확산 저지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통
한 한계노동자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성과는 미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배규식․조성재, 2003; 이성희, 2003). 따라서 고용률과 비정규직비율
에 미치는 1987년 효과 역시 성․연령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997년은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 부작용 사례로서, 경
기불황을 넘어 경제위기로까지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노동수
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이다. 이
것은 글로벌화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하나의 사건이었으나, 단순히 그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하나의 ‘쇼크’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화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을 계기로 기업
들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할 당
위성을 사회적으로 획득하였다. 1997년은 노동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고
용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효과가 인구집단별
로 어떻게 달리 배분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3.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 청년, 고령자라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이 장년층 남성노동자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고용상 취약성이 나타났는
지, 그리고 이들 취약계층 내부에서는 특별히 특정집단이 불이익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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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용상 취약성(혹은 성과)은 단순히 고용률
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함께 고려한다. 인
구집단별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난 20년을 관통하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특징과 함께 1987년과 1997년이라는 역사적 계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지난 20년간의 고용 구조의 변화가 성․연령계층
별로 정의된 인구집단들의 일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방법
을 취한다. 첫째, 성․연령계층별 고용률 변화의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어
떤 집단의 고용률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인
구집단별 변화의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을 관통하는 주요 환경변화인 글로
벌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흔히 자본의 이동과 기술의
발달이 숙련노동자(고학력자)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전병유, 2005; Cahuc & Zylberberg, 2002). 이는 비교
적 학력수준이 높고 기존의 핵심노동력층인 청․장년 남성의 고용을 증
가시키는 반면, 그 밖에 취약노동력계층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학력수준이 급
속히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은 청장년층 여성이므로 이들의 고용이 급
속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경험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성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와 선진국의 경우를
막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비정규
직(외국의 경우는 파트타임) 일자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
고 있다(Jaumotte, 2003; Blossfeld & Hakim, 1997; Fagan & O'Reilly,
1998; Smith, Fagen, & Rubery, 1998). 청년층의 경우는,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 전체 사회의 실업률을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로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의 국가간 차이는 연금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인센티브
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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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제의 두 번째 분석방법은 각 집
단간 고용 증감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구집단별 고용증
감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어느 한 집단의 고용증
가가 다른 집단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
우 어려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러한
현실은 장년층이나 고령층 남성노동자의 강고한 고용지위 유지와 교환된
현실인가 하는 질문이다. 각 인구집단의 노동시장성과(고용증감)는 반드
시 정해진 파이를 배분하는 것과 같은 과정은 아닐 것이나, 어느 정도의
상관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성의 정도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
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성․연령계층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비정규
직 비율의 문제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유연화와 고
용률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고용성과는 고용여부뿐 아니라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의 질 문제까지를 평가한 연후에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고용여
부에 대한 이분법적인 판단에서 조금 더 나아가 고용의 성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 인구집단의 고용이 증가
할 때(혹은 감소할 때), 이러한 현상이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감소)를 동
반하는가? 이것이 질문의 초점이다. 예컨대 외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파트타임 고용 비중의 확대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연화와 고용률의 연관성 문제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방식을 따른다. 첫째,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찰지표를 통하여 고용
률과 정규직비율의 증감 패턴이 유사한지 아니면 상반되는 패턴을 띠는
지 살펴본다.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고용률과 정규직비율의 관련성이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지도 살펴본다. 둘째, 미시자
료(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각 인구집단의 고용상태 변동
을 살펴봄으로써 고용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 인구집단의 경우, 실제
로 복잡다기한 고용상태의 변동을 내포하는지, 즉 비정규직 일자리를 노

제2장 인구집단별 고용성과의 명암

13

동시장 진입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고용률의 증가에 이르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비율의 확대는 고용률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
면 그 반대인지,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
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의 확대가 고용률 증가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많은 국가에서 여성 고용의
증가가 시간제근로의 확대를 통해서 실현된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할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단순히 노동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정규직 고용형태 대체과정이라면 전체 고용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의 증감과 관련한 가설들은 기업이 어떤 이유
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된다. 기업이 비정규
직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흔히 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연
성 확보와 ② 비용절감이 지적된다(배진한, 2001; 안주엽 외, 2002). 경제
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개별 기업들은 경쟁의 강도와 경기순환의 불
확실성이 증폭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노동력 규모를 자유롭게 축소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며, 법정
노동기준과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된다(Davis-Blake & Uzzi, 1993; Ericket & Houseman, 1997; Mangum,
Mayall, & Nelson, 1985; Pfeffer & Baron, 1988). 이러한 시도 자체는 전
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은 외부노동시장
에서 즉시 조달한 노동에 대한 감독능력을 강화해 줌으로써 조직위계적
노동통제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저항능력
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현실은 자본의 이러한 시도를 현실화하게 하는 충
분조건을 제공한다(이병훈․윤정향, 2003).
이러한 논의를 보다 이론적으로 전개하고자 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적 논거는 제도경제학적 해석인 거래비용이론에서 발견된다. 한 사
회의 경제시스템은 시장과 위계로 구성된 이중체계로 볼 수 있는데, 노동
역시 기업내부의 위계를 통해 조달되거나 외부노동시장을 통해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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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을 통한 조달이 강화되는가 아니면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조
달이 강화되는가 하는 것은,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
직의 구조나 제도들의 체계(지배구조, governance)가 형성되는 데 기인한
다. 인적자산특수성이 존재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거래를 내부화하여 장
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영자와 노동자 양측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
일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강화를 요구하는 인적자산특수성은 달리 말
하면 기업특수적 숙련이다. 즉 기업특수적 숙련의 수요는 내부노동시장
의 강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반대로 이러한 수요가 줄어들
수록 노동력 거래는 외부화되고 그 결과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
가 보편화된다(이종훈, 2006; 이택면, 2004; 정건화, 2003).
이상과 같이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이해에 기반
하여 판단해 볼 때, 만약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차별적인 임금을
지불할 의도가 없이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라
고 한다면(즉, 거래비용의 절감만을 추구한다면), 비정규직 비율의 증감
은 경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즉 글로벌화의 과정 속에서 비정규
직의 비율은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
을까?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와 같은 특수한 국면이 아니라면, 이 현상
은 비정규직 비율이 임금조정의 대리변수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유연성 확보보다는 직접적인 임
금비용 절감이 주된 목적이라면 비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경기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인구집단별 고용률 증감의 명암

1. 지난 20여 년간의 고용률 추이
[그림 2-1]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알려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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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 고령자는 준거집단인 중장년층 남성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
율의 등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집단 중에서는 청년층 여성이 가장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 남성이 겪은 곤란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고령자의 경우, 1997년은 중요한 단절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97년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으
나(특히 남성, 60대), 1997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 이
시기 남성과 여성의 추세 변화의 양상이 극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남성청년과 여성청년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흔히 ‘청
년층’으로 묶어서 논의해 온 20대 인구의 고용문제는 성별로 분리해서 접
근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다. 20대 초반 청년의 경우 1987년 이전까지는
남성의 경활률이 더 높았으나 1987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다. 20대 초반
남성의 경우 전 관찰기간동안 경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87년에서 1997년 기간 동안에는 한때 비교적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으
나, 1997년을 계기로 다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대 초반 여
성의 경활률은 1997년까지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1997년
직후 급감하였고 그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후반 역시 남성은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특히 1997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
고 있은 데 비하여, 여성은 전 관찰기간 동안 가장 안정적이고도 빠른 추
세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20대 청년층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의 성취도가 눈부신 데 비하여,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우는 눈
에 띄는 성취를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지난 20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노동시
장에 진입한 20대 여성들이 30대에까지 노동시장 경력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7년이 각 인구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의 패턴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
인지는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커다란 상흔을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20년을 관통하는 특징은 남성청년의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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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성․연령집단별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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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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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성청년의 약진, 그리고 30∼40대 여성의 답보로 요약된다.
청년, 여성, 고령자라는 각 인구집단이 지난 20년간의 노동시장 경험이
같은 시기 OECD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
른 패턴을 따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2], [그림 2-3]은 2006
년 시점에서 각 인구집단의 경활률 수준이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순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난 20년간의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도 나타내 줌으로써 국가간 비교를 시도한다.
각 인구집단별 경향성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임이 확인된다. OECD 국가들에서
30세 미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한데, 우리나
라도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보여 세계적인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
다. 예외적으로 스페인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4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들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30∼40
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국가에서 80∼90% 범위 안에 있어서
편차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 수준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이
하락한 국가의 수가 더 많은 가운데,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증가가 두드러
진다. 우리나라는 감소율이 뚜렷한 편이다. 50대 이상 고령층 남성의 경
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연금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이 연령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감소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6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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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국가간 격차가 큰 편이다. 지난 20년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
는 국가가 많은 가운데, 스페인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4개국
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국가에 포함된다. 30∼40대 여성의 경
우 우리나라는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
다. OECD 국가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뚜렷하게 증가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주 조금 증가한 수준이라
고 볼 수 있다. 50대 이상 고령층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정도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
년 동안 이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괄목할 만한 데 비
하여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추세는 대체로 OECD
국가의 최근 20년간의 변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남성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용률
을 보이는 데 비하여 20대 청년층 남성은 최근의 고용률 감소 결과 OECD
최하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대 여성의 경우, 최근의 급속한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30～40대 여성은 다른 국가의 약진 기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함으로써 OECD 최하위 수준에 있다.
글로벌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숙련노동자(고학력
자)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 불리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을 보인 인구집단은 청년층 여성이고,
가장 분명한 감소를 보인 집단은 청년층 남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새로
운 해석이 요구된다. 수요측 요인으로 지식기반산업화나 서비스산업화,
공급측 요인으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역할변화 등
이 설명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인구집단별 고용률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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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고

용량의 증가가 고용의 질의 저하를 동반하는 것이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의미가 있을 뿐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2] 성․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가간 비교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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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성․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가간 비교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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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집단별 고용률의 상쇄효과
이 절에서는 인구집단별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제의 두 번째 분석
방법으로, 각 집단간 고용 증감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인구집단별 고용
증감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 20년 동안 어느 한 집단의 고용
증가가 다른 집단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되
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러
한 현실은 장년층이나 고령층 남성노동자의 강고한 고용지위 유지와 교
환된 현실인가 하는 질문이다.
<표 2-1>은 성․연령집단별 고용의 상호관계를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on Model : VAR)을 통하여 추정한 것이다. 벡터자
기회귀모형은 여러 개의 시계열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변수 상호간의
영향을 검토하는 모형이다. VAR에서는 내생변수의 벡터를 그들 자신과
다른 변수의 시차치(Lagged Value)의 선형함수로 나타낸다. 어떤 특정한
인구집단의 고용률이 여타 다른 집단의 특정 시차 이전의 고용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할 수 있다.3) 여
기서는 각 인구집단의 고용률 변화의 효과가 1∼4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
른 인구집단의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 열에 계수로 표시하
였다.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30∼40대 남성이나 20대 여성의 고용률과 같은
증가 또는 감소의 방향으로 후행하며, 30∼40대 남성, 20대 여성과 30대
여성도 다른 인구집단의 선행 고용률에 영향을 받는데 그 방향은 정
(positive)의 방향이다. 다만, 5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는 다른 인구집단의
영향이 부(negative)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표에 근거해 볼 때, 다른
인구집단의 높은 고용률이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저해하였다는 주장은 뒷
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는 다른 인구집단의 노동시장에
서의 선전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청년층 남성

3) 분석과정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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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률 저하가 다른 인구집단의 고용률 증가나 노동시장 지위의 강고
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2-1> 인구집단별 고용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결과
남성
20대
남성 20대(-1)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30～40대 50대 이상 20대 30～40대 50대 이상
0.1108
0.1737 -0.0404 -0.0099
0.1177

남성 20대(-2)

0.0478

0.0605

0.0088

-0.0328

0.0211

남성 20대(-3)

0.0366

0.1049

0.1362

-0.0429

0.2836

남성 20대(-4)

0.0371

0.0005

-0.1149

0.0088

남성 30～40대(-1)

0.3070

0.0131

-0.0746

0.2612

0.0683

-0.2036

남성 30～40대(-2)

0.3981

-0.2205

0.2229

-0.4759

-0.9415

남성 30～40대(-3)

0.1778

-0.0259

남성 30～40대(-4)

0.1449

남성 50대 이상(-1)

0.0227

0.0176

남성 50대 이상(-2) -0.0425
남성 50대 이상(-3) -0.1273

0.6841

0.2764

-0.0628

0.0928 -0.3792

0.2131

-0.0405

0.0077

0.2265

0.3475

0.0981

0.0180

0.2036

0.8508

0.0426

-0.0623

0.1349

0.1062

남성 50대 이상(-4) -0.0219

0.0183

-0.1708

-0.2206

-0.2114

여성 20대(-1)

0.1337

0.0575

0.1202

0.1847

0.4306

여성 20대(-2)

0.1160

0.0174

0.0833

0.0852

-0.0807

여성 20대(-3)

0.0996

0.0575

-0.0073

0.1596

-0.0398

-0.0203

-0.4733

여성 20대(-4)

0.1588 -0.0322

-0.0828

여성 30～40대(-1)

-0.0370 -0.0128

0.0308

0.0929

-0.0068

여성 30～40대(-2)

-0.0060

0.0195

0.0412 -0.1366

0.1511

여성 30～40대(-3)

-0.0525 -0.0360

0.0002 -0.0460

-0.0853

여성 30～40대(-4)

-0.0387

0.0442

0.1003

0.0912

여성 50대 이상(-1) -0.0253 -0.0237

-0.0903

0.0398

-0.0907

여성 50대 이상(-2)

0.0268 -0.0469

-0.1193

0.0962

-0.0778

여성 50대 이상(-3)

0.0703 -0.0189

-0.0099 -0.0341

-0.0279

여성 50대 이상(-4)

0.0091 -0.0034

0.0132

0.0627

0.0085

상수항

0.0000

0.0000

0.0001

0.0001

0.0004

0.0001

Adj. R-squared

0.0789

0.1124

0.0847

0.0815

0.0482

0.1400

-5.8878 -5.4755

-5.3100

-3.9827

Akaike AIC

-6.0352 -7.6209

0.4804

주 : ( ) 안은 시차, 음영부분은 t>|2|임을 표시.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983～2006년 월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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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지난 20년 동안 가장 급격하게 고용률의 저하가 일어난 인구집단
은 청년층 남성이다. 청년층 여성은 선전하였으나, 30～40대 여성
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I-2. 특정한 인구집단이 고용률 측면에서 부진을 보이는 현상은 다른
인구집단의 선전에 따른 상쇄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제3절 고용형태를 고려한 고용성과 : 유연화와 고용의 관련성

1. 장기시계열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는 성․연령계층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비정규
직 비율의 문제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각 인구집단의 비정
규직 비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고용률과 정규직 비율의
증감 패턴이 유사한지, 아니면 상반되는 패턴을 띠는지 살펴본다.4) 시계
열 분석을 통하여 고용률과 정규직 비율의 관련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
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지도 살펴본다.
[그림 2-4]는 성․연령집단별 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
난 20년 동안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소의 정도는 인구집단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중요한 특징
들이 포착된다. 정규직의 비율은 1980년대 초중반에 감소하는 추세에 있
었고, 1987년은 그러한 추세가 반전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지되는 계기
가 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1997년 혹은 그 직전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정규직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정규직 비율은 1999년에 최저점에 이
른 후 현재까지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관찰에 의거해 볼 때,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의 부족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한계일자리

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정의
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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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성․연령집단별 상용직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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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상용직 비율의 변화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VAR 분석결과
남성 20대

남성
남성 50대
여성
여성 50대
여성 20대
30～40대
이상
30～40대
이상

시차-1

-0.0032

0.0454

0.0282

0.1221

0.0021

0.0302

시차-2

0.0270

0.0474

0.0713

0.0046

0.0265

-0.0125

시차-3

-0.0273

0.0392

-0.0141

0.0460

0.0038

0.0524

시차-4

-0.0742

-0.0517

-0.0007

-0.0476

시차-5

0.0252

-0.0114

0.0205

0.0100

시차-6

-0.0421

0.0573

주 : 음영부분은 t>|2|임을 표시.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983∼2006년 월별자료.

(precarious jobs)의 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감소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야기되는 대
로 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인
력의 유연성 확보를 추진한 결과가 비정규직화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즉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특수적인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에
대해서는 외부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즉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
하는 추세라면, 그렇다면 정규직의 비율은 경기순환과는 별 상관 없이 점
차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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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과 정규직 비율을 상호 비교한 것이 [부도 1]이다. 적어도 1987
년 이후 20년의 기간 동안에는 고용률의 증감패턴과 정규직 비율의 증감
패턴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간에
정규직 비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 두 지표가 모두 경기순환에 순응적
으로 변화하는 지표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우리나라의 비정규
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를 통하여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의 인력운용시스템이 작동해 본 적
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점은 여성 고용률의 증가를 설명하는 데
서 특히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는 하
지만 그나마 그 때문에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률과 정규직 비율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계열 추세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표 2-1>과 마찬가지로 벡터자기회귀모형이다.
20대 남성을 제외하면, 회귀계수의 방향은 대체로 고용률 변화가 상용직
비율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30∼40대 남성이다. 상용직
비율이 증가하면 그 이후 3개월 동안 이 집단의 고용률은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전 기간 동안
일정한 추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
기도 하였다. 둘째, 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경기순응적인 변동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고용률의 증감과는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기업이 유연성 확보나
거래비용절감을 추구한 결과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인건비 절감정책,
즉 임금조정의 우회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것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
는 것이다. 기업은 전세계적인 경쟁의 격화라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여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비정규직고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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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때 합리적인 기준은 ‘거래비용의
절감’ 여부가 될 것이다. 기업특수적인 숙련이 필요한 핵심인력은 내부화
하고 시장에서 즉시 조달하더라도 숙련이나 노동통제에 문제가 없는 부
문은 간접고용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채워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
적인 기준이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인력활용전략을
구사해 왔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비정규직 확대의
주된 동력이었다면 비정규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
에 도달하면 멈추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감소
현상을 설명할 방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 외부화(비정규직화)가 ‘너무 지
나치게 나갔기 때문에’ 되돌려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아
니라면,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당장의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화를 추진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하는 것이
라는 설명이 가능할 뿐이다.
고용률과 정규직 비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
는,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면 고용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
문을 제기하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
건비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정규직인원을 대체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이를 통하여 고용이 증가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2. 미시자료를 이용한 고용상태 전환 분석
노동시장 유연성이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명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논리가 관철되어 왔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소절에서는 미시
자료(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각 인구집단의 고용상태 변
동을 살펴봄으로써 고용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 인구집단의 경우, 실제
로 복잡다기한 고용상태의 변동을 내포하는지, 즉 비정규직 일자리를 노동
시장 진입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고용률의 증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벙법으로는 사건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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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구집단별 고용상태 전환 분석: Competing Risk Cox Regression
회귀계수
기준집단 : 남성 20～29세
초기

종착점

남성
30～49세

남성 50대
이상

여성 20대

비정규 -0.37(0.19)* -0.48(0.28)* -0.12(0.22)
정규

자영

비정규

0.17(0.1)*

-0.95(0.16)*** -2.26(0.3)*** -0.56(0.19)*** -0.98(0.16)*** -1.65(0.27)***
0.46(0.35)

-0.75(0.47)
***

비취업 -0.72(0.09)
비취업
(이전 직업 비정규
있음)
자영
졸업*

0.34(0.33)
*

-0.49(0.33)

정규

-1.11(0.23)

0.15(0.2)
-0.31(0.17)

자영

-1.23(0.25)

***

여성 50대
이상

비취업 -0.72(0.06)*** -0.42(0.08)*** 0.43(0.05)*** 0.03(0.06)
정규

-0.15(0.13)

***

여성
30～49세

***

-0.4(0.09)

-0.26(0.47)
***

0.26(0.09)

0.57(0.35)

-0.57(0.49)

-0.06(0.08)

0.01(0.09)

-0.32(0.06)*** -1.77(0.11)*** -0.72(0.07)*** -1.07(0.07)*** -2.23(.14)***
0.35(0.1)*** -0.44(0.11)*** -0.27(0.12)** 0.18(0.1)*
***

0.88(.011)

***

-0.48(0.15)

***

-0.61(0.14)

정규

0.18(0.05)***

비정규

0.3(0.09)***

자영

0.29(0.12)**

0.11(0.12)

-0.17(0.12)
-0.8(0.17)***

주 : 직업력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성, 연령,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연
결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음.
* 대졸여부를 통제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1998∼2006년 자료」.

의 경쟁적 위험률 모형(Competing Risk Cox Regression model)을 이용
하였다.5)
청년층 남성의 고용상태 전환을 기준으로 다른 인구집단의 전환율을
표시한 <표 2-3>에 따르면, 청년층 남성이 정규직에 있다가 비정규직으
로 전환할 해저드는 다른 연령대의 남성보다는 높고 여성과의 차이는 거
의 없다. 정규직에서 비취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은 다른 남성들보다는 청
년층 남성이 더 높지만, 청년층 여성이나 고령층 여성보다는 낮다. 비정
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다른 어떤 인구집단보다 청년층
남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 비취업으로의 전환가능성
은 청년남성이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보다는 높지만, 청년층 여성보다는
5)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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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는 청년층 남성이 실직상태를 탈출
할 가능성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의 탈출가능성은 다른 어떤 인구집단
보다 높으며, 비정규직으로의 탈출가능성은 30∼40대 남성보다는 낮고
고령남성이나 20대 여성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청년층 남성은 취업-비취업, 정규직-비정규직을 오가면서 노
동시장에서 매우 높은 이동성을 경험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의 전환이나 실직 후 재취업과정에서 비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
측면에서 청년층 남성은 다른 인구집단들에 비하여 유리하였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고용상태에 있다가 비취업상태로 전환할 가능성도 다른
남성보다는 높았지만 청년층 여성에 비해서는 낮았다. 즉 대부분의 전환
분석에서 청년층 남성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거나 낮은 성과
를 보일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중요하게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졸업 후 첫 직장에 취
업하기까지의 미취업기간 탈출과정이다. 졸업 후 미취업상태로부터의 탈
출은 정규직 취업을 통한 탈출이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창업을 통한 탈
출이든을 막론하고, 청년층 남성의 탈출가능성이 여성의 그것에 비하여
뚜렷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급속한 고용률의 저하를 경험한
청년층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매우 높은 이동성을 경험하였고, 비정
규→정규 전환이나 (전직)미취업→정규, (전직)미취업→비정규 취업의 과
정에서도 여성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남성은 여성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II-1.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다. 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경기순응적 변동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특히 고용률의 증감과는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인건비절감 목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유
연화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고용증가)을 담보하지 못한다.
II-2. 인구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고용 간에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층 남성이 정규직을 고집
하였기 때문에 고용률이 저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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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연령계층별로 정의한 인구집단들의 지난 20년간 고용성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뚜렷하게 고용률의 저하가
일어난 인구집단은 청년층 남성이다. 청년층 여성은 선전하였으나, 30∼
40대 여성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이들의 선전과 부진의 이유를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재검토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
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
려웠다면, 이러한 현실이 장년층이나 고령층 남성노동자의 강고한 고용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률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시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
동성의 증가는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되는가?
먼저, 인구집단별 고용률의 상쇄효과 여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다른 인구집단의 고용률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인구집단의 높은 고용률, 또는 강고한 노동
시장 지위의 강고함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정규직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의 비
율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다. 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경기순
응적인 변동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률의 증감과는 정(positive)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확대가
유연성 확보나 거래비용절감보다는 당장의 인건비절감, 즉 임금조정의
우회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근거를 제공한다. 인건비절감 목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연화라면, 이러한 유연화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통한 고용증가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미시
자료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청년층 남성의 고용부진의 원인을 이들이
정규직을 고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노동시
장에서 이동성의 증가나 비정규직의 수용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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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정
한 이론을 실증하거나 주요 현상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근본적으
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오히려
기존의 담론이나 가설적 논의들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률 증감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두 현상이 인과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만, 장년층 고용의 강고함이 청년층 고용 부진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거부
할 반증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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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고용률과 상용직비율 증감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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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 인력의 규모는 2004년 이후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06년 정부 기준으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가, 노동계 기준으로는 54.6%가 비정규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으
며(은수미, 2006), 최근 발표된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
과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가 늘어난 35.9%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병희․정성
미, 2007). 게다가 비정규 근로자들이 겪는 임금 및 여타 근로조건상의 불
평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탈출 경로도 거의 봉
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은수미, 2006).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 이
후에 기업의 수량적 유연화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 인력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도 급속도로 양산되었다. 급기야 2007년 또 한 번의 법제의 정비를
통해 비정규 인력의 남용 방지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
하기에 이르렀다. 21세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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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정규 인력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 인력
을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며 비정규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 인력의 수요처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기업이 어떤 직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지에
관한 이해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를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모색에 중대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다.
기업이 비정규 인력을 채용하여 어떤 직무를 맡겼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비정규 인력을 활용했는가를 보여주는 중대
한 열쇠가 된다.
그동안의 비정규고용 관련 연구들은 수요 측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
기는 했지만 계량적․통계적 분석에 치우쳐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여부나 고용 규모라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전략은 엄격한 수량적․통계적 분석을 고수
하다 보니 기업이 비정규직을 어떤 직무에 활용해 왔는지를 보여주지 못
하며, 그런 한에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에 대한 풍부하고 정밀한
분석을 내놓기에 한계를 갖는다.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에 대한 질
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현존 자료의
제약이나 엄밀한 이론적 모형의 부재 때문에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결정
요인에 대한 엄밀한 동태적 검증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현 단계로서
는, 이러한 질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유용하고 풍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장기적 변화 추세에 대해 공식 통
계자료를 동원한 양적 분석 이외에 사례분석을 포함하는 질적인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초점은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기업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전반적 변화 방향을 밝히는 데 있
었고, 그 결과 기업이 추구한 유연화 전략의 일환으로 비정규 인력 채용
확대를 포함한 수량적 유연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
리된다.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어떤 종류의 비정규 인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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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종류의 직무에 활용해 왔는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이들 연구의 초점
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 어떤 직무에는 정규직 인력을 투입하
고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시간제 등과 같은 직접고용 인력을 활용했는지 파견 용
역 도급 등의 외주 인력을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와 분석
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세
밀한 분석이야말로 기업의 비정규 인력 활용 이유를 보다 더 정확하게 보
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기업의 인력관리의 전반적 전략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희생하
지 않는 비정규 인력 보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
여 한국 노동시장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규모 기업들의 인력
관리 방식 및 비정규 인력활용 실태에 관한 질적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① 한국 기업이 어떤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어떤 직무에 어
떻게 활용해 왔는지, ② 앞으로 비정규 보호입법의 시행 등의 변화된 법
제 환경하에서 기업들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
지를 파악하고, ③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차별 완화 및 고용 유연성 증
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근로자가 지닌 숙련의 기업특수성(firm-specificity)과 그로 인해 근로
계약의 쌍방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회주의(opportunism)의 위험을 가
지고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확립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거래비
용이론(Williamson, et al., 1975; Rosen, 1993), 자본주의 경제의 노동시장
이 동질적이거나 단일하지 않고 서로 단절된 여러 이질적 시장으로 갈라
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분단노동시장론(Doeringer and Piore,
1971; Edwards, et al., 1975; Fine, 1998), 조직간 관계에서 쌍방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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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에 의해 권력관계를 정의하고, 조직의 구조와 행태, 조직간 관계
등을 외부적 권력이 부과하는 제약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얻기 위한
개별 조직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는 자원의존이론(Pfeffer
and Salancik, 1978; Pfeffer, 1981; 1982; 1987) 등은 비록 직접적으로 비
정규고용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왜 비정규 인
력을 고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 풍부한 함의를 던져
줄 수 있는 이론적 자원들이다.
한편 비정규 인력의 수요 측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어떤
특성이 비정규 인력을 고용하게 만드는지(혹은 고용규모를 늘리거나 줄
이게 만드는지)를 통계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선행연구
들로는 이주희․이성균(2003), 김유선(2003), 박우성(2003), 이병훈․김동
배(2003), 이성균(2002), 원인성(2002), 이택면(2005), Montgomary(1988),
Davis-Blake and Uzzi(1993), Abraham and Taylor(1996), Uzzi and
Barsness(1998), Houseman(2001), Lautsch(2002)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경험적 선행연구들이 산업, 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같은 기
업의 기본적 속성들을 통제한 이후에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유무와 성격 및 노사관계(이
택면, 2005; 박우성, 2003; 이병훈․이동배, 2003; 이주희․이성균, 2003;
Uzzi and Barsness, 1998), 자동화 및 정보화 정도(이택면, 2005; 이성균,
2002; 원인성, 2002; Uzzi and Barsness, 1998), 내부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성균, 2002; 원인성, 2002; Davis-Blake and Uzzi, 1993),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및 근로조건 차이(이택면, 2005; Houseman, 2001; Montgomary,
1988; Davis-Blake and Uzzi, 1993), 제품시장에서의 수요변동 및 시장
불확실성(김유선, 2003; 이주희․이성균, 2003; Houseman, 2001; DavisBlake and Uzzi, 1993), 기업의 연령 혹은 과거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주
희․이성균, 2003; Uzzi and Barsness, 1998) 등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연구 쟁점
을 추출하고 심층면접 조사항목을 선정할 때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정교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인과
관계를 파악하려 했다기보다는 단일 시점에서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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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저러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할 확률이 높거
나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 연구들이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여부나 활용비율만을 종속변수로 채용하였
기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지 하지 않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이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들(기업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적
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직무나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어
떤 직무에는 정규직을 활용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사실 구조화된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으로는 포
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며, 심층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질적 접근방식을
통해 얻어진 서사 자료들을 연구자가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요구
되는 영역이다. 이런 연구관심을 추구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중심적 접근으로 기업의 인력활용 전략 혹은
인사관리 체제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선행 연구들(예컨대 배규식
외, 2006)도 존재한다. 이들 선행연구는 외환위기라는 분수령을 지나면서
기업의 인사관리 체제가 보상, 조직, 인력활용의 측면에서 유연성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는 것, 그 중에서 인력활용의 측면을 보자면
비정규 인력의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
업의 인력활용 전략이 변화했다는 것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는 그동안 비정규 인력의 활용이 늘어나 기업의 고용관계에서 수량적 유
연성이 증대했다는 일반적 추세만을 확인할 뿐,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기
업이 비정규 인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지
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기업내
비정규 인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예컨대 은
수미, 2006; 이주희․이성균, 2003). 이들 연구는 기업 인사관리 담당자나
근로자 대표 등을 심층면접하여 기업의 비정규 인력 활용 전략과 기업내
사용자-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간 관계의 동학을 세밀하게 포착
하여 계량적 통계분석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 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
이 노사관계에 맞추어져 있어 사용자인 기업측에서 어떤 전략과 의도를

40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가지고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비중 있게 수행
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업이 어
떤 직무에 비정규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향후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의 변화를
가늠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의 고용 유연성 유지와 상충하지 않는 비정
규직 보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기업의 비정규 인력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비용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이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 제
시된 요인들 중에서 크게 인력 조정의 용이성 확보와 비용절감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업이 인력 조정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유는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기업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어떤 기업도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시장의 급
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시시각각 인력과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끊임
없이 재조정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시
장에서의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시장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
할 때 그에 따라 민감하게 인력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직무에 한
하여 채용과 해고가 간편한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윤윤규,
2007; 김유선, 2003; 이주희․이성균, 2003; Houseman, 2001).
한편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노동력을 고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의 비용이 뒤따른다. 인건비와 관할비용이 그것이다. 인건비는 인력
을 고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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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임금과 각종 부가급여를 포함하는)이다. 동일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면 기업은 직무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직무에 대해 비정규직
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이택면, 2005; Houseman,
2001; Montgomary, 1988).
한편 관할비용(governing costs)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
약을 성사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인건비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관할비용은 고용관계 자체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적합한 인력을 찾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 즉 노동력 거래를 관할(govern)하는데 드는 비용－인 셈이다. 거
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에 따르면 관할비용은 거래 대상
의 특성과 거래를 관할하는 제도적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
생한다. 여기서 거래 대상의 특성이란 바로 거래 대상의 관계 특수적
(relation-specific) 성격을 말하며, 거래를 관할하는 제도적 틀은 크게 시
장형(market)과 위계형(hierarchy)으로 대별된다(Williamson, 1996). 인력
의 거래인 고용관계에서 거래 대상의 관계 특수적 성격이란 다름아니라
숙련의 기업특수성(firm-specificity)이며, 시장형은 비정규고용을 위계형
은 정규고용을 각각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건화, 2003).
노동력 거래의 관할비용은 결국 어떤 숙련을 갖춘 인력을 어떤 고용형
태로 채용하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모든 직무는 그것을 수행
하는 데 일정한 숙련이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어떤 직무는 해당 기업에
만 국한된－해당 기업에서 장기간 고용되어 있어야만 습득 가능하고 해
당 기업이 아닌 다른 고용주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숙련이나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한편 굳이 이 기업에 고용되지 않더라도 아무 기업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그래서 그 숙련을 습득하기 위해 굳이 해당 기업에 장기
간 고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지식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도 있
다. 전자를 “기업특수성이 높은 숙련”이라 하고 후자를 “기업특수성이 낮
은 숙련”이라 한다(Williamson, 1996).
거래비용이론의 통찰은 기업특수성이 높은 숙련을 요하는 직무를 맡을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업특수성이 낮은 숙련을 요하는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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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을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관할비용
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기업특수성이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를 맡을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직무의 특성상 고용관계를 조기에 종결
짓는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 쌍방에게 위험을 초래하므로 전형적인 ‘쌍방
의존(bilateral dependency)’과 ‘부당요구 문제(hold-up problem)’가 발생
한다(Milgrom and Roberts, 1992). 따라서 매번 고용계약을 갱신할 때마
다 이를 방지할 복잡다단한 안전장치를 협상해내야 하고 이는 높은 관할
비용을 수반한다. 반면 기업특수성이 높은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배치될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쌍방이 고용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것
이라는 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고용관계에 장기간 머물러 있으려는 인센
티브를 갖게 됨으로써 쌍방의존 상태는 부당요구 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따라서 안전장치 협상과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불
필요하게 된다. 결국,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특수적 숙련이 그다지
많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는 비정규 인력으로, 기업특수적 숙련이 많이
요구되는 직무는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그 이외의 경우보다 관
할비용을 적게 발생시킨다. 따라서 관할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
업은 직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특수적 숙련을 그다지 요구하
지 않는 직무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이택면, 2005).

2. 분석틀 구성
개별 기업의 비정규 인력 활용 이유가 비용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확
보라고 한다면,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과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유형화 작업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은 비용절감과 인력 조정
용이성 확보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를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다.
비용절감을 추구하는지 추구하지 않는지, 추구한다면 인건비 절감인지
관할비용 절감인지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은 4가지 경우의 수로 표현된다.
인건비 절감과 관할비용 절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둘 다를 동시에 추
구할 수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3이 아니라 4가 된다. 한편 인력조정 용이
성 확보 차원은 인력조정 용이성을 추구하는 것과 추구하지 않는 것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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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우의 수로 표현된다. 결국 개별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은
2×4=8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3-1 참조).
기업은 정규-비정규직간 임금이나 부가급여(fringe benefits)의 차이가
클수록, 필요한 지식이나 숙련이 기업특수적인 것이 아닐수록, 제품시장
의 수요변동이 크고 불확실성이 심각하여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할수
록, 비정규 근로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정규 인력을 활
용하는 것이 정규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었고, 따라서
비용절감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직무에 비정규
직을 채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 절
감을 위한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이며,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은 직무
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
직이 수행할 직무와 비정규직이 수행할 직무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결
과적으로 이런 방식을 택한 기업에서는 모든 직무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도 동시적으로 비정규직화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직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수행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과도기적 양상일 뿐이며, 궁
극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직무를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인건비
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비록 비정규 인력에게 동일 직무를 수행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여타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해당 직무를 모두 비정규
직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비교 대상(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
로자)을 없앰으로써 여전히 인건비 절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기업특수적인 인적자원 투자가 필요한 직무에 비정규직을 활용하
게 되면 설사 인건비 부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인건비 이외의 관할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관할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기
업은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한 직무에 국한하
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결과 인건
비 절감 효과를 전처럼 누리기 힘들어질 경우, 기업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관할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비정규 인력을 활용할 것이다.
한편 인력조정의 용이성 문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매출 대비 인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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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비정규 인력 활용 전략의 유형화
비용절감 차원(A)
인건비 절감 추구 관할비용 절감
둘 다 추구하지
둘 다 추구(A13)
(A11)
추구 (A12)
않음(A14)
- 직무를 가리지 - 직무를 구분하 - 직무를 가리지 - 매출대비 채용
않고 비정규 활 여, 기업특수적 않고 비정규 활 규모 탄력성 높
용(동일 직무에 인적자원투자 용(동일 직무에 은 직무에 비정
정규 비정규 혼 가 그다지 필요 정규 비정규 혼 규직 배치.
재).
없는 직무에 한 재)
- 매출대비 채용 해 비정규직 고 - 직무를 구분하
규모 탄력성 높 용.
여, 기업특수적
은 직무에 비 - 매출대비 채용 인적자원투자
추구함
정규직 배치.
규모 탄력성 높 가 그다지 필요
(B1)
은 직무에 비정 없는 직무에 한
규직 배치.
해 비정규직 고
용.
- 매출대비 채용
규모 탄력성 높
인력조정
은 직무에 비
용이성
정규직 배치.
차원(B)
- 직무를 가리지 - 직무를 구분하 않고 비정규 활 여, 기업특수적
용(동일직무에 인적자원투자
정규직 비정규 가 그다지 필
직 혼재).
요 없는 직무에
한해 비정규직 추구하지
고용.
않음(B2)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⑤
유형 ⑥
유형 ⑦
유형 ⑧

:
:
:
:
:
:
:
:

B1×A11
B1×A12
B1×A13
B1×A14
B2×A11
B2×A12
B2×A13
B2×A14

직무를 가리지 - 모두 해당사항
않고 비정규 활 없음.
용(동일직무에
정규직 비정규
직 혼재)
직무를 구분하
여, 기업특수적
인적자원투자
가 그다지 필요
없는 직무에 한
해 비정규직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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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 높은 직무에 대해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만
든다. 기업의 직무 중에는 시장수요의 변동에 따른 매출 신장이나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담당 인력을 조절해야 하는 직무가 있고 비교적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인력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 예컨대
일선 매장의 판매 직무나 제조업 생산라인의 조립 직무는 매출 대비 인력
탄력성이 매우 높다. 이 직무를 맡을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출이 늘면 따
라서 늘고 매출이 줄면 따라서 준다. 그러나 본사 관리부서의 인력 규모
는 상대적으로 매출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
다. 시장 환경의 유동성에 최대한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해 인력 운용의 유
연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처럼 매출 대비 인력규모 탄력성이 큰 직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결과 기간제 근
로자의 계속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그들이 맡은 직무가 매출대
비 인력규모 탄력성이 높은 직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기간제
의 반복 사용이나 외주화를 통해 인력조정 용이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과거 비정규 인력 활용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은 앞의
<표 3-1>의 유형화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관할비용 절감, 인력조정 용이
성 확보 세 가지 목적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에 의거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에 의해 구분되는 각 범주들은 그야말로 이념
형(ideal types)에 불과하며,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유형화에 적확하게 부합
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에는 인건비 절감과 관할비용 절감 및 인력조정 용이성 추구라는 세
가지 지향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화 전략은 실제 기업들의 다양한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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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심층면접 결과 분석 : 기업별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1. 심층면접조사 개요
이 조사는 2007년 7월, 8월, 11월 3개월간 상시종업원 수가 300인이 넘
는 중대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기업체 인사관리 담
당자(인사 관련 부서 책임자 혹은 부서원) 1인을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리 작성된 조사도구를 토대로 질문하고 인사관리 담당자
의 답변을 녹취하였다. 중대규모 기업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좌우하는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정규 인력의 활용이 빈번한 대표적 업종을 포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음식숙박업, 보험서비스, 유통업, 제조업(시멘트, 화장품) 등의 업종에 대
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의료서비스업과 건설업, 금융업, 통신 및 IT분
야, 공공부문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번 조사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업체측의 조사 거부 혹은 무성의한 응답이
었다.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업체측의 비협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
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상이한 비정규 인력활용 양태를 보여주는 여
러 기업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심층면접조사
의 분석적 정밀도를 떨어트리는 큰 제약조건이었다.

2. 패밀리 레스토랑의 비정규인력활용 방식 : K사의 경우
K사는 1996년 설립된 패밀리레스토랑으로서 상시 근로자 4,900명을 고
용하고 있으며, 매출액 1,592억 2,100만 원(2004년 결산 기준), 당기순이익
142억 5,500만 원(2004년 결산 기준)을 기록하였고, 전국 매장 100여 곳을
직영하고 있다.
K사의 인력운용 실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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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K사의 인력운용 실태
성별
연령별
인력
고용형태
수
남자 여자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임원
본사 팀장
매니저
OP
Area 서비스텍
푸드텍

5 정규연봉직

5

6 정규연봉직

5

1

21 정규연봉직
11 정규연봉직

4
11

17

9 정규연봉직

1

3

1

1

4

1
13

8

8
3
1

8

5

6

9
2

1

76

20

1

11

71

13

77

137

0

1

24

189

0

매장 매니저(홀)
69 정규연봉직
38
31
시급사원(주방)
4,189 정규시급직 1,637 2,552
시급사원(홀)

0

0

9

60

0

38

65

100

점주
매니저(주방)

11 정규연봉직

9

96 정규연봉직
214 정규연봉직

3,343 643

관리의 중추인 본사는 총무, 인사, 마케팅 등의 통상적 관리부서(사실
상의 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원, 팀장, 매니저로 분류되는 인력들이 배
치되어 있다. 한편 전국을 11개 권역(Areas)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거
기에 속하는 매장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부장(OP : Operation Partners)을
두고 있으며 OP 아래에는 소속 매장들의 음식과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FT(Food Technicians)와 ST(Service Technicians)가 있다. 각 Area에는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 가량의 매장이 분포해 있으면서 그 지역 OP
의 관리를 받는다. 각 매장에는 점주와, 주방 및 홀을 담당하는 매니저,
그리고 주방과 홀에서 실제 음식조리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반직
원들이 있다.
각 인력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K사에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들은 모
두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다만 매니저급 이상
은 매년 연봉계약만을 갱신하는 연봉직원이며 그 이하의 일반 직원들은
수시로 시급계약을 갱신하는 시급직원이다. 그러나 연봉직이든 시급직이
든 급여의 방식이 다를 뿐 고용계약의 측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
기계약 근로자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K사의 전 직원 중에서 본사, OP,
매장을 통틀어 매니저급 이상 연봉직 인력은 9.6%에 불과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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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는 매장에서 직접 조리를 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시급직원들이다.
현제 기간제 형태의 비정규 인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기간제 인
력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사의 인력규모는 창립 후 10여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인력의
성별, 연령별 구성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 창립 이후 가장 큰 규
모로 본사 인력 충원이 있었으나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고, 앞으로 당
분간은 본사 인력의 충원이나 감원계획이 없다. 본사 인력은 외부에서 경
력자를 스카우트하거나 내부 승진을 통해 충원할 뿐, 신규 졸업자를 신입
사원으로 바로 채용한 적은 없었다. 영업망이 확대되면서 Area와 매장
종사 인력도 따라 늘어났으나 성별 구성이나 연령별 구성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최근 들어 점주 인력에서 여성의 비중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OP와 그 아래의 FT, ST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법이
없고 전원 내부 승진으로 충원한다. 사실 이 직무가 기업특수적 숙련을
가장 많이 요하는 직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매장의 모든 직원들은 100% 직접 고용된 직원들이며, 가맹점은 한군데
도 없다. K사는 가맹점을 운영해서는 서비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는 입장이며,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매장 인
력의 채용과 해고는 원칙적으로 점주의 재량이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로 매장 인력은 이직이 가장 빈번하다. 형식적으로는 매장 직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지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추측된다.
K사의 외주 직무 및 외주업체 현황은 <표 3-3>과 같다. 각 매장별로
이 표에 있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보통 한 업체가 여러 매장과
동시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외주업체 중 파견은 고객콜 응대 업무
를 담당하는 프론트 안내직원 1명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용역이다.
따라서 프론트 안내직원을 제외한 모든 외주인력은 소속 용역업체의 인
력관리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시의 책임도 전적으로 해당 용역업체에서 진다. 모
든 외주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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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K사의 외주인력 실태
외주 직무

계약업체 수

업체유형

계약기간

청소

14

용역

1년 단위 갱신

위생

3

용역

1년 단위 갱신

건물관리

0

용역

1년 단위 갱신

고객콜 응대

1(본사 1명)

파견

1년 단위 갱신

폐기물 처리

21

용역

1년 단위 갱신

주차관리

3

용역

1년 단위 갱신

잔반수거

21

용역

1년 단위 갱신

방역

2

용역

1년 단위 갱신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 갱신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외주업
체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재계약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외주업체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은 물론 비용절감이다. 그
러나 그에 못지않게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출 역량이 되는가도 중
요한 판단 기준이다. 변화하는 법규에 맞춰 폐기물 처리 기준이나 방역
기준을 강화해 나갈 역량이 안 되는 업체는 탈락시킬 계획이다. 계약시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양식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
니지만 K사 실정에 맞는 표준적인 계약서를 변호사의 자문하에 구비하여
이용하고 있다.
청소, 위생 등 위 표에 기록된 K사의 외주 대상 직무들은 K사가 설립
될 당시부터 외주화되어 있었다. 10여년의 기간 동안 외주화 대상 직무로
추가되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직무는 하나도 없었다. “외주 줄만한 것
들은 이미 다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향후 기존 직무를 추가로 외주화할
계획도 없다. 다만 매출이 늘어서 매장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외주업
체 수로는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힘들 것이므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
는 외주 업체를 추가로 계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K사에 직접 고용된 인력은 모두 무기 근로계약의
정규직이다. 그러나 90.8%에 달하는 시급직원들을 매니저급 이상의 연봉
직원과 급여형태만 다른 동일한 정규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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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적이다. 일부 학생이나 주부를 제외한 시급직의 대부분이 1일 8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보기도 어
렵다. 그러나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들이 특
별한 경우가 아닌 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리라고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이들을 통상적인 의미의 한시적 근로자로 간주하여 비
정규 인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면, K사는 본사와 OP 및 매장에서 관리자급에 있는 모든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이들의 관리와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장
의 주방과 홀에서 고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 위생, 폐기
물 처리 등과 같이 독립된 업무로 분리 가능하고 업무의 과정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결과만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외주인력을 활
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외주업체들은 업무 특성상 K사에 속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유사 동종업계의 타 업체와
도 거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외주업체의 인력을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 인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K사의 인력 활용 전략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분석틀에 입각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직접 고용된 정규직
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주인력이 담당하는 직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
다는 사실은 최소한 K사가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
으로 비정규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
미한다. 매장 시급직의 직무는 장기적인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있
어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아니다. 신입 직원은 최장 3개월의 수습기간
이 지나면 K사 매장의 시급사원으로서 거의 모든 직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니저급의 직무는 최소 2년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시급직 사원으로 2년의 경력이 쌓여
야 매니저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한 지역내 모든 매장의 서
비스와 음식의 질을 관리하는 OP 및 ST, FT의 직무는 외부 경력직 채용
도 불허하고 전적으로 내부에서 기업특수적 숙련을 쌓은 사람들에게만
할당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직무는 전원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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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원칙이 엿보인다. 청소, 위생,
폐기물 처리, 잔반 처리, 주차관리 등의 직무들은 K사에만 특수한 노하우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종업계의 타 외식업체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노하우이다.
따라서 K사 입장에서는 매장 시급직이나 외주업체가 담당할 직무를
정규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면, 설사 인건비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
라도 더 큰 관할비용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시급직이나 외주인
력을 활용하는 것이 인건비조차 절감된다면 K사는 정규인력 대신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여 이 직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관할비용뿐만 아니라 인건
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K사는 비정규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비용절감을 추구하
기는 하나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직무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숙
련의 기업특수성을 고려하는 관할비용 절감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비록 K사의 인사관리 부처가 의식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이
런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K사의 이와 같은 인력 활용 패
턴은 관할비용 절감적 효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매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는 직무를 비정
규 인력으로 충원한 것은 매출 변동에 따라 인력 규모가 가장 민감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인력이 바로 매장 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출이 늘
면 가장 먼저 증원되어야 하는 것은 매장의 주방 및 홀 서비스 인력이며,
매출이 줄면 가장 먼저 감원되어야 하는 것도 매장의 인력들이다. 이들을
시급직 형태의 비정규 인력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
를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인력이나 폐기물 처리인력, 잔반 처리인
력 등도 매출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그 수요가 변화한다. 따라서 이들
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채용과 해고의 비용을 높여 그때그때 매출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력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
직무를 외주화한 것은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의 효과를 갖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매장 주방 및 홀 서비스 직무와 청소, 잔반처리
등의 직무를 시급직 비정규 인력 혹은 외부 용역 인력으로 하여금 수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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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K사의 비정규 인력 운용 전략은 K사가 의도했든 않았든 간에, 인
건비 절감과 관할비용 절감 및 인력조정 용이성 증대를 모두 초래할 수
있는 인력활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관리 담당자에 따르면 이 같은 유형의 인력 활용 전략은 K사가 설
립된 후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 파견 허용 등 본격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도입됨과 때를 같이하여 설립된 K사는 처음부터 정규직과 비정규
직에 할당될 직무를 구분하고, 비용절감과 유연적 인력 운용이라는 두 가
지 원칙에 입각한 인력 활용 전략을 선택하였으며, 지금까지 별 변화 없
이 이런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K사의 이러한 전략 방향은 큰
궤도 수정 없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처우에 따른 법적 제재
를 무릅쓰면서까지 정규직이 맡던 직무를 비정규직이 같이 맡도록 할 이
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K사가 향후에 비정규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다. 직무를 더욱더 세분하거나 정밀하게 분
석하여 상대적으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덜 요구되는 직무에 대
해 시급직이나 다른 형태의 비정규 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본사 내의 사무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극히 소규모이긴 하나 부분
적으로 시급직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본사 직무를 더 세분화
하여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의 측면에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본사 및 OP에서도 비정규 인력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현재의 시급직 형태가 될지 아니면 외주의 형태가 될지, 혹은 지금껏 없
던 기간제의 형태가 될지는 K사가 처한 특수한 여건과 맥락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한편 K사가 매출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갈 때, 매장 시급직이나 각종 용역업체 인력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매출 변동에 따른 신속한 인력 조정을 위해
서는 지속적이고 확실한 큰 폭의 매출 신장 혹은 감소가 예측되지 않는
한 일정 규모의 비정규 인력 풀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앞
으로 K사의 매출에 큰 폭의 지속적 증가나 감소가 확실시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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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매장 인력이나 외주인력의 규모는 소폭의 매출 변동을 버퍼링할
수 있을 정도의 풀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외주 원칙이나 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별도의 직무를 새로 외주화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
러나 전체 풀의 규모는 바뀌지 않겠지만 매장 인력의 입직이나 이직, 외
주업체의 계약 해지와 타 업체와의 교체 등은 더욱 잦아져서 이들 비정규
인력의 고용 불안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생명보험사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 M사의 경우
M사는 1958년에 창립된 생명보험회사로서, 매출액 11조 9,996억 원, 당
기순이익 2천 864억 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으며(2007년 결산), 4,174
명의 상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M사의 인력운용 실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M사의 인력활용 실태
직무 구분
고용형태
일반직(총무, 재무, 마케팅 등 일반 정규직
관리업무)
(무기계약)
기술직(음향기기 담당, 전화교환원) 정규직(무기계약)
투자․재무전문직

촉탁계약직
(1년 계약, 반복갱신)

사무직(FC지원업무)

정규직
(무기계약)

본사/지역본부 사무직(텔러, 출납업무)
/지점
콜센터

정규직
(무기계약)
촉탁계약직
(1년 계약)
파견

지급심사

분사

underwriting(가입심사)

정규직(무기계약)
로 관리

단순사무보조(자료전산입력)

파트타이머
(2개월 계약, 시급)

별도직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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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사나 지역본부에서 총무, 인사, 마케팅 등과 같이 일반적인 관
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일반직)들은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된다. 한편
지역본부나 지점에서 FP(Financial Planners : 보험설계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텔러(teller)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사무직) 역시 정규직 인
력으로 충원된다. 그리고 극소수이긴 하나(전사에서 3명) 연수원 음향기
기 관리 및 전화교환을 담당하는 인력(기술직)도 정규직으로 채워져 있
다. 이들을 제외한 인력들은 촉탁계약직이라고 불리는 기간제나 파트타
이머로 고용된다. 우선 본사의 투자․재무 파트의 전문 분석가들이 촉탁
계약직이며, 콜센터의 일부 인력들도 촉탁계약직이다(콜센터의 나머지
인력은 파견근로자임). 촉탁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투자․재무 파트의 전문 계약직들은 고용조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계약이 계속해서 반복 갱신된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직으로 입사
하여 재무나 투자 파트에서 2～3년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확보한 후에 계
약직으로 전환한 인력들이다. 물론 이들의 계약직 전환은 대부분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현재 투자․재무 전문직 인력 10여명 중 정규직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본사나 각 지점에서 전산 입력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직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들은 별
도로 파트타이머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2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급을 받고 있다.
이들 파트타이머는 간혹 사무직 인력의 업무(FP 지원 업무나 텔러 업
무)를 같이 하기도 한다. 즉, FP 지원 업무와 텔러 업무는 정규인력과 비
정규 인력이 동일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
나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원 업무와 텔러 업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수행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인사나 영업 쪽은 전원 정규직 인력
이 배치되어 있다. 콜센터는 외주인력(파견)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촉탁계
약직)이 혼재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 배분 방식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인력규모가 비정규직이 더 많아졌을 뿐이
다. 정규직 직무였다가 비정규직 직무로 전환된 것은 투자․재무 전문직
과 콜센터 직무 두 가지뿐이다. 투자나 재무 쪽은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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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신분전환(자발적이 대부분)된 경우가 많다. 콜센터 직무를 담당
하는 인력은 1990년대 후반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정규직이 맡던 직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토록 바꾼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한편 별도로 뚜렷이 분리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분사의 형태로
외부화하거나 직군을 달리하여 별도의 임금체계와 승진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급심사 영역(보험금 지급 액수 심사 및 산정)은 전자에 해당하고,
언더라이팅(underwriting : 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위험도 평가 및 자격 심
사에 근거한 가입 승인 업무) 직무는 후자에 해당한다. 언더라이팅 직군
은 고용형태 면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직과 달리 직무급
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승진체계를 따른다. 심사업무는 원래 내근 정규
직이 담당토록 하다가 2000년대 초에 별도의 회사로 분사되어 나갔다.
M사의 고용형태별 전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촉탁계약
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나, 부서 인사권자의
재량과 회사 전체의 TO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현재 촉탁계약직으로 있
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
행에 따라 전환이 법에 의해 강제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
직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해 둔 것은 없으며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현
재 단언할 수 없지만 콜센터 인력에 한하여 별도의 직급과 별도의 임금체
계를 도입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비정규직 인력을 더 늘릴 계
획은 없으며, 외주화를 더 진행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향후 비정규 인력
운용 규모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정규 입법에 대한
대응방안이 서면 그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할 것이라는 것이 M사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원칙적으로 “업무
성격상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정규직이 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비정규 인력 충원이나 정
규직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M사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촉탁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일반적 대응책들을 지켜본 다음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체적으로 평가를 거쳐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2년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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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M사의 외주인력 실태
외주 직무
모집(FP)

계약 유형

업체수(명수)

계약기간

독립도급(특수고용)

N.A.

N.A.

N.A.

N.A.

2～3개

N.A.

운전(회사버스, 임원
도급
전용차)
콜센터

파견

전에 계약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보았다.
M사의 외주 직무 및 외주업체 현황은 <표 3-5>와 같다. 우선 보험 모집
업무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M사와 독립도급 계약을 한 보험설계사(FP)
들에게 할당된다. 이들과의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계약기간 등에 관해서
는 응답을 거부하였다. FP들은 처음부터 독립도급의 형태로 활용되었다.
처음부터 모집인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맺어 활동하였으며,
이들이 내부 직원이었다가 도급계약자로 바뀌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
다(최소한 응답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는 것). 한편 회사 버스나
임원 승용차의 운전 업무 역시 별도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서 외부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업무는 직접 고용한 촉탁계약직과 파견업체
인력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콜센터는 별도의 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며
외부 파견업체의 수는 2～3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번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콜센터의
업무 특성상 M사의 고유 현황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
으로 업체를 바꾸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원래 콜센터 업무는 전적으로
내부 정규직원에 의해 수행되다가 촉탁계약직과 외부 파견인력으로 대체
되었다.
추가 외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무의 특성상 이상과 같은 업무를 제
외하고는 추가로 외주를 줄 수 있는 성격의 직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인
사담당자의 의견이었다. 보험업계의 특성상 대부분의 직무가 모두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의 기업특수적 성격이 강한 직무이기 때문에 외주
화하기 곤란한 직무들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나마 콜센터나 텔러
직무는 매뉴얼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일정 정도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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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후 추가로 외주화할 직무를 꼽으라면 콜센터나 텔러 업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M사는 총무, 마케팅, 인사 등 일반 관리업무와, 가입
심사 및 승인 업무(underwriting), 그리고 이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
은 FP 지원 업무 및 텔러 업무를 정규직에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관리 업무 중에서 투자․재무분석, 자산운용 직무는 촉탁계약직에게 할
당하여 비정규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다. 그리고 FP 지원 업무나 텔러 업
무는 비중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단순사무보조를 담당하는 파트타임 인력
이 담당하기도 한다. 그 밖에 콜센터 직무, 그리고 전산 입력과 같은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비정규 인력(즉, 촉탁계약직 혹은 파트타이머)에 할당하
고 있다. 의료지식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업특수적 숙련이 필요한 직무이
면서도 정확하게 업무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가입 심사 및 승인
업무는 정규인력이기는 하지만 별도 직군에 속하여 별도의 직급체계와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역시 보험 영업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기업특수적 인적자원투자를 덜 필요로 하는 모집 직무는 FP라는 독립된
개인 사업자들에게 도급계약의 형태로 위임하고 있다. 콜센터 업무의 일
부 역시 파견의 형태로 외주인력에게 할당하고 있다. 지급심사 업무는 그
성격상 타 업무와의 연속성이나 연관성이 적어서 별도의 단위로 취급되
어도 무방하다는 판단하에 1990년대 후반에 분사의 형태로 외부화되었다.
결국 M사는 직접고용 인력 중에서는 콜센터와 단순사무업무보조 직무를
전적으로 비정규 인력에게 맡기고 있으며, FP 지원과 텔러 업무는 정규
인력과 비정규 인력이 함께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FP업무는 전적으
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에게, 그리고 콜센터 업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M사의 인력 활용 전략을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M사가 촉탁계약직이나 외주
인력에 할당한 직무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여타 직무들에 비하여 비교적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적어도 되는 직무에 해당한다. 투자․재무분
석 전문직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필요한 직무이기는 하

58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지만, M사에만 국한된 고도의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하는 직무는 아니다.
또한 콜센터나 단순사무보조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장기
적인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필요한 직무도 아니다. 여러 직무들 중
이 같은 직무들이 비정규 인력에게 할당된 것은 M사가 인건비 절감을 추
구하면서도 직무를 선별하여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덜 필요로 하는
직무에 한하여 비정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관할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교적 기업특수적 인적자원투자가 적어도 되는
직무들 중 유일하게 FP 지원업무와 텔러 업무에 대해서는 고졸 사무직 정
규인력과 극소수의 파트타이머 비정규 인력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
하고 있다. 관할비용 절감 전략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M사는 앞으로 이 두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들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매출액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한 직무는 가
입심사 직무와 단순사무보조업무, 콜센터와 텔러 등의 직무를 들 수 있다.
이 중 가입심사 직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견인력, 계약직 등에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M사의 인력운용 전략은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라는
목표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가입심사 직무가 비정규
인력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비록 매출 변동에 따라 인력 조정이 필요하
기는 하지만 직무 자체가 장기간의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비정규 인력에 할당할 경우 인력조정 용
이성 확보로 인한 이득보다는 관할비용의 증가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관리 담당자에 따르면 이 같은 유형의 인력 활용 전략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담당자의 근속연수가 길지 않
아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확인
할 수 있는 변화라면, 관할비용 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추구를 위해 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FP 지원 업무와 텔러 업무이다. 이
두 직무가 현재 정규직이 맡고 있는 다른 직무들에 비해 기업특수적 인적
자원 투자가 적게 요구되고 매출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직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 두 업무가 앞으로 비정규직화를 겪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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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농후한 업무 영역임을 시사한다. 지원업무와 텔러 업무를 비정규
직화하는 것은 관할비용 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에 효과적이다. 한
편 모집 직무(FP)의 경우에, 향후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의 변화가 시도된다면 이 직무는 시간을 두고 현재의 독립도
급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외주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을 비정규직으로라도 직접 고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이들의 매
출 신장 인센티브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 매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과 노사관계를 맺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4. 호텔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 W사의 경우
W사는 1973년 설립된 호텔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2006년 현재 상
시 종업원 수는 865명이다. W사의 주요 직무별 인력운용 실태를 표로 정
리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W사의 인력활용 실태

마케팅(sales)

정규직원

계약직원

용역/파견직원

○

×

×

인사

○

×

×

총무

○

×

×

finance

○

×

×

stewarding

○

×

○

요리사

○

○

×

waiter

○

○

×

waitress

○

○

×

기타

-

-

-

시설부(시설관리)

○

○

○

front

○

○

×

room maid

○

×

○

관리직군
kitchen
division
F&B
service

room division

fitness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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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을 구성하는 여러 직무들 중 마케팅과 관리직군의 직무들은 모
두 정규직 인력이 맡고 있다. 한편 주방(kitchen division)의 요리사 직무,
식음료서비스(F & B service)의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직무, 객실(room
division)의 프론트 직무는 모두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재되어 맡고 있다.
이 직무를 맡을 인력은 최초 채용시 전원 5개월 계약직으로 뽑고 있으며,
5개월이 지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약 50%는 탈락시키고 나머지 50%
를 연(年)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연계약직 인력들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 근속연수가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한편 주방에서 청소, 식기세척 등을 담당하는 스튜어딩(stewarding) 직
무, 객실부의 룸메이드 직무는 기존에는 정규직이 맡고 있었으나 정규직
인력의 자연 감소분에 한해서 외주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직무 역시 정규직과 외주인력이 혼재되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부의 직무들은 단계적 용역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며, 역시 기존의
정규직 인력, 파견인력, 용역인력, 갱신되지 않는 1년짜리 계약직 인력이
혼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출산휴가자나 일시 휴직자의 대
체근무 인력, 수영장이나 아이스링크와 같이 계절적 업장에 종사하는 인
력 등이 갱신되지 않는 1회성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W사는 대부분의 직무들이 과거 모두 정규직이 맡
고 있었고, 그 중에서 관리직군과 마케팅 직무는 현재도 정규직 인력이
도맡고 있으나, 주방의 요리사 인력, 식음료서비스의 웨이터․웨이트리스
인력, 객실부의 프론트 인력 등은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여 일부를 탈락
시킨 후에 남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직무는
점진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 결과 현재 마케팅 및 관리직군에 속하는 직무들을 제외한 대부분
의 호텔 직무를 정규인력과 비정규 인력이 혼재되어 맡고 있는 상태이다.
W사의 외주 직무 및 외주업체 현황은 <표 3-7>과 같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들 직무는 과거 모두 정규직 인력이 수행하던 직무였으나
점진적으로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는 동일 직무
를 정규직 인력과 외주 용역인력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업
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업무감독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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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W사의 외주인력 실태
외주 직무

업체유형

stewarding

용역

시설부

용역, 파견

room maid

용역

대한 피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관리 담당자를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전
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룸메이드의 경우
에도 정규직 룸에이드와 용역직 룸메이드를 각각 별도의 층을 담당케 하
여 마찰의 소지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고객의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하여
특별한 업무지시나 시정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직 룸메이드를 관
리감독하는 용역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용역직 룸메이드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W사 인사담당자의 설명이다.
현재 외주화할 직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차
가 있을 뿐 이들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전 외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적인 제약이 완화된다면 현재 용역 형태로 외주화된 직
무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파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
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은 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반복 갱신되어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비용절감도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그 못지않게 중요시된다.
마케팅과 관리직군의 직무는 변함없이 정규직 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과거 정규직이 전담하던 호텔업계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프론트, 식음
료서비스, 요리 업무는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인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2003년부터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신규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
여 2년간의 관찰기간을 거쳐 절반을 제외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케 하고
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이 핵심업무들은 정규직 인력과 계약직 비정규
인력이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룸메이드 직무와 스튜어딩 직무는 과거 정규직에게 맡겨졌다가
단계적으로 용역 형태의 비정규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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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시설관리 직무도 기조는 동일하며, 다만
직무 성격에 따라 용역전환시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도
하여 비정규직화의 과정이 다소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현재로
서는 이들 직무는 모두 정규직과 외주인력이 혼재되어 동일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W사의 인력 운용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 인력이 담
당하는 업무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직무를 구
분하고 특정 직무를 비정규 인력에게 맡기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의 변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텔업의 세 가지 핵심직무라고 할 수
있는 프론트, 식음료서비스, 요리 직무는 관리직무를 제외한 여타 직무들
에 비해 기업특수적 숙련을 더 필요로 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W사는
이 직무를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인력으로 하여금 담당케 해야 한다고 하
면서도 사실상 2년 동안 계약직의 형태로 일종의 ‘수습’ 혹은 ‘스크리닝’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화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
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똑같이 정규-비정규 인력이 혼재되어
활용되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주방 스튜어딩이나 룸메이드 직무는 궁극적
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으로가 아니라 그럴 가능
성이 전혀 없는 외주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두 직무가 위
의 세 가지 핵심업무에 비해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비교적 적게 요
하는 직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역시 W사는 인건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관할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프론트, 식음료서비스, 요리 및 룸메이드나 스튜어
딩 직무는 모두 매출 변동에 따라 인력 조정이 비교적 민감하게 이루어지
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직무를 비정규직 인력으로 전환함으로써
W사는 시장의 수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조정 용
이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물론 이들 직무 중 프론트, 식음료서
비스, 요리 직무는 궁극적으로 정규직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2년 동안 계약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인력
조정 용이성 확보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요약하자면, W사는 애초에는 정규직 중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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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 인력운용 전략을 고수하다가 매출부진과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 위
기가 초래되자 위기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정규인력 충원 중단, 비정규
인력 무차별 활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하
였고, 경제위기를 넘기고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러한 무차별적 인건
비 절감 전략이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하는 일부 직무에서는 오히려 서비
스 질의 저하라는 역효과를 부르고 관할비용의 증가가 인건비 절감분을
앞지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3년을 기점으로 직무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요구되는 직무인 3대
핵심직무에 대해서는 선별적 단계적 정규직화를 전제로 한 비정규 인력
활용을 추구하고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스튜어딩이나 룸메이드 직무에 대해서는 단계적 외주화를 추구함으로써
관할비용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의 환경에서는 약간의 수정
이 필요할 것이다. 프론트, 식음료서비스, 요리 직무에서 비록 한시적으로
나마 비정규 인력을 정규인력과 함께 활용하는 것은 차별처우 시비를 부
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3대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업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처우 금지 조항이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할 경우 현재와 같은 정규, 비정규 혼용 전략이 유지되거나, 더 확
대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스튜어딩이나 룸메이드, 시설관리 등과
같이 기업특수적 숙련이 덜 필요하고 매출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용조정
이 이루어져야 할 직무에 대해서는 외주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용역이나 파견 인력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추세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2년 이내의 계약해지 관행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5. 백화점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 O사의 경우
O사는 1955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서 대형마트점(할인점)을 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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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6년 현재 상시 종업원 1만 2천 4백 명(대형마트점 포함)을 고용
한 대규모 유통업체이다. 2006년 결산 기준으로 8조 875억 원의 매출액과
4,7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대형마트점 포함). 다음 <표 3-8>
은 O사의 주요 직무별 인력운용 실태이다.6)
O사의 대표적 고용형태는 통상적 의미의 정규직, 순수 연봉제 적용을
받는 연봉제전문직, 파트타이머, 기간제 근로자인 직영아르바이트로 대별
된다. 이 중에서 파트타이머는 그동안 캐셔 직무에만 배치되어 있었는데,
2007년 8월을 기해 이들이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정규직으
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O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연봉제전문직, 직
영아르바이트 세 가지뿐이다.
<표 3-8> O사의 인력활용 실태

본사

인사, 총무, 경리(회계)
마케팅
개발(기획)
인사
총무
일반
POS운영팀
(cashier)
경리
상품관리

점포

마케팅

고용형태
전원 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원 정규직
정규직, 연봉제전문직(의무실)
정규직, 연봉제전문직(안전관리)
정규직
정규직(팀 관리), 파트타이머에서 정규
직으로 전환(캐셔)
정규직, 직영아르바이트(태그 발행, 전
표관리),

위생관리
팀장, 과장
홍보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판촉

정규직, 연봉제전문직(카피라이터, 골프
매장의 프로골퍼),직영아르바이트(사은행
사장 도우미)

영업관리

정규직, 직영아르바이트(텔레마케터), 외
주(콜센터)

매장 영업관리(팀장, SM, ASM) 정규직
6) 이후 O사의 비정규 인력활용 실태에 관한 논의는 대형마트점을 제외한 백화점만
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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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지원부서 즉 인사, 총무, 경리(회계), 마케팅, 개발(기획) 부서의
모든 직무는 정규직 인력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점포 수준에서도 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 총무, 경리, 마케팅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가 있고 이들
부서의 대부분의 직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장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각 상품 장르별 팀장과 세일즈매니저(SM), 부세일즈매니저
(ASM) 인력이 있으며 이들은 점포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매장의 매출관
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들 역시 모두 정규직이다. 그러나 점포의 지
원부서 내부에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인력에 할당된 직무
도 있다. 인사부서의 인력들 중 의무실 인력은 연봉제 전문직이다. 총무
부서의 직무 중에서는 안전관리 직무를 연봉제 전문직이 맡고 있다. 경리
부서에서는 일반 경리사무와 상품관리 사무는 정규직이 맡고 있으나, 태
그(tag) 발행, 전표관리 같은 비교적 단순한 상품관리 업무는 직영아르바
이트가 맡고 있다. 한편 캐셔(cashiers) 직무는 별도의 POS운영팀이라는
조직으로 통합되어 파트타이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문 캐셔들에게
맡겨졌다.
과거에 캐셔 직무는 매장 영업관리 쪽의 팀장에 속해 있는 파트타이머
와 정규직 인력이 같이 수행하다가 2001년에 전문캐셔제를 도입하면서
파트타이머로만 캐셔 직무를 전담케 했다. 그 이후에 파트타이머 캐셔들
을 팀장 소속에서 독립시켜 POS운영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고
정규직 관리자의 관리하에 파트타이머 캐셔들이 각 점포별 계산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POS운영팀 소속 전문 캐셔들이
2007년 8월을 기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캐셔 직무는 이제 무
기계약 인력에 의해 전담되는 직무가 되었다.
한편 마케팅 부서에서는 팀장급, 과장급 관리직과 홍보 직무는 높은 기
업특수적 지식과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인 까닭에 전적으로 정규직 인력
이 담당하고 있으며, 판촉직무 중에서는 카피라이터나 웹디자이너, 골프
매장의 프로골퍼 등이 연봉제전문직으로 채워져 있다. 사은행사장 도우
미 직무는 직영아르바이트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영업관리 분야에서는
텔레마케팅 직무가 직영아르바이트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콜센터 직무는
외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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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연봉제전문직은 급여체계나 승격, 고과평가 체계에서 차이가
날 뿐 통상적 의미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O사의 정규
직 인사관리의 기조는 한마디로 “같이 간다”이다. “능력이 안 되면 능력
을 회사가 키워서라도 같이 가는”것이 O사의 정규직 인사관리의 기조이
다. 한편 직영아르바이트는 전형적인 기간제 고용형태에 속한다. 계약기
간은 최초 기간은 3개월 이내, 그 이후 9개월, 11개월로 추가연장 가능하
다. 통상 23개월이 넘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캐셔 업무를 담당했
던 POS운영팀의 파트타이머들은 직군을 분리하여 정규직화했다. 1일 8
시간 근무의 전일제 통상 근로자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신
분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정규직화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근무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 등 처우도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타 정규직군과는 급여나 승격 면에서 여전히 차등이 있고 붙박이로 캐셔
직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군분리를 통한 정규직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O사의 외주 직무 및 외주업체 현황은 <표 3-9>와 같다. 농수산물, 청과
물과 같은 1차 식품은 브랜드 매장이 입점할 수 없는 상품들로서, 과거에는
O사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직영 판매인력을 통해 판매했다.
이 1차 식품 판매 직무는 그동안 수차례 직영->용역->브랜드 매장인력
->다시 직영의 과정을 거쳐 2007년에는 다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방침
이 바뀌었다. 축산육류의 “뼈 바르기” 직무인 “소분” 역시 직영 인력에 의
해 수행되다가 여러 번 직영과 외주를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용역업체로
<표 3-9> O사의 외주인력 실태
외주 직무

업체유형

계약기간

1차 식품 판매, 소분 등

용역

도급계약, 1년 단위 갱신

휴직자 대체인력(산휴, 병가)

파견

복직시까지

건물관리
주차관리
그래픽 이미지
전단제작
콜센터

용역
용역
용역
용역
용역

1년
1년
1년
1년
1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갱신
갱신
갱신
갱신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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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졌다. 휴직자 대체 인력은 전원 파견인력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건물
관리 부분은 직무 성격이 복잡하여 형식상 용역외주를 주지만 언제나 위
장도급의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래픽 이미지 제작과 전단제
작 직무는 별도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외주화될 수 있는 이상
적 직무이다. 콜센터는 동종 유사업계의 추세에 부합하여 외주화되었다.
이들 외주업체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체로 대체되지 않는다.
외주 직무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해당 직무가 외주에
적합한 직무인지, 해당 직무를 외주줌으로써 과연 비용이 절감되는가 등
이지만,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사실 1차 식품
판매나 소분, 건물관리 등의 직무가 외주와 직영의 형태를 오락가락한 것
에는 법규 해석의 차이에 따른 불법시비가 큰 몫을 했다.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현 직무들 외에도 외주에 적합한 다른 직무들을 발굴하여 추가 외
주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O사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과 그 변화 방향은 너무도 뚜렷하다. 연봉
제전문직을 정규인력이라고 보면, 외주인력을 제외한 직영 인력 중에서
비정규직은 POS운영팀의 파트타이머 캐셔와 각종 단순 직무를 정규직의
관리와 지휘감독하에 수행하는 기간제 직영아르바이트뿐이다. 이제 POS
운영팀이 별도직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화한 이상, 기간제 직영아르바이
트가 유일하게 남은 직영 비정규 인력이다. 이것은 상시적이고 기업특수
적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비상시적이고
기업특수적 숙련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직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2년
이하의 기간제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단순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
력 거래의 관할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분리직군제를 적용할 영
역을 확대하려고 한 것은 여전히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매출대비 인력수요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캐
셔 직무를 정규직화함으로써 초래될 인력조정의 경직성을 상쇄할 만한
기간제 활용 전략이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아, O사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은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보다는 관할비용과 인건비 절감 효과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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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점을 두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강화되면, 기업특수적 숙련이 비교
적 덜 필요한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외주 확대나 기간제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분리직군제나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합법적인 인건비 절감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백화
점 매출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 매출변화에 조응하여 인력
규모가 조절되어야 하는 직종을 발굴하여 기간제나 외주인력으로 대체함
으로써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를 추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6. 시멘트 제조업체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 Z사의 경우
Z사는 1961년 말에 설립된 시멘트 제조업 분야의 중견기업으로서, 시
멘트와 레미콘, 레미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2006년 결산 기
준으로 매출액 5,117억 원, 당기순이익 445억 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2006년 현재 고용규모는 상시 종업원 기준 659명이다. Z사의 업무별 인력
활용 양태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 3-10>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Z사의 본사 인력 중에는 비정규 인력이 하나도 없다.
관리본부,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기술본부, 감사팀 등 모든 부서의 인력
은 전원 직영 정규직 인력으로 채워져 있다. 한편 시멘트 생산을 담당하
는 ○○군 소재 지방공장의 경우, 관리 및 생산관리, 안전, 연구개발 부서
는 전원 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석회석 채굴을 담당하는 자원팀,
채굴된 원석을 가공하여 최종 생산물인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담당하는 생산팀, 생산된 시멘트를 운반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유통팀,
각종 기계나 전기 및 설비 등의 점검과 보수를 담당하는 공무팀에서 각각
협력업체 직원 형태로 외주(도급)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생산 및 공무 직무에서는 직영인력과 외주인력의 비율이 거의 반반 정
도이며, 유통 영역에는 그보다 적은 비중의 외주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 석회석 채굴과 관련된 자원 직무는 거의 100% 외주화되었다. 생산
팀의 직영인력은 관리를 담당하는 20명의 사무직 인력과 직접 생산라인
에 투입되는 현장직 100명을 포함 120여 명에 달하며, 외주인력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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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Z사의 인력활용 실태
본사/공장

본사

부서 및 업무구분
총무(인사)
회계
관리본부
재무
자재
경영기획
신규사업
경영기획실
사업개발
정보화추진
시멘트 영업
레미콘 영업
영업본부
레미탈 영업
특수영업
영업지원
기술
기술본부
품질
생산기획
감사팀
감사
관리
생산관리
안전
연구개발

지방공장(시멘트제조) 생산(시멘트제조)
공무(전기, 기계, 설비)

레미콘/레미탈 공장

자원(채굴)
유통(운송, 물류)
영업
품질관리
제조
운반

고용형태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50%)/외주(도급)인
력(50%)
직영 정규직(50%)/외주(도급)인
력(50%)
거의 100% 외주(도급)인력
직영 정규직/외주(도급)인력
직영 정규직
직영 정규직
100% 외주(도급)인력
100% 외주(도급)인력 : 특수고용

비슷한 수준인 120여 명에 달한다. 공무팀의 직영인력도 관리직과 현장직
의 비율이 이와 유사하며 외주인력의 규모가 직영인력과 거의 맞먹는다
는 점에서 생산팀의 경우와 같다. 00군 소재 시멘트 공장의 총 직영 종사
자는 310명이며 관리 인력을 제외한 현장인력이 220명 가량 된다. 이에
덧붙여 현장 직영인력 규모와 거의 맞먹는 200여 명 가량이 외주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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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직원 자격으로 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주인력이 하나도 없었다. 이 같은 외주화 현황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
으로 외주화가 실시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결과이다.
자원팀의 직무는 주로 노천 석회석 광산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석회석
원석을 채굴하고 대형 트럭을 이용해 분쇄기로 수송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직무 대부분을 외주 협력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생
산팀의 직무는 시멘트 생산 공정의 특성상 시멘트 제조의 핵심공정인 소
성을 담당하는 킬른(kiln: 소성로)을 중심으로 하나의 라인을 따라 연속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킬른 관리 등의 핵심적이고 장기간의 숙련 형성을
요하는 직무는 전적으로 직영 정규인력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분쇄 공정이나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되는 여타 단순 직무들에 한해 외주
협력업체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다.
한편 Z사에는 시멘트 이외에 시멘트 가공제품인 레미콘과 레미탈을 생
산하는 공장들도 다수 있다. 이들 공장은 영업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소
수 인력만 직영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제조와 운반은 100% 협력업
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 제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를 생산협력사라고 부
르며, 운반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를 운반협력사라고 부른다. 이 중 운반협
력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운반차량 차주들로서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
사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이 Z사에 전속 계약
된 인력들이다. 이들 제조 및 운반 인력들 역시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원
Z사 직영 정규인력들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도급화되었고 계속
외주 규모를 늘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사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외주인력을 활용할 때 수요 변동에 따른 인
력조정 용이성 확보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멘트는 생산
공정상의 특성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생산량을 조절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주로 재고 관리를 통해 단기적 수요 변동에 대
처할 뿐이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때는 가동 중
인 여러 대의 킬른 중 효율이 떨어지는 하나를 중지시킴으로써 그것과 연
결된 전체 생산라인을 멈추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킬른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라인은 채굴에서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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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중 특정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을 그때그때 생산량이 늘거나 줄
었다고 하여 임의대로 감원하거나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
유로 Z사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은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와는 다소 거
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레미콘이나 레미탈 공장에서 일부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 제조 및
운반 전 직무를 외주화한 것은 관할비용 절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
다. 시멘트 제조 공정과 달리 레미콘이나 레미탈 제조 공정은 완제품 시
멘트를 주원료로 하여 거기다가 일정 비율의 물이나 골재 혹은 모래를 혼
합하는 단순 공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비교적 자동화하기 쉽고 따라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의 투자가 비교적 적어도 되는 직무로 구성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완성된 제품의 운반 수송 직무 역시 기업특수적 숙
련이 거의 필요 없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Z사는 이 두 직무를
100% 외주화함으로써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할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 여하에 따라 인건비 절
감 효과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주화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회피할 수 있어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
질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군 소재 시멘트 공장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유
사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팀의 전체 제조공정 중 정확히
어떤 부분을 외주인력이 담당하고 어떤 부분을 직영인력이 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성
공정, 특히 킬른의 가동 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는 확고부동한 직영 정규
직 인력의 직무라는 것이다. 사실 소성 공정은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
(Clinker)를 만들어내는 핵심공정이며, 나머지 공정들은 클링커를 만들기
위해 석회석을 분쇄하고 여타 첨가물을 혼합하는 과정과 생산된 클링커
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완제품 시멘트로 만들고 포장하는 공정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요하는 공정들이다. 소성 공정, 특히 조합된 원료 석회석
에 열처리를 가하는 킬른의 관리 및 운전 직무는 가장 장기적이고 집약적
인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직무이며, 이 직무를 정규인
력에게 맡기는 것은 관할비용 절감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머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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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나 혼합 등의 공정은 자동화 설비에 대한 조작 방식을 익히는 것이 관
건이기 때문에 기업특수적 숙련을 비교적 덜 요하는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직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외주화 과정을 밟음
으로써 Z사는 관할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 협
력업체와의 계약 조건 여하에 따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를 회피함으로써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생산공
정 중 한 부분이 노사갈등으로 중단되어 전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되
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자원팀의 인력이 전원 외주화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팀의 업무는 앞에서 밝혔듯이 계단식 노천 석회석 광산에서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석회석을 캐내고 그것을 대형 트럭에 실어
공장 분쇄 장비로 운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외주화한 것은 관할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노사관계 회피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등 세 가지 이
점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인력활용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관리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Z사는 앞으로 기술, 관리, 영업 등 외
주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직무를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은 원칙
에 따라 추가로 외주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100% 외주화가 완료된 시멘트 공장의 자원팀 업무나 레미콘/레미탈 공장
의 생산 및 운반팀 업무를 제외하고도 시멘트 공장의 생산팀, 공무팀, 유
통팀의 업무 중에서 기업특수적 숙련의 필요 정도에 따라 추가로 외주화
되는 직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산라인의 도급화에는 언제
나 위장도급 등 불법 시비가 제기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과 특수고용직
운반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향후 이슈가 될 경우 적절한 대처 방
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Z사의 공장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
를 초래할 변수가 될 것이다.

7. 화장품 제조업체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 S사의 경우
S사는 1962년 초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회사로서, 2006년 현재 31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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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6년 결산 기준 매출액 618억 원, 당기
순이익 2억 3,700만 원을 기록했다.
S사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40명 가량의 비정규 인력
(계약직)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 40명의 비정규 인력은 정규
직으로 전환되거나 외주(도급)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현재 S사의 직접고
용 인력 중에는 비정규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 3-11>은 2007년 7월
이전의 S사 인력활용 현황에 해당한다.
청소, 건물관리 등 전통적으로 외주인력에 맡겨져 왔던 직무를 제외하
고,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고용 인력 중 40여 명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했다.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지원 업무에는 전원 정규직원이 배치되
었으며 영업 인력 가운데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S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
를 담당하는 직무에 한해서 10명 정도의 계약직 인력을 활용했다. 이 매
장 판매 직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수행해 왔으며(1개 매장에 매
니저와 정규직 판매사원, 비정규직 판매사원이 함께 근무함), 정규직 판
매사원과 계약직 판매사원 간에는 거의 업무의 구분이 없었다. 사실상 어
떤 시기에는 판매사원을 정규직으로 뽑고 어떤 시기에는 계약직 사원으
로 뽑고 했기 때문에, 백화점 판매 직무에 관한 한 정규-비정규 인력간
직무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간의 차이는 단지
입사시기의 차이뿐이며, 이 우연적 차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결
<표 3-11> S사의 인력활용 실태

본사+지점

공장

부서(직무)구분
고용형태
경영지원
정규직
마케팅
정규직
영업지원
정규직
정규직
영업
계약직(백화점 직영매장 판매직)1)
정규직
생산
2)
계약직
연구
정규직

주 : 1) 2007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2) 2007년 7월 이후 도급(용역) 전환.

인원(명)
54
26
32
117
10
82
3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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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 계약직 백화점
매장 판매원들은 이번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 이후 거의 전원이 정규직으
로 전환되었다.
한편 공장 인력은 생산을 담당하는 인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
으로 나뉘는데, 연구개발 파트에는 비정규 인력이 하나도 없고 생산라인
에만 약 30여 명의 계약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생산라인
중 어떤 공정에 있는 인력들이 계약직으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응
답자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나, 대략 이직률이
높은 다순 공정에 종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계약직 활용이 이루어졌다
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생산팀 내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재되어 있었으
며, 이들이 공정상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함께
수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계약직 인력들은 2007년 비정규
직 보호법 시행 이후 거의 전원이 도급(용역)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현재
는 동일 생산팀 안에 공정별로 정규직 생산인력과 외주업체의 용역 인력
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정확하게 어떤 공정이 외주화되었
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 외에 청소, 건물관리 등의 직무
는 이전부터 계속 변함없이 용역업체의 인력이 맡아 왔다.
S사는 비록 비정규 인력의 활용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판매직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직무와 비정규직의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해 왔다. 백화점 매장의 판매 업무는 여타 다른 영업 업무(방
문 판매를 제외. 방문판매는 대리점주에 의해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S
사와는 무관함)에 비해 비교적 기업특수적인 숙련이 덜 필요한 직무라고
한다면, 이 직무에 정규인력과 비정규 인력을 혼용한 것은 관할비용 절감
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활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교적 매출대비 고용 탄력성이 높은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직에 압도적으로 정규직을 많이 배치한 것(117명 대 10명)과 10
명의 백화점 매장 계약직조차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S사가 매출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리를 가능케 한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도 최근 매출 변동
이 거의 없었으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력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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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직을 쓴 것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 한편 최근 백화점 매장 인력을
전원 정규직화한 것은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더 이상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S사가 본사나 지점
의 영업인력에 대해 비정규직을 일부 활용한 것은 관할비용 절감이나 인
력조정 용이성 확보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S사가 비교적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덜 요하는
백화점 판매 직무를 전원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관할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상 비교 가능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자체가 없어지
게 되는 것이므로 차별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게 적어지게 될 것이
다. 또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하게 늘 경우 영업직 인력
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함으로써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를 추구할 가능
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정규직 영업인력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
게 할 경우 차별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규직
과 차별화된 직무를 수행하게 직무 내용을 재정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에 계약직 인력이 배
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구체적인 예단을
내리기 어렵다. 만약 이직률이 높은 단순업무 담당 인력에 대해 계약직을
활용해 왔다면, 인건비 절감 및 관할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
며, 생산라인 인력은 매출 변동에 따라 규모가 신축적으로 조절될 수 있
어야 하므로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
직 보호 입법 시행 후 이들을 전원 외주 전환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 생산
직 비정규 인력들이 담당하던 직무가 정규직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만
약 그렇다면 그동안의 S사의 생산직 인력활용 방식은 관할비용 절감이나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대로 생산라인에서 도급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비록 인사담당자는 모든 검토가 끝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
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위장도급 등 불법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상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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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S사는 생산라인의 직무를 세분하여 기업특
수적 숙련이 비교적 덜 필요한 단순 반복적 직무에 대해 계약직 등 직접
고용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5절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전망
이상과 같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업종과 규모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비정
규 인력활용 방식에 있어서는 놀랄 만큼의 유사성을 드러냈다. 그것은 조
사대상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은 인건비 절감, 관할비용 절감, 인
력조정 용이성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중 하나 혹은 그것들 간의 조합)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조사 대
상 기업들이 업종이나 규모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비교적 적게 요하는 직무, 그리고(혹은) 매출액 변동 대
비 고용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직무에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
에 기초한다. 물론 일부 중규모 제조업체들 중에는 이런 두 가지 차원에
입각한 직무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추구하는 방식
으로 비정규 인력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조차 비정
규직 보호법의 통과 이후 적극적으로 직무를 구분하고 관할비용 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증대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물론 시멘트
제조의 경우처럼 생산 테크놀러지의 특성상 매출 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인력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관할비용 절감
의 인센티브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들의 과거 비정규 인력 활용 양태를 인건비 및 관할비용의
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추구라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앞으로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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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차
별을 금지하는 법제가 확립된다면,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 인
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는 많이 약화될 것이고, 대신 인력조정 용
이성 확보나 관할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
화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대상 정규직 직무가 존재하지 않도록 특정 직무
를 비정규 인력이 전담케 하거나 직군분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함으
로써 차별처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여전히 인건비 절감 효과를 추구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직무분석을 통해 기업특수적 숙련의 요구 정도
가 낮거나 매출대비 고용탄력성이 커서 비정규 인력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무가 무엇인지 선별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엄격한 직
무 분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비정규 인력 활용 전략이 변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군분리를 통해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더 연
장하려는 시도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사한 숙련수준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
형태가 다르다고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직무를 차별화하
지 않고 기존의 정규직 직무를 비정규직이 대신 맡게 하려는 인센티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군을 분리하여 합법적인 차별처우를 선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 절감 인센티브는 많
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관할비용을 절감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기업특수성이 낮은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변할 때 그에 따라 채용된 인력 규모를 즉각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를 더 많이 발굴해내고 그 직무에 비정규직
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차원의 비정규 인력 활
용은 기간제 사용기한의 제한에 따라 더욱더 부추겨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이런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비정규 보호입법의 결과로 더욱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차별처우 금지로 인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인
건비 절감 효과를 초래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기간제나 파견인력 사용 기
간 제한 및 2년 사용 후 고용의무 부과로 인해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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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달성하려는 인센티브가 더욱더 강화된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기존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여 기
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직무를 더 많이 발굴하
고, 매출액이 늘어날 때는 신속하게 담당인력을 늘리고 줄어들 때는 신속
하게 담당인력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이
직무들을 비정규 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직무의 구분 없
이 동일 직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업
은 유사한 시나리오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해당 직무가 기업특수
적 지식과 숙련이 요구되는 직무이거나 매출 변동에 그다지 민감하게 인
력규모가 변동되지 않아도 되는 직무일 경우에는 담당인력을 정규직화할
것이다(이 경우에도 기업은 가능하다면 분리직군제 등을 통해 인건비 절
감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는 담당
인력 전원을 비정규직화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관할비용을 절감하고 인
력조정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게다가 비교대상인 정규직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차별처우가 가능하여 인건비 절감 효과까
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기간제를 활용할지 외주화할지는 기
업이 처한 특수한 맥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특히 해당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직무라
면, 기업은 노사관계 회피를 위해 외주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

2. 정책적 함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비정규 인력에 대한 차별을 막고 비정규 인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비정규직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어떤 함의를 던져줄 수 있는가? 앞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
선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차
별해소 및 남용방지,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적출함과 아울러 그것을 가능하
게 할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제3장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79

본 연구의 가장 포괄적인 시사점은 인프라 구축, 그 중에서도 조사통계
시스템 정비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할 때 기업
이 비정규 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기업 단위의 비정규 인력 활용 전략이
의미있는 정책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에 있는 타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과의 비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조사통계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업 단위의 미시적 데이터를 모을 때 직무별 비정규 인
력의 활용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 업종 내에서의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업별 업종별 중범위(meso-level)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특수적 숙련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직무, 혹은(그리고)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의 인력이 변함없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서는 비정규 인력의 남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에는
공공이 개입하지 않아도 수요측인 기업의 인센티브와 공급측인 근로자의
인센티브가 일치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이 균형 제도로 유지될 것이다. 정
책적 개입을 통한 보호는 기업특수적 숙련이 별로 필요치 않은 직무에 고
용된 인력, 혹은(그리고) 매출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인력규모의 조정이 필
요한 직무에 고용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려면
이들이 쉽게 고용주를 바꾸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의 기간
중에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거래비용이론은 이들 인적자원의 특성상 시장에 맡겨두면 저절로 다른
고용주를 찾아 쉽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것은 기업특수적이지 않은 인적자산에 대한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맞
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주장이다. 이들 기업특수성 낮은 인적자산
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이들 인력의 재취업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이며, 차별 금지나 사용기간 제한 등과 같이 개별 기업의 인력활용 방식
을 겨냥한 정책수단은 시장의 구조적 제약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

80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 인력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비정규 인력을 상시적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숙련의 기업
특수성이 낮아서 어느 고용주에게나 활용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춘 사
람들에 대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수급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어떤 직무에 어떤 숙련을 갖춘 인력을 필요
로 하며 그 인력을 어떤 고용형태로 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
종 업계에 속하는 기업들 간에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기초자료가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직무별 숙련 내용
과 고용형태에 관한 미시자료(micro-level data)의 구축과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개별 기업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별 기업의 미시자료
를 업종별로 축적하는 중범위 자료(meso-level data)의 구축이 필요하다
는 앞에서의 주장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직무들 중에서 어
떤 것이 기업특수적(firm-specific) 숙련을 요하는 직무이며, 어떤 것이
산업특수적(industry-specific) 숙련을 요하는 직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나아가 산업특수적 숙련에 대한 시장의 형성과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것은 어떤 직무를 정규 인력으로 채용
하고 어떤 직무를 비정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양립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신호(signal)로서 기능할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 인
력에 대해 업종별로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고
용가능성을 높이고 정규직 진입 확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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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
였다. 고용불안정과 각종 차별에 따른 인권침해, 자살·분신·농성·파업 등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비정규 노동쟁의가 계속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
동쟁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현한 비
정규 노동쟁의는 1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도 많아져 노사관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쟁의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
규 사용 결과 나타나는 중장기적인 기업경쟁력 훼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약화 및 대외적 이미지 추락, 이중적 노동시장의 강화 등이 IMF 이후 한
국 경제의 또 다른 성적표이기도 하다.
비정규 입법이 검토된 것도 이 때문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의
주도로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간의 논의가 약 2년에 걸쳐 이루
어졌으나 노사간의 의견차가 커서 결국 합의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노
사간 이견과 공익위원안을 함께 정부로 송부하였다. 정부는 노사정위원
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정
규직 관련 3개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을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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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환노위)는 2004년 12월 7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소
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접어들어 노정간의 갈
등이 정점에 달하였고, 특히 민주노총과 일부 비정규노조의 반대가 커지
면서 1년간 유예되다가 결국 2006년 11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을 통해 비정규 입법이 통과되었다.
비정규입법 통과를 전후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 2007년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85.9%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적어 차별시
정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차별시정대상이기 때문에 상당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이 2년 정도
지연된다. 또한 100인 미만 기업이 대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
나 차별을 시정할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4-1> 비정규 입법의 주요 내용
현행
- 차별금지규정 없음

기간제

개정안
- 차별금지규정 신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 단계적 적용(2007년 7월 : 300인 이상 및 공
기업, 2008년 7월 : 100～299인 기업, 2009년
9월 : 100인 미만 사업장)

-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초과 사용시
갱신에 대한 규제 없음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고용의제)
-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 근로계약기간(1년) 규정 폐지
- 차별금지규정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단시간 - 법정 근로시간내 초과 -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
근로 규제 없음
12시간)
-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규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
차별금지 및 시정
파견근 - 파견기간은 최장 2년 - 최장 2년으로 현재와 동일
로자 -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 -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 적용
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 (파견 금지업무 파견시에도 고용의무 적용)
업주에 고용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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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별시정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역시 비판 지점이
다. ①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 준거집단을 사업장
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직무나 직군을 비정규직으로만 채워버릴 경우 차별판정을 하기 어렵다.
② 기업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주화가 확산될 경우 외
주화된 노동자들은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간접고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셋째, 차별시정의 주체가 개별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시정 효과가 제
한된다는 것 역시 일찍부터 지적된 바 있다. 개별 노동자들이 차별시정
을 요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면
계약기간이 짧으며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소송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 제
소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역시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행위를 발견할 경우
직권으로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넷째, 한국의 비정규직의 증가 및 차별문제는 입법만으로 해결하기 어
려운데 입법적 조치에 지나치게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실제 실효
성이 발휘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조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것 역
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었는지는 좀 더 장기적인 추이분석 및 검토
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질
문을 던진다.
우선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00년대 이전에도 비정규
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이며 급격하게 늘
어난 것 역시 1997년 이후의 현상이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도 2000년 8월이 그 시발점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비
정규직 하위유형별로 어떤 특징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번 입법의 대상이 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와 파견뿐만 아니라 용역,
일일근로, 가내근로 등 비전형근로나 간접고용의 변화 추이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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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정규직 입법 시행을 전후하여 그동안 우려하던 내용이 나
타나고 있는지, 또한 비정규직 입법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끼친 영향
을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비정규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한편, 비정
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 글은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통계적 데이터로서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이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관찰 자료 등을 사용한다. 산별노조로
의 전환과 함께 2002년부터는 금융권에서, 그리고 2004년에는 보건의료
와 금속산업에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비정규입법 시행을
전후하여 산별교섭의 주요 의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으며, 직간접
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산별교섭 참여관찰 자료는 최근 현황 파악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의 합의 개념(협의의 정의)에 기초하며 노동계의 정의(광의의 정의)를 사
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표기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 정의에
관한 논란은 충분히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정의 부분은 생
략할 것이다.

제2절 비정규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비정규직 규모와 변화추이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 비정규직 규모는 2004년 전체 노
동자의 37%(539만 4천 명)를 정점으로 2006년 8월 35.5%(545만 7천 명)
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비정규 입법이 시행된 2007년 8월에는 오히
려 0.4% 늘어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35.9%(570만 3천 명)가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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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비 증가율은 2007년 현재 56.9%로 지난 7년간 비정규직이 급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변화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전년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가율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추
이를 추적하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변화추이(2001～07년)
(단위 : 천 명,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근로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 기간제 아닌
한시적 근로
근로
시간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일일근로
근로 특수형태
제공
방식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2001
13,540(100.0)
9,905( 73.2)
3,635 26.8
1,865 13.8
1,477 10.9

2002
14,030(100.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536 10.9

2003
14,149(100.0)
9,542( 67.4)
4,606 32.6
3,013 21.3
2,403 17.0

근로자수(비중)
2004
2005
14,584(100.0) 14,968(100.0)
9,190( 63.0) 9,486( 63.4)
5,394 37.0 5,482 36.6
3,597 24.7 3,615 24.1
2,491 17.1 2,728 18.2

388

2.9

528

3.8 610

4.4 1,106

7.6

887

878

6.5

807

5.7 929

6.6 1,072

7.3 1,044

5.9

2006
15,351(100.0)
9,894( 64.5)
5,457 35.5
3,626 23.6
2,722 17.7

2007
15,882(100.0)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531 15.9

905

5.9 1,015

6.4

7.0 1,135

7.4 1,201

7.6

1,702 12.6 1,742 12.4 1,678 11.9 1,948 13.4 1,907 12.7 1,933 12.6 2,208 13.9
298 2.2 412 2.9 589 4.2 666 4.6 718 4.8 667 4.3 845 5.3
810 6.0 772 5.5 600 4.2 711 4.9 633 4.2 617 4.0 635 4.0
135 1.0 94 0.7 98 0.7 117 0.8 118 0.8 131 0.9 174 1.1
307 2.3 332 2.4 346 2.4 413 2.8 431 2.9 499 3.2 593 3.7
256 1.9 235 1.7 166 1.2 171 1.2 141 0.9 175 1.1 125 0.8

주 : 1) 한시적 근로는 기간제와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가 있으며 후자는 다시
계약반복갱신이 기대되는 한시적 근로(한시근로 1)와 계속근무기대가 안 되
는 한시적 근로(한시근로 2)로 나뉨.
2) 이하 모든 통계에서 비정규직 정의는 협의의 정의를 따름.
<표 4-3> 전년대비 정규, 비정규 증감추이(2001～07년)
(단위 : 천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905(73.2) 10,190(72.6) 9,542(67.4) 9,190(63.0) 9,486(63.4) 9,894(64.5) 10,180(64.1)
전년대비 정규직증감 285(+2.9) -648(-6.4) -342(-3.7) 296(+3.2) 408(+4.3) 286(+2.9)
비정규직 3,635 26.8 3,839 27.4 4,606 32.6 5,394 37.0 5,482 36.6 5,457 35.5 5,703 35.9
전년대비 비정규직증감 204 5.6 767 20.0 788 17.1 88 1.6 -25 -0.5 246 4.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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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그림 4-1]과 같이 전년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비정규직이 767천 명, 788천 명 증가한 반
면, 정규직은 오히려 줄어 이 시기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집중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들어와서야 정규직 증가율이 늘어나나
2007년에는 양자의 증가율이 비슷해져서 2007년 전년대비 정규직은 286
천 명, 비정규직은 246천 명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비
정규직 입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대적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의 <표 4-2>의 비정규직 변화 추이를 하위유형별로 살펴
보면서 그 특징을 확인해 보면 첫째, 비정규 규모의 감소는 한시적 근로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의 축소에 기인한다.
기간제 근로는 2001년 10.9%에서 2005년 18.2%로 7.3% 증가하였다가
2007년 현재 15.9%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7.0%이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증가율은 2006년에도 확인되어 당시 증가율이 -0.2%였다. 기간제 및 단
시간 노동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강제한 비정규 입법의 효과가 2006년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그림 4-1] 전년대비 정규, 비정규 증감추이(2001～07년)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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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비정규직 증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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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비정규직 전체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아니
며 다만 비정규직 내부의 비중 변화, 즉 기간제 등 직접고용으로부터 비
전형 근로 및 간접고용으로의 변화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기간
제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
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내부의 비중변화는 비정규직의 삶의 질 악화로 이
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둘째, 간접고용의 증가현상이 상당히 뚜렷하다(그림 4-2 참조). 간접고
용까지를 포함한 비전형 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7년의 증가율이 높아 기간제 근로의 감소와 대비된다. 파견, 용역, 일
일근로 등을 살펴보면 파견의 경우는 2001년 1.0%에서 2003년 0.7%로 줄
었다가 2007년 현재 1.1%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용역근로는 2001년
2.3%에서 2007년 3.7%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일근로는 2001년
2.2%에서 2007년 5.3%로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보다는 작으나 시
간제 근로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비전형 근로의 증가추이(2001～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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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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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성별 정규/비정규 분포(2001～07년)
(단위 : 천 명, %)
2001
정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2007/2001

비정
비정
비정
비정
비정
비정
비정
비정
정규
정규
정규
정규
정규
정규
정규
규
규
규
규
규
규
규
규

3,454 1,889 3,771 1887 3,545 2,320 3,434 2,662 3,539 2,747 3,691 2,752 3,851 2,796
(64.6) (35.4) (66.6) (33.4) (60.4) (39.6) (56.3) (43.7) (56.3) (43.7) (57.3) (42.7) (57.9) (42.1) 397 907
전년대비 증감분
317 -2 -226 433 -111 342 105 85 152 5 160 44 (11.5) (48.0)
여성

(증가율)

(9.2) (-0.1) (-6.0) (22.9) (-3.1) (14.7) (3.1) (3.2) (4.3) (0.2) (4.3) (1.6)

6,160 1,713 6,215 1,907 5,997 2,286 5,758 2,732 5,947 2,736 6,204 2,705 6,328 2,907
(78.2) (21.8) (76.5) (23.5) (72.4) (27.6) (67.8) (32.2) (68.5) (31.5) (69.6) (30.4) (68.5) (31.5) 168 1,194
전년대비 증감분
55 194 -218 379 -239 446 189 4 257 -31 124 202 (2.7) (69.7)
남성

(증가율)

(0.9) (11.3) (-3.5) (19.9) (-4.0) (19.5) (3.3) (0.1) (4.3) (-1.1) (2.0) (7.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더군다나 도급,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이 통계수치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
의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랜드나
코스콤 사태로 쟁점이 된 사내하도급은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간접고용의 증가 정도는 통계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없지 않아 고
용의 질 악화뿐만 아니라 이중적 노동시장의 고착화 현상이 우려된다.
셋째, 비정규직의 성별 내부의 비중은 여성이, 절대수와 증가율에서는
남성이 우세하다. 성별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현재 여성은 42.1%(2,796
천 명)이고 남성은 31.5%(2,907천 명)로 성별 비중은 여성이 많으나 비정
규직 수는 남성이 111천 명 더 많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율 추이에서도
여성은 2001년 대비 2007년 증가율이 48.0%인 반면, 남성은 69.7%로 남
성 쪽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더 높다.
이것을 [그림 4-3]으로 다시 살펴보면 남성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
가분 격차가 여성보다 커서 남성 노동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클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2007년의 경우 여성은 정규직 증가분이 비정규직 증가분
보다 많은 양상이 지속되지만, 남성은 오히려 역전되어 비정규직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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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높아진다. 또한 여성은 2003년 비정규직 증가가 높았던 반면, 남
성은 2004년에 증가가 더 높았다.
[그림 4-3] 전년대비 성별 정규, 비정규 증감추이(2002～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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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표 4-5> 전체 비정규직 대비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추이(2001～07년)
(단위 : 천 명, %)
규모

2001

2,636
( 73.2)
570
30～99인
( 15.8)
202
100～299인
( 5.6)
194
300인 이상
( 5.4)
3,602
전체
(100.0)
30인 미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683
( 70.7)
652
( 17.2)
224
( 5.9)
235
( 6.2)
3,794
(100.0)

3,257
( 70.7)
787
( 13.1)
301
( 5.0)
261
( 4.4)
4,606
(100.0)

3,625
( 67.2)
962
( 17.8)
437
( 8.1)
370
( 6.9)
5,394
(100.0)

3,699
( 67.5)
981
( 17.9)
428
( 7.8)
375
( 6.8)
5,483
(100.0)

3,663
( 67.1)
992
( 18.2)
432
( 7.9)
369
( 6.8)
5,457
(100.0)

3,875
( 67.9)
1,026
( 18.0)
444
( 7.9)
358
( 6.3)
5,703
(100.0)

2001/2007
증가분 증가율
△1,239
△47.0
( 59.0)
△456
△80.0
( 21.7)
△242
△119.8
( 11.5)
△164
△84.5
( 7.8)
△2,101
△58.3
(100.0)

주 : 증가분 - 해당 시기 전체 비정규직 증가 중 각각의 기업규모별 증가 정도.
증가율 - 2001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2007년의 해당 기업별 증가분의 비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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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체 비정규직의 85.9%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며 300인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의 93.8%에 달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
이 높다. 하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100～300인 미만이 119.8%로 가장 높
으며, 300인 이상과 30～99인 사이가 80% 수준으로 비슷하다.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분포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기간제와
비전형(용역, 파견, 일일근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표 4-6> 기간제, 시간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별 분포(2005～07년)
(단위 : 천 명, %)
30인 미만

30～99

2005 기간제

1,596(58.5)

568(20.8)

297(10.9)

268( 9.8)

2,728(100.0)

시간제

888(85.1)

95( 9.1)

28( 2.7)

34( 3.3)

1,044(100.0)

일일

666(92.8)

39( 5.4)

10( 1.4)

3( 0.4)

718(100.0)

파견

75(63.6)

22(18.6)

10( 8.5)

12(10.2)

118(100.0)

용역

273(63.3)

103(23.9)

40( 9.3)

15( 3.5)

431(100.0)

특수

362(57.2)

200(31.6)

47( 7.4)

24( 3.8)

633(100.0)

가내

100～299

300인 이상

전체

127(90.0)

11( 7.8)

2( 1.4)

1( 0.7)

141(100.0)

2006 기간제

1,646(60.5)

546(20.1)

277(10.2)

253( 9.3)

2,722(100.0)

시간제

959(84.5)

197(17.4)

36( 3.2)

33( 2.9)

1,135(100.0)

일일

609(91.3)

47( 7.0)

8( 1.2)

3( 0.4)

667(100.0)

파견

75(57.3)

29(22.1)

20(15.3)

7( 5.3)

131(100.0)

용역

340(68.1)

103(20.6)

38( 7.6)

18( 3.6)

499(100.0)

특수

380(61.6)

185(30.0)

36( 5.8)

16( 2.6)

617(100.0)

가내

162(92.6)

9( 5.1)

3( 1.7)

1( 0.6)

175(100.0)

2007 기간제

1,449(57.3)

546(21.6)

285(11.3)

251( 9.9)

2,531(100.0)

시간제

1,018(84.8)

115( 9.6)

38( 3.2)

30( 2.5)

1,201(100.0)

일일

795(94.1)

38( 4.5)

8( 0.9)

4( 0.5)

845(100.0)

파견

103(59.2)

46(26.4)

15( 8.6)

10( 5.7)

174(100.0)

용역

419(70.7)

123(20.7)

38( 6.4)

13( 2.2)

593(100.0)

특수

401(63.1)

192(30.2)

29( 4.6)

13( 2.0)

635(100.0)

가내

120(96.0)

2( 1.6)

1( 0.8)

2( 1.6)

125(100.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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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에 따르면 기간제와 비전형 모두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공통적이나 그 비중에서는 약간
의 차이가 있다. 기간제는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에 분포되어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2005년 30인 미만 58.5%, 100인 미만 79.3%이며,
2007년에는 30인 미만 57.3%, 100인 미만 78.9%로 100인 미만 기간제 비
중이 약간 줄어든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중 100인 미만에 분포한 정도가
2007년 현재 85.9%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평균보다 7% 정도 적다.
반면 일일근로는 2005년 30인 미만 92.8%, 100인 미만 98.2%에서 2007
년 30인 미만 94.1%, 100인 미만 98.6%로 오히려 100인 미만 및 30인 미
만 비중이 모두 늘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가내근로보다 100인 미
만 비중이 더 높다. 시간제 역시 2007년 현재 30인 미만 84.8%, 100인 미
만 94.4%로 10명 중 9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한국에서
시간제 근로는 일일근로만큼이나 노동조건이 취약할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파견과 용역을 비교해 보면 파견은 2005년 30인 미만이 63.6%,
100인 미만은 82.2%에서 2007년 현재 30인 미만 59.2%, 100인 미만
85.6%로 100인 미만의 비중은 늘었으나 30인 미만의 비중은 약간 줄어
주로 30～99인 사업체에서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용역은 2005년 30인 미만 63.3%, 100인 미만 87.2%에서 2007년에는 30
인 미만 70.7%, 100인 미만 91.4%로 100인 미만이 늘었으며 그 중에서도
30인 미만의 증가가 커서 파견과는 차이가 있다. 용역은 30인 미만의 비
중이, 파견은 30～99인 사이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기업별 격차가 매우
큰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파견과 용역의 임금 및 근로조건
의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용역보다는 파견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학력별로는 절대규모에서는 고졸 이하가 2007년 현재 전체의
70.2%를 차지하나 증가율에서는 대졸 이상의 증가추이가 상당히 뚜렷한
반면 고졸 혹은 중졸의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임금 노동자 중 대졸 학력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력이 더 이상
정규직 근로를 보장해 주는 토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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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학력별 비정규직 변화추이(2001～07년)
(단위 : 천 명,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320

1,328

1,412

1,510

1,519

1,487

1,511

(36.6)

(35.0)

(30.7)

(28.0)

(27.7)

(27.2)

(26.5)

1,625

1,712

2,096

2,410

2,496

2,405

2,495

(45.1)

(45.1)

(45.5)

(44.7)

(45.5)

(44.1)

(43.7)

657

754

1,098

1,474

1,468

1,565

1,697

(18.2)

(19.9)

(23.8)

(27.3)

(26.8)

(28.7)

(29.8)

3,602

3,794

4,606

5,394

5,483

5,457

5,7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표 4-8> 직종별 비정규직 변화추이(2001～07년)
(단위 : 천 명, %)
2001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 기계 조작,
단순노무직
전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08

541

749

942

912

945

1,038

(14.1)

(14.3)

(16.3)

(17.5)

(16.6)

(17.3)

(18.2)

292

386

531

725

695

736

748

(8.1)

(10.2)

(11.5)

(13.4)

(12.7)

(13.5)

(13.1)

965

932

1,082

1,153

1,258

1,191

1,216

(26.8)

(24.6)

(23.5)

(21.4)

(22.9)

(21.8)

(21.3)

34

25

26

37

42

31

43

(0.9)

( 0.7)

( 0.6)

( 0.7)

( 0.8)

( 0.6)

( 0.8)

1,802

1,910

2,218

2,537

2,575

2,553

2,658

(50.0)

(50.3)

(48.2)

(47.0)

(47.0)

(46.8)

(46.6)

3,602

3,794

4,606

5,394

5,483

5,457

5,7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여섯째, 직종별로 살펴보면 절대규모에서는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
직의 비중이 2007년 현재 46.6%, 서비스 판매직이 21.3%로 압도적 다수
를 차지하나, 증가추이를 보면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의 증가율
이 높다. 특히 사무직과 서비스 판매직, 그리고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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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이래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대졸의 비정규직 증가가
나타나는 것도 직종별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비정규직의 규모별 변화를 살펴보
면 비정규 입법의 효과가 기간제의 규모를 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일근로, 파견, 용역, 가내근로, 시간제 등 비전형 특히 간접고용의 비중
이 동시에 늘어났다. 게다가 용역, 일일근로, 시간제 모두 30인 미만 기업
에서의 비중이 더 늘어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비전형 근로의
증가가 이중적 노동시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 입
법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여성 및 남성에서도 비정규직 현상이 심각한데 비중은 여성
이 높으나 증가율은 남성이 더 높고, 절대수에서도 남성이 많아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졸,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사회적 취약계층만이 아닌 전체 임금근로자의 문
제이기도 하다.

2.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표 4-9>에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현재 정규직의 63.5%
로 2001년 수준과 유사하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6년 동안 매년 평균 6.6% 월평균 임금이 늘었으며 증
가분으로는 25만 7천 원 수준이다.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가율
은 8.8%,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율은 4.3%로 전반부의 증가율이 높
았다.
비정규직은 6.6%로 정규직과 동일한 증가율을 보이지만 증가분은 평
균 6만 7천 원으로 증가분 격차가 무려 19만 원이나 된다. 임금격차가 35
～40%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증가율의 문제가 아닌 증가분과 절대적
임금 수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주목해
야 하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반부의 증가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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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변화추이(2001～07년)
(단위 : 만 원, %)
평균임금(6월～8월)

정규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37.7
(100)

145.6
(100)

167.8
(100)

177.1
(100)

184.6
(100)

190.8
(100)

200.9
(100)

7.9
(5.7)

22.2
(15.2)

9.3
(5.5)

7.5
(4.2)

6.2
(3.4)

10.1
(5.3)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6)

119.8
(62.8)

127.6
(63.5)

10.3
(11.8)

5.1
(5.2)

12.4
(12.1)

0.4
(0.3)

4.2
(3.6)

7.8
(6.5)

정규직
전년대비 증가분(증가율)
87.4
(63.5)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년대비 증가분(증가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이것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을 100(200만 9천 원)으로
하였을 경우 2007년 현재 기간제 임금이 70.6%(141만 9천 원), 특수형태
70.8%(142만 2천 원), 파견근로 66.8%(134만 1천 원), 용역근로 51.0%(102
만 4천 원) 수준이며, 가내근로를 제외한다면 그 격차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림 4-4]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변화 추이(2002～07년)
120
100
80
60
40
20
0
2002

2003
정규직
일일근로

2004

2005

파견
특수형태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용역
가내근로

2006

2007
기간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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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4-4]와 <표 4-10>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시간제를 제외한다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기간
제, 파견, 특수고용형태라는 제1그룹과 용역 및 일일근로, 가내근로라는
제2그룹으로, 비정규 근로 내에서도 두 집단은 임금격차가 꽤 드러나 제1
그룹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제2그룹이 외주화와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월평균 임금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가 같을 경우 2007
년 현재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67～69%를 받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74% 수준이다. 또한 지난 5년간 30인 미
만 사업장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늘어난 반면, 30인 이상
규모에서의 임금격차는 소폭으로 줄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03년 66.8%에서 2007년 74.5%
로 7.7% 감소하였다.
<표 4-10>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변화 추이(2002～07년)
(단위 : 만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규직

145.6
(100)

167.8
(100)

177.1
(100)

184.6
(100)

190.8
(100)

200.9
(100)

기간제근로

105.6
(72.5)

108.2
(64.5)

118.7
(67.0)

125.8
(68.1)

129.3
(67.8)

141.9
(70.6)

근로
시간제근로
시간

49.9
(34.3)

49.9
(29.7)

53.9
(30.4)

52.2
(28.3)

55.1
(28.9)

56.1
(27.9)

일일(호출)
근로

78.9
(54.2)

80.5
(48.0)

83.7
(47.3)

86.0
(46.6)

87.3
(42.8)

89.2
(44.4)

특수형태

119.8
(82.3)

127.2
(75.8)

139.0
(78.5)

142.2
(77.0)

132.2
(62.3)

142.2
(70.8)

114.8
(78.8)

110.4
(65.8)

127.2
(71.8)

131.6
(71.3)

126.1
(66.1)

134.1
(66.8)

용역근로

86.2
(59.2)

87.1
(51.9)

92.2
(52.1)

94.8
(51.4)

93.3
(48.9)

102.4
(51.0)

재택(가내)
근로

53.0
(36.4)

41.2
(24.6)

56.4
(31.8)

56.7
(30.7)

59.6
(31.2)

56.8
(44.4)

근로
제공 파견근로
방식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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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정규-비정규 규모별 월평균 임금차이(2003～07년)
(단위 : 만 원, %)
2003
정규
직

비정
규직

2004
정규
직

비정
규직

2005
정규
직

비정
규직

2006
정규
직

비정
규직

2007
정규
직

비정
규직

1～4인

105.0 72.9 110.3 77.9 114.5 78.8 121.6 80.9 124.8 85.1
(100) (69.4) (100) (70.6) (100) (68.8) (100) (66.5) (100) (68.2)

5～9

134.2 94.9 136.9 101.3 143.3 102.4 150.6 103.2 154.3 105.0
(100) (70.7) (100) (74.0) (100) (71.5) (100) (68.5) (100) (68.0)

10～29

158.3 110.4 169.4 117.1 176.4 117.9 182.3 123.4 194.2 131.2
(100) (69.7) (100) (69.1) (100) (66.8) (100) (67.7) (100) (67.6)

30～99

184.4 120.8 194.1 136.5 204.0 137.7 211.5 139.1 221.9 154.8
(100) (65.5) (100) (70.3) (100) (67.5) (100) (65.8) (100) (69.8)

100～299

191.4 136.5 202.2 157.3 209.0 154.8 219.1 157.8 233.8 174.8
(100) (71.3) (100) (77.8) (100) (74.1) (100) (72.0) (100) (74.8)

300 이상

236.8 158.3 252.5 181.0 261.1 189.2 273.2 207.7 294.5 220.1
(100) (66.8) (100) (71.7) (100) (72.5) (100) (76.0) (100) (74.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하지만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규모별 고용형
태별 격차는 좀 더 벌어진다. 2003년 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으로 하였
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은 44.3%, 비정규직은 30.8%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은 42.4%,
비정규직은 28.9%의 임금을 받을 뿐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에 비해 모두
하락하며, 100～299인에서는 정규직은 소폭 하락하고 비정규직은 소폭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의해 규정되
며 여기에 고용형태가 결합되면서 격차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규모별 격차가 결코 적지 않으며, 정
규직 내부에서도 규모별 격차가 나타난다.
정규직과의 규모별 임금격차에 관한 한 비정규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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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으로 클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그룹인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금격차가 소폭이지만 줄어들
며, 특히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든 정도가 가장 높은 편
이다.
<표 4-12> 규모별 월평균 임금격차(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2003～07년)
(단위 : %)

1～4인

2003
정규 비정
직 규직
44.3 30.8

2004
정규 비정
직 규직
43.7 30.9

2005
정규 비정
직 규직
43.9 30.2

2006
정규 비정
직 규직
44.5 29.6

2007
정규 비정
직 규직
42.4 28.9

5～9

56.7

40.1

54.2

40.1

54.9

39.2

55.1

37.8

52.4

35.7

10～29

66.8

46.6

67.1

46.4

67.6

45.2

66.7

45.2

65.9

44.6

30～99

77.9

51.0

76.9

54.1

78.1

52.7

77.4

50.9

75.3

52.6

100～299

80.8

57.6

80.1

62.3

80.0

59.3

80.2

57.8

79.4

59.4

300 이상

100

66.8

100

71.7

100

71.7

100

76.0

100

74.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5] 규모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격차(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으로 하
였을 경우, 2003～07년)
80
70
60
50
40
30
20
2003
5인 미만

2004
5∼9인

10∼29인

2005
30∼99인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2006
100∼299인

2007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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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뿐만 아니라 시간당 임금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3>에 따르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 80.5%에서 2007
년 70.9%로 임금격차가 9.6% 더 커졌다. 앞의 <표 4-9>에서 전체 정규
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하긴 하나 추세적으로는 거
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라 하겠다.
<표 4-1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추이(2002～07년)
(단위 : 원, %)
2002
6,870
정규직
(100.0)
5,530
비정규직
( 80.5)
5,701
한시적근로
( 83.0)
5,973
기간제
( 86.9)
5,639
한시근로 1
( 82.1)
4,075
한시근로 2
( 59.3)
근로
6,948
시간제근로
시간
(101.1)
4,985
비전형근로
( 72.6)
5,405
파견근로
( 78.7)
3,883
근로 용역근로
( 56.5)
제공
6,152
방식 특수형태
( 89.5)
4,294
일일(호출)근로
( 62.5)
3,446
재택(가내)근로
( 50.2)

2003
8,055
(100.0)
5,764
( 71.6)
5,670
( 70.4)
5,697
( 70.7)
7,124
( 88.4)
4,495
( 55.8)
6,858
( 85.1)
5,340
( 66.3)
5,481
( 68.0)
3,977
( 49.4)
6,676
( 82.9)
5,094
( 63.2)
2,929
( 36.4)

2004
8,665
(100.0)
6,373
( 73.5)
6,577
( 75.9)
6,553
( 75.6)
8,347
( 96.3)
4,736
( 54.7)
6,950
( 80.2)
5,718
( 66.0)
6,756
( 78.0)
4,331
( 50.0)
7,460
( 86.1)
4,787
( 55.2)
3,735
( 43.1)

2005
9,166
(100.0)
6,458
( 70.5)
6,639
( 72.4)
6,830
( 74.5)
8,170
( 89.1)
4,957
( 54.1)
7,033
( 76.6)
5,793
( 63.2)
6,972
( 76.1)
4,433
( 48.4)
7,624
( 83.2)
4,925
( 53.7)
4,385
( 47.8)

2006
9,584
(100.0)
6,806
( 71.0)
7,120
( 74.3)
7,152
( 74.6)
9,009
( 94.0)
4,918
( 51.3)
7,002
( 73.1)
5,756
( 60.1)
6,356
( 66.3)
4,421
( 46.1)
7,806
( 81.4)
4,940
( 51.5)
4,115
( 42.9)

2007
10,213
(100.0)
7,242
( 70.9)
7,790
( 76.1)
7,797
( 76.3)
10,017
( 98.1)
4,904
( 48.0)
6,799
( 66.6)
6,141
( 60.1)
7,234
( 70.8)
4,942
( 48.4)
8,156
( 79.9)
5,309
( 52.0)
3,566
( 34.9)

주 : 한시근로 1은 계약반복갱신이 기대되는 경우, 한시근로 2는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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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비정규직 내부의 하위유형별로 좀 더 살펴보면 반복갱신이 가능
한 한시적 근로 1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시간당 임금격차가 커졌다.
<표 4-10>에서 월평균 임금격차가 유일하게 줄어들었던 가내 근로 역시
시간당 임금에서는 그 격차가 커졌다. 따라서 월평균 임금격차 및 시간당
임금격차 모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어도 임금에서는 비
정규직 입법이나 여타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월평균 임금격차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입법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들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정규직의 대리교섭이 존재한
다는 사실까지를 고려한다면 순입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당 임금의 규모별 격차를 살펴본 것이 <표 4-14>이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00～299인 기업에서만 증가하여 2006년 8,452원(74.2%)에서 2007년 9,705
원(79.0%)으로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에서는 모두
임금격차가 커졌고, 특히 300인 이상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
금격차가 2006년 80.7%에서 2007년 77.2%로 오히려 커져서 비정규직 입
법 효과가 시간당 임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임금격차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300인
미만에서 임금격차가 줄었으나 300인 이상에서는 임금격차가 늘어 2006
년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임금이 12,220원(83.2%)이었는데 2007년에는
12,097원(75.4%)으로 절대액과 비중이 모두 줄었다. 하지만 반복갱신이
가능한 한시근로1은 규모를 불문하고 임금격차가 줄었고, 특히 300인 이
상의 한시근로1은 2007년 현재 정규직 임금평균보다 높다. 반면 반복갱신
이 안 되는 한시근로2는 모든 규모에서 임금격차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1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임금격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시간제근로는 100～299인 기업에서는 현저하게 임금격차가 줄었으나
나머지 규모에서는 임금격차가 늘었으며,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006년 13,648원(92.9%)에서 2007년 9,289원(57.9%)으로 절대액과 비중
모두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원인 규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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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규모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추이(정규직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2006～07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
한시근로1
한시근로2
근로
시간제근로
시간
비전형근로
파견근로
근로
제공
방식

용역근로
특수형태
일일근로
가내근로

9,585
(100.0)
6,806
( 71.0)
7,120
( 74.3)
7,152
( 74.6)
9,009
( 94.0)
4,918
( 51.3)
7,002
( 73.1)
5,756
( 60.1)
6,356
( 66.3)
4,421
( 46.1)
7,806
( 81.4)
4,940
( 51.5)
4,115
( 42.9)

2006
100인 100～
미만
299
8,276 11,386
(100.0) (100.0)
6,254 8,452
( 75.6) ( 74.2)
6,335 8,791
( 76.6) ( 77.2)
6,345 8,910
( 76.7) ( 78.2)
8,112 9,125
( 98.0) ( 80.1)
4,847 5,488
( 58.6) ( 48.2)
6,724 9,042
( 81.2) ( 79.4)
5,657 6,530
( 68.4) ( 57.3)
6,008 7,452
( 72.6) ( 65.4)
4,273 5,284
( 51.6) ( 46.4)
7,771 7,531
( 93.9) ( 66.1)
4,933 4,577
( 59.6) ( 40.2)
4,023 8,971
( 48.6) ( 78.8)

300인
이상
14,692
(100.0)
11,854
( 80.7)
12,248
( 83.4)
12,220
( 83.2)
13,245
( 89.5)
6,853
( 46.6)
13,648
( 92.9)
7,922
( 53.9)
8,667
( 59.0)
6,197
( 42.2)
9,660
( 65.7)
7,295
( 49.7)
5,581
( 38.0)

전체
10,213
(100.0)
7,242
( 70.9)
7,790
( 76.1)
7,797
(76.3)
10,017
( 98.1)
4,904
( 48.0)
6,799
( 66.6)
6,141
( 60.1)
7,234
( 70.8)
4,942
( 48.4)
8,156
( 79.9)
5,309
( 52.0)
3,566
( 34.9)

2007
100인 100～
미만
299
8,787 12,289
(100.0) (100.0)
6,644 9,705
( 75.6) ( 79.0)
6,907 9,786
( 78.6) ( 79.6)
6,972 9,785
( 79.3) ( 79.6)
8,764 10,921
( 99.7) ( 88.9)
4,892 4,910
( 55.7) ( 40.0)
6,587 11,165
( 75.0) ( 90.9)
6,042 8,186
( 68.8) ( 66.6)
6,956 9,422
( 79.2) ( 76.7)
4,847 5,911
( 55.2) ( 48.1)
8,012 11,415
( 91.2) ( 92.9)
5,326 4,199
( 60.6) ( 34.2)
3,540 7,890
( 40.3) ( 64.2)

300인
이상
16,036
(100.0)
12,375
( 77.2)
12,929
( 80.6)
12,097
( 75.4)
16,214
(101.1)
6,428
( 40.1)
9,289
( 57.9)
6,755
( 42.1)
8,046
( 50.2)
6,108
( 38.1)
7,518
( 46.9)
3,764
( 23.5)
3,954
( 24.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비전형 근로의 경우도 300인 이상에서만 임금격차가 늘었는데 파견, 용
역은 모두 300 이상 기업에서만 늘었고, 특수형태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의 임금격차가 뚜렷하게 늘었다. 일일근로는 100인 미만 기업에서만 임금
격차가 줄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현저하게 늘었으며, 가내근로는 규모를
불문하고 임금격차가 늘었다. 결국 비정규입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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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시근로1을 제외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간제나 비전형 근로
모두에서 임금격차가 늘어나 비정규입법의 효과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입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외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03년 대비 2007년 9.5%, 의료보험
은 9.9%, 고용보험은 10.0%씩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을 하위유형별로 보
면 기간제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반면 비전형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
다. 그 원인은 특수형태와 가내근로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파견과 용역을 비교해 보면 파견은 국민연금이 2003년 대비 2007
년에 13.9% 증가한 반면 용역은 0.2%, 의료보험은 파견이 12.3%, 용역이
3.4%, 고용보험은 파견이 15.3%, 용역이 7.1% 각각 증가하여 용역보다는
파견의 개선효과가 크다. 결국 기간제와 파견의 사회보험 적용에서의 개
선 정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임금에서의 격차완화는 없으나 사회보험
에서의 격차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고용형태별․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2003～07년)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내근로
일일근로

2003
57.7
70.8
30.5
39.9
2.1
22.4
52.3
55.3
22.1
4.8
0.1

국민연금
2004 2005 2006
59.5 61.4 62.6
72.5 75.7 76.1
37.5 36.6 38.2
48.3 52.5 51.7
2.4 2.1 3.2
25.7 23.6 22.0
62.8 60.0 66.5
53.7 54.9 53.7
26.1 21.2 10.0
13.7 1.4 2.1
0.5 1.1 0.7

2007
63.2
76.3
40.0
59.3
3.3
23.0
66.2
55.5
9.1
1.3
0.5

2003
59.5
72.5
32.6
41.8
2.7
26.4
55.1
69.7
24.4
5.1
0.2

의료보험
2004 2005 2006
61.3 61.9 63.2
73.8 75.9 76.1
40.1 37.7 40.0
50.9 54.0 53.8
3.7 2.3 3.8
29.7 25.8 25.4
66.0 61.0 66.3
68.5 65.8 67.4
28.0 20.8 9.7
14.8 0.6 1.3
0.3 0.8 1.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2007
64.4
76.7
42.5
62.7
4.0
27.7
67.4
73.1
8.7
1.3
0.8

2003
49.8
59.7
29.2
37.6
3.0
21.9
52.6
52.5
20.8
4.8
1.7

고용보험
2004 2005 2006
52.1 53.1 54.6
61.5 63.8 64.7
36.1 34.5 36.3
45.8 50.0 49.7
3.6 2.2 3.2
25.2 22.0 20.8
63.7 59.6 65.1
52.8 55.0 52.5
24.1 16.8 7.7
13.8 1.4 1.3
1.6 0.9 0.7

2007
55.3
64.3
39.2
57.6
3.7
23.9
67.9
59.6
7.9
1.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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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고용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2003～07년)
(단위 : %)
퇴직금
2003 2004 2005
임금근로자
52.9 54.1 54.1
정규직
66.4 67.4 68.6
비정규직
24.8 31.3 28.8
한시적
31.9 40.1 38.3
기간제
33.1 41.2 43.8
한시근로 1
61.2 70.7 58.4
한시근로 2
4.2 1.1 2.0
시간제
1.8 2.0 1.8
비전형
17.7 21.5 16.8
파견
46.8 54.5 51.0
용역
42.4 47.9 44.3
특수근로형태 17.0 19.2 10.8
가정내
4.1 12.6 1.0
일일
0.1 0.2 0.1

상여금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54.6 57.5 51.3 51.6 52.1 53.3
67.9 70.3 65.5 65.8 67.4 67.5
30.3 34.8 21.9 27.5 25.5 27.7
41.7 50.1 28.1 35.2 34.2 38.4
43.0 52.9 28.8 35.0 38.9 38.5
70.5 75.7 58.2 66.5 54.3 69.2
3.1 3.9 3.1 1.2 1.8 5.3
1.6 1.9 1.3 1.8 1.8 2.0
16.2 20.6 14.9 17.8 13.4 12.6
50.9 58.6 41.8 46.0 48.2 40.6
47.2 55.4 32.1 35.9 30.5 34.1
1.6 3.4 16.0 18.0 10.5 2.3
1.0 0.4 3.9 11.0 1.5 1.7
0.1 0.3 0.2 0.0 0.1 0.5

시간외수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4
임금근로자
40.2 43.4 43.6 42.4 43.3 45.8
정규직
52.1 55.8 56.6 53.9 54.2 58.2
비정규직
15.4 22.2 21.1 21.5 23.8 24.6
한시적
19.7 28.3 27.8 29.6 34.3 31.8
기간제
20.0 27.7 31.0 29.4 35.1 31.4
한시근로1
42.1 54.2 45.8 53.7 55.9 57.6
한시근로2
2.8 2.7 3.7 5.4 3.9
5.1
시간제
2.2 1.8 2.5 2.4 2.3
1.6
비전형
9.7 14.0 11.3 9.6 12.3 14.3
파견
35.0 34.6 37.2 35.9 42.2 43.4
용역
19.6 26.6 27.9 25.5 30.2 25.4
특수근로형태
9.0 13.9 7.1 0.9 1.7 15.0
가정내
2.8 9.0 0.9 1.0 0.0 11.2
일일
0.8 2.1 1.7 1.1 1.3
0.1

2007
55.9
69.8
31.1
44.8
46.0
72.4
5.0
3.1
15.6
48.3
38.0
4.7
0.4
0.8

유급휴가
2005 2006 2007
45.0
43.7 49.8
58.0
55.0 61.7
22.7
23.1 28.7
30.7
31.9 41.9
34.5
32.8 44.7
49.5
51.7 61.2
2.8
4.8
3.2
1.4
2.1
2.3
11.0
10.8 14.2
40.2
38.9 45.3
25.0
28.8 35.6
8.6
2.1
3.5
1.0
0.4
0.4
0.1
0.0
0.1

이와 같은 개선효과는 부가급여, 즉 기업복지 수혜율에서도 나타난다.
2003년 대비 2007년의 비정규직 기업복지 수혜율은 퇴직금 10.0%, 상여
금 9.2%, 시간외수당 8.4%, 유급휴가 4.1%로 각각 늘어났다. 그것을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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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과 유사하게 기간제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퇴직금 19.8%, 상여금 17.2%, 시간외수당 15.1%, 유급휴가 13.3%로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가내근로와 특수형태는 현저하게 줄어 사회보험 수혜율의 추이와
같았으며, 일일근로의 증가폭이나 절대적 수혜수준도 매우 낮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견과 용역을 비교해 보면 퇴직금은 파견이 11.8%, 용역이 13.0%,
상여금은 파견이 6.5%, 용역은 5.9%, 시간외수당은 파견이 7.2%, 용역은
10.6%, 유급휴가는 파견이 1.9%, 용역이 10.2% 각각 증가하였으며, 용역
의 개선 효과가 좀 더 높긴 하나 절대적인 수혜정도는 파견이 높아서 파
견의 기업복지 수혜율이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모두에서 비정규직 입법 효과
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격차가 커진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간접고용이거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커져서 고용의 질 악화
및 이중적 노동시장의 고착화가 규모나 비중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발
견된다.
다만 사회복지 수혜율과 기업복지 수혜율은 완만하게 개선되어 간접급
여 부문에서의 개선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직접적인 인건비에
서의 개선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인건비에서의 개선효과가 큰 것이다. 따
라서 직접적인 인건비에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영역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제3절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를 통해서 본 향후 전망

비록 비정규직의 규모 및 임금에서는 개선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
지만 기간제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견된다. 고용
안정(비중감소)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차별시정) 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사례 검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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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외주화(간접고용으로의 전환)를 수반하였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비정규 입법 시행을 전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이 크게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그리고 ‘단기계약반복’으로 나뉘고 있으며, 관망하
는 기업까지를 고려한다면 어떤 것이 현 노동시장의 지배적인 추세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
규직 전환과 외주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가 각각 어
느 업종과 직종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 및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다.

1.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 현황
일부 산업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정규직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정규직 전환은 금융(우리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및 증권․보험업계)․유통(신세계, 홈플러
스, 롯데마트 등)․통신(LG텔레콤 등)․보건의료업(94개 산별교섭 사업
장 중심),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일부 대규모 제조업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이다.
전환유형을 살펴보면 ① 정규직으로의 직접 편입 혹은 하위직급의 신
설 등을 통한 기존 정규직으로의 편입, ② 분리직군, ③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압도적이다.
또한 사업장별로 이 세 가지가 직무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보
인다.
그리고 노사합의에 의한 정규직 전환이 상당히 많은데 금융은 한국노
총 사업장에서, 보건 및 제조업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 시행을 전후하여 공공부문까지 포함한다면 올 한 해
기존 2년 이상 기간제 중 15만 명 내외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일괄전환의 사례도 발
견된다는 점에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차별시정까지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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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 정확한 내역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외주화 역시 일부
진행되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들이 존재하며 이랜드 그룹과 코스콤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가장 많은 수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금
융권부터 살펴보면, 2007년 3월 1일자로 비정규직 3,076명 전원을 분리직
군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을 시발점으로 국민, 하나, 외환,
기업, 부산, 신한은행 등에서 창구직텔러 및 콜센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논의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무
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는데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단
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직무에 대한 부분적 외주화 계획도 있으
나 그 범위가 매우 좁아 2008년 및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통한 전환이 특징인데 2007년 8월 16일 금융산별협
약 인준식을 통해 노사는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현재 재직 중
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
한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지부노사
가 협의하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복
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금융산별협약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방향이 합
의되고 세부사항은 지부 노사교섭에 맡겨졌으며, 부분적으로는 사용자측
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고 산별협약 이전에 이미 기업별
노사 수준에서 합의가 선행되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견
된다.
전환방식은 무기계약이 가장 많고 분리직군과 일부 정규직으로의 편입
등이 확인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모두 그 수가 적다.
최소한 기간제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외주화 계획이 적은 것이 유통
서비스업과의 차이인데 그 이유는 업무의 숙련도나 업무의 중요성(중심/
주변업무)에 대한 평가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창구직 텔러
나 콜센터에 대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일정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핵
심업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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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업종별 정규직 전환사례 1 : 금융권
사업 전환 대상과 규모
노사관계
장 유형
(비중)

전환내용

우리 분리
은행 직군

* 2007. 3. 1 일괄전환
기간제텔러, * 한국노총
* 복리후생(학자금지원, 건강검진 등) 정규
콜센터, 영업 * 노사합의
직과 동일적용, 임금은 직군별로 차등
직 3,076명 * 정규직임
(개인 연봉급 적용)
(100%)
금동결
* 직군별 인사체계

하나 무기
은행 계약

* 2007. 6. 11 실시
* 노조는 최소한 2,000여 명 이상의 무기계
기간제 텔러
약 전환 요구
* 한국노총
141명
* 2005. 6월 비정규직(텔러)이 1천여 명 수
* 부분합의
(32.6%)
준에 이르렀으나 매년 1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남은 300명도 정규직
전환 계획

160명 정규직,
* 나머지 800명 2009년까지 순차적 전환
정규직
기업
540명 무기
* 비정규직 직원의 복리후생을 정규직 수
* 한국노총
/무기
은행
계약 전환
준으로 조정한 데 이어 휴가 등 근로조
계약
(46.7%)
건을 추가로 개선
* 일정조건 충족 후 정규직전환 검토
외환 무기 1,000명
* 한국노총
* 노조는 나머지 600명 추가무기계약 전환
은행 계약 (64%)
* 부분합의
요구
정규직 기간제텔러
* 2007. 7. 1 실시
부산 (하위 및 전산전문
* 한국노총 * 창구직원, 전산전문직(6급 승진인원대상)
은행 직급 직 606명
에게 7급 신설 부여
편입) (78.9%)
한국
무기
산업
계약
은행

*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48명 :
근속기간 2년경과 시점에서 근무성적 등
2년 이상
* 한국노총
을 평가, 정규직전환 예정
근무자 131명
* 노사합의 * 직무급 형태의 임금체계, 휴가, 휴직 및
(73.2%)
기타 복지후생 등에 있어 기존 정규직
과 동일. 58세까지 정년 보장

국민 무기
은행 계약

* 2008. 1. 1 적용, 전환관련 세부사항은 노
사간 별도협의 예정
* 총 8,536명 중 나머지 3년 미만 3,477명은
3년 이상
* 한국노총
2009. 6. 30까지 순차적 전환예정(노사구
근무자 5,086
* 노사합의
두합의)
명(59.6%)
* 2005～2006년 의료비 보조, 재해보상, 본
인학자금지원 등을 신설, 대부분 복지제
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

제4장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화와 전망

107

<표 4-17>의 계속
사업 전환 대상과 규모
노사관계
장 유형
(비중)
조흥
무기
신한
계약
은행

350명

전환내용

* 한국노총 * 노조는 2009년까지 1000명 무기계약직으
* 부분합의
로 전환요구(노사교섭중)

중소
무기
기업
계약
은행

* 노사교섭중
* 한국노총
* 2009년까지 2년 이상 근속자(비정규직의
* 부분합의
88.7%) 단계적 전환

우리
무기
투자
계약
증권

비정규직전원
400명(콜센터 * 민주노총 * 2007. 7. 1자로 소급적용, 임금 및 복리후
생은 정규직 5, 6급과 동일
180명, 창구업 * 부분합의
무 220명)

한국
정규
금융
직화
안정

197명

* 한국노총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조건으로 임단협은
* 노사합의
사측에 일임

L I G 분리직 기간제
손해 군/직 184명
보험 급신설 (76.7%)

* 민주노총 * 직접고용 비정규직 240명 중 기간제 대
* 노사합의
상 아르바이트 34명은 기간제로 전환

CJ
직급
투자
신설
증권

기간제 21명

* 민주노총
* 노사합의

* 사원급(JA) 아래의 대우사원(A) 직급(5
급) 신설
* 복지, 승진, 훈련 등을 사원급과 동일적용

서울
분리
보증
직군
보험

기간제
140명

* 민주노총
* 노사합의

* 전환기간 4년 단축 및 직군전환 기회 부
여, 대상은 경리, 사무직, 채권회수, 소송
전담요원 등

또한 <표 4-18>에서와 같이 기간제 업무 이외의 영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는 것도 이번에 논란
이 되지 않은 요인이다. 즉 금융권의 외주화 역시 적지 않지만 최소한 기
간제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유통 및 서비스업종 역시 대규모 전환사례가 확인되지만 기
간제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 외주화 사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
융권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기간제 업무 중 일부를 주변적인 것으로 파
악하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노
조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은 민주노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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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국내 은행의 아웃소싱 동향(2002~05년)
부문

동향
- 인바운드 중심에서 예금 및 대출 고객과 신용카드 가입자 유치 등
영업 분야 확대
‣외환 : 외주화된 콜센터 상담원을 50% 증원(2002년)
콜센터
‣조흥 : 255명의 콜센터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증원(2002년)
‣한미 : 상담원 중 일부를 위탁(2002년)
‣국민 : 600명 규모(2002년)
‣우리(한빛) : 자회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설립을 통해 IT 외주화
(2002년)
‣농협중앙회 : 전산부서를 사내분사(2002년)
‣하나 : 복합금융상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IT 자회사 설립 검토(2002년)
‣국민 : 시스템통합 자회사 검토(2002년).
IT
IT부문 인력 1,349명 중 673명이 외주 및 기타 인력(2005년)
‣외환 : IT 세부 분야별 인력 아웃소싱 도입(2002년)
‣대구 : OCR 센터 운영(2002년)
‣기업 : 부서별로 산재한 전산부문을 모아 분사(2002년)
‣씨티 : 한미은행 인수시 IT부문을 통째로 싱가포르 이전 기도(2005년)
‣하나 : 분사 검토 중(2002년)
‣대구 : 카드모집인 활용 계획(2002년)
‣조흥 : 외자유치를 통해 카드 자회사 설립 계획(2002년)
카드
‣신한 : 분사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중(2002년)
‣우리(한빛) : 카드 사업을 우리카드사로 이관(2002년), 카드상담 아웃소
싱(2005년)
‣대구 : 여신부문, BC카드부문 특수채권, 연체채권 회수업무 위탁(2002년)
‣국민 : 6～10개월 이상 개인대출원리금 연체시 채권회수업무 위탁(2002년)
‣한미: 6～10개월 이상 개인대출원리금 연체시 채권회수업무 위탁(2002년)
채권추심
‣신한: 6～10개월 이상 개인대출원리금 연체시 채권회수업무 위탁(2002년)
‣우리 : 시설관리, 카드상담, 채권추심부문 등에서 1,000여 명 아웃소싱
운영(2002년)
‣외환 : 부동산중개인에게 알선 위임(2002년)
‣대구 : 퇴직 직원을 대출모집인으로 활용(2002년)
‣국민 : ‘모기지브로커’라는 대출전문인 활용(2002년)
대출
‣조흥 : 부동산중개인에게 알선 위임(2002년)
‣한빛 : 부동산중개인에게 알선 위임(2002년)
‣제일 : SCB가 운영하던 대출모집인 680여 명을 수용(2005년)
‣외환 : 펀드관리 경쟁력 제고 위해 일반 사무관리 자회사 설립 아웃소
싱(2002년)
‣국민 : 어음교환 업무 아웃소싱(2002년)
700명 규모(전원 계약직)의 KB한마음을 통해 후선지원 업무 수행
기타
(2005년)
‣부산 : 은행계정의 자산운용을 삼성투신운용에 위탁(2002년)
‣우리 : 서무직, 경비, 기사 등 별정직 아웃소싱(2005년)
자료 : 홍훈기(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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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업종별 정규직 전환사례 2 : 유통 및 서비스
사업장

전환유형

대상과규모(비중)

노사관계

무 기 계 약 기간제 계산원 5,019
신세계
(계약직)/분 명(백화점 780명, 이
백화점/
노조없음
리직군(파 마트 4232명) 전원
이마트
트타임)
(100%)

삼성테
스코, 홈 무기계약
플러스

기간제계산원 등
2년 이상 근무자
2,758명(43.5%)

롯데
마트

정규직/
무기계약

매장관리 및 사무보
*한국노총
조 546명(11.1%) 정
*노사합의
규직 전환

롯데
무기계약
백화점

2년 이상 근무자 약
*한국노총
1,200여 명(20%)

홈에버
무기계약
리테일

2년 이상 근무계산원
*민주노총
등 400명(14.6%)

갤러리
아 백 화 정규직
점

계산 및 판매직 300
노조없음
명 전원

농협

노조없음

하위직급/ 시설관리 등 4개 직
분리직군 무 633명(13.2%)

무기계약,
2년 이상 근무계산원
하 나 로 하위직급신
(720명)과 기능직 *민주노총
설/
마트
(150명)
분리직군
LG텔레
2년 이상 근무영업
무기계약(?)
노조없음
콤
직 211명(37.1%)
C&우방
비정규직 63명 전원
무기계약(?)
*민주노총
랜드
단계적 정규직전환

전환내용
* 2007. 8. 11 적용
* 시급제->연봉제, 주6일 36시간->주5일 40
시간, 상여금성과급(정액)->정률, 의료비(본
인)->배우자, 미혼자녀로 확대, 기타복지
->기존정규직과 동일
* 2007. 7. 1적용-비정규직 총 6,345명 중 2년
이상 근무자
* 근무시간: 주5일 37시간, 탄력적근무시간제,
임금: 시급제, 복지제도는 정규직과 동일, 상
여금은 정규직과 동일(200%), 설및추석상여
금 인상(기존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
* 2007. 7. 1 적용
* 단시간 근로 4,358명은 단계적으로 전환예
정, 제반근로조건 중 복리후생 부분에 한해
서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정규직과 동일하
게 적용
* 급여수준인상,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유사,
노동시간은 주36시간이내 근무조건 유지
* 2007. 7. 1 적용
* 총 2,738명 중 2년 이상 근무자, 서류전형
및 직군분리
* 비정규직 300명 중 계산직 등 160명은 정규
직전환, 직영판매사원 등 140명은 정규직전
환예정
* 2007. 7. 1 적용
* 비정규직은 텔러 1,300명; 영업지원 2,800명
등 총 4,800명
* 비정규직(총 1,373명) 중 2년 이상 근무자
1,050명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제외한 720명
무기계약전환, 연봉제유지, 복지제도는 정
규직의 40% 수준으로 기실시, 정규직 6급
으로 진급가능
* 기능직 150명은 별도로 직군분리, 별도의 호
봉제 및 인사제, 복지제도는 정규직과 동일
* 1월->151명, 5월->60명, 나머지 인원(357
명) 단계적 정규직 전환예정
* 놀이기구조작원 11명 등 비정규직 33명 중
50%는 '07. 12. 31까지, 나머지 50%는 '08.
6. 30까지 일반직군 정규직으로 전환
* 복리후생 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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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합의하여 비정규 1,240명 중 계산원(106명), 식
품작업(170명), 기타업무(140명) 총 416명을 외주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산담장 정규직 558명을 전환배치 하였으며 점포별로 정규직과 비정규
직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랜드그룹(뉴코아, 2001년 아울렛, 홈에버)은 일부 무기계약화하
였으나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를 외주화하고 계산담당 정규직
을 전환배치 하는 등 계약해지 및 외주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지난 6월
부터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2007년 12월 현재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
태이다. 또한 전환유형에서는 혼합형식이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의 성격
에 따라 무기계약 혹은 분리직군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제외한 서비스 업종에서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매우 드물며, 그보다는 외주화 경향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예를 들어 <표 4-2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호텔업종에서는 광범위한 외주화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보건의료 및 제조업의 전환은 하위직급 신설이나 해고 이후
신규채용의 형태를 통한 기존 정규직으로의 직접 편입이 가장 많아 금융
이나 유통 서비스업보다 개선 정도가 높다. 이처럼 무기계약이나 분리직
군 대신 정규직으로 직접편입이 많은 이유는, 이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기
간제를 활용하는 정도가 낮거나 기간제의 경우 핵심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기간제보다는 간접고용 사내하도급이
주요한 비정규직 활용방식이기 때문에 기간제의 수가 적어 정규직 전환
비용이 적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산별교섭을 통한 합의가 일종의 유형정착자
(pattern setter)로서 역할하고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통해 재원까지 마련
함으로써 정규직으로의 직접 편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기간제 업무인
보건직 및 간호직, 그리고 여타 기술직무 등이 핵심적 업무일 뿐만 아니
라 외주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건의료 업종에서도 식당 및 청소는 이미 외주화가 상당부분 진
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의 차별시정을 위한 노사간의 노력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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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2003년 서울시 특1급 호텔 아웃소싱 도입률
호텔명

분사 및 아웃소싱 업무 현황

업무수
(개)

레디슨 프라자 외부청소, 쓰레기장, 소독 관리, 연예 연주, 텔레마케팅

5

롯데

외부청소, 룸메이드, 시설 설비

3

르네상스

외부청소, 룸메이드

2

리츠칼튼

외부청소, 시설설비, 주차관리, 기물관리, 쓰레기장, 소독관리, 연
예연주, 텔레마케팅

8

매리엇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기물관리, 쓰레기장, 세탁, 직원
식당

7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시설설비, 주차관리, 셔틀버스, 기
쉐라톤 워커힐 물관리, 소독관리, 세탁, 텔레마케팅, 전산, 직원식당, 원예조경,
면세점

12

스위스 그랜드

외부청소, 셔틀버스, 꽃방, 룸메이드, 소독관리, 직원식당, 공공지
역청소

6

신라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시설설비, 주차관리, 셔틀버스, 기
물관리, 쓰레기장, 소독관리, 연예연주, 세탁, 직원식당, 외식사
업, 원예조경, 디자인

15

아미가

외부청소, 보안경비, 주차관리

3

웨스턴 조선

외부청소, 주차관리, 기물관리

3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시설설비, 주차관리, 셔틀버스, 기
인터컨티넨탈 물관리, 쓰레기장, 소독관리, 세탁, 직원식당, 원예조경, 면세점,
디자인

13

하얏트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주차관리, 기물관리, 쓰레기장, 세
탁, 직원식당

8

힐튼

룸메이드, 시설설비, 셔틀버스, 소독관리, 공공지역청소

5

노보텔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시설설비, 주차관리, 기물관리, 쓰
레기장, 소독관리, 연예연주, 세탁, 직원식당, 원예조경

로얄

외부청소, 시설설비, 직원식당

3

세종

외부청소, 룸메이드, 연예연주

3

타워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셔틀버스, 직원식당

5

홀리데이 인

외부청소, 보안경비, 룸메이드, 주차관리, 셔틀버스, 기물관리, 쓰
레기장, 소독관리, 연예연주, 세탁, 직원식당

전체

12

11

외부청소: 17개, 룸메이드: 13개, 보안경비, 주차관리, 기물관리,
124
쓰레기장: 9개 등

자료 : 박영삼(2006). 박남희(2007)에서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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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업종별 정규직 전환사례 3 : 보건의료, 제조업, 기타
사업장

전환
유형

대상과규모 노사관계
(비중)

전환내용

* 2007년 12월 현재 322억 8천만원 정도 비용
소요, 정규직임금인상분의 약 300%를 비정규
정규직/
67개
병원
67개 병 무 기 계 2 , 3 8 4 명( 약 *민주노총 직 정규직전환 및 차별시정 재원으로 확보,
원
*산별합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단협 적용
약
80～90%)
* 간접고용 1,285명에 대해 진료비감면, 명절수
당 신설 등 처우개선 합의
* 기간제 총원 746명 중 2년 이상 근무자에 한
서울대병 정규직 2년 이상 근 *민주노총 해 선정
원
무자
*노사합의 * 2년 미만 비정규직(단시간, 촉탁)에 대해 고
용보장
* 2007. 7. 1 적용(비정규직총원 444명), 2년 미
만 청소, 취사 종사자는 업무가 완전히 구분
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사, 관
근무기간이 2
세사 등 전문직도 제외함
년
이상인
기
현대자동 정규직 간제 근로자 *민주노총 * 2006. 8. 10 일반사무계약직 2년을 초과한 경
우 계속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사합의
차
(일반사무원) *노사합의 ->2007. 6. 19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을
377명(85.1%)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
* 기존직급에 편입, 임금 및 복리후생은 정규직
과 동일
이상 근무
기아자동 정규직 2년
* 2007. 7. 1 적용
사무보조원 *민주노총
차
109명(100%) *노사합의 * 구체적 내용은 대외비
19명
디피에이 정규직 비정규직
내용 미확인
(포장원) 전원 무노조
2년 이상인 기
* 2007. 7. 1 적용
근로자
포스렉 정규직 간제
(일반사무원) *한국노총 * 임금 및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
17명(81.0%)
* 2007. 5. 1/2007. 7. 1 각각 적용
* 비정규직 총 1,106명
* 2년 이상 근무자 중 판촉직군 우선전환, 나머
정규직
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전환
(계약해 판촉업무 956
대상
지후신
*한국노총 * 설 상여금 20만원, 추석 상여금 30만원, 휴가비
30만원->정규직과 동일하게 설 상여금 50%,
규 채 용 명(86.4%)
추석 상여금 100%, 휴가비 100%로 조정
방식)
* 임금제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고 각
종 복지후생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2007. 7. 1 적용(총 비정규직 15명)
한국컨테 분 리 직 사무보조 비
* 직급 명칭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반영,
이너부두 군(기능 정규직 13명 미가입
승진 기회의 폭을 최고 2급에서 1급으로 확
공단
직군) (86.7%)
대
* 정규직노조(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비정규직
근로
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가 2006년 7월
한국자산 정규직 비정규직
자
278명
노조통합
통합
관리공사
(100%)
* 2003～06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191명을 정
규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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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한 무기계약으로의 전
환 사례가 존재한다7).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 즉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
제법 제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에서 제외하며, 근속기간이 2
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6
월 2차 대책을 시행하여 추진한다.
이 결과 대상 기간제 근로자 206,742명 중 112,582명이 전환 요청하였
고 이 중 34.8%에 해당하는 71,861명이 전환되었다. 주요 전환대상 직종
은 학교식당종사자(44.4%), 행정사무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보조
원(9.2%) 등이다.
하지만 외주화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사
실상 간접고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정부는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리하여 ① 고유(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
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주화를 인정하며 ② 지원업무에 대해서
는 외주를 허용하되 업무수행에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외주가 불합
리․비효율적일 경우 직접수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주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수행으로 전환한 업무가 총 277
개 기관 1,371개 외주업무 중 14개 기관의 18개 업무에 불과하며, 이미 외
주화된 고유업무의 경우 대부분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외주화
<표 4-22> 공공부문별 정규직 전환 인원
대상기관
중앙부처(57)
지자체 · 지방공기업(346)
학교 · 교육행정기관(10,041)
공기업 · 산하기관(270)
전 체(10,714)

기간제수(A) 전환 요청(B) 전 환(C) 전환율(C/A)
21,912
14,474
6,879
31.4
59,923
11,093
6,303
10.5
89,757
73,675
51,205
57.0
35,150
13,340
7,474
21.3
206,742
112,582
71,861
34.8

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2007),「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7)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된 분석은 은수미(2007c)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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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쟁의 현황(2007년 11월 30일 현재)
사업장

업종

원인

발생일

해결여부

대청종합환경․청보산업 청소업

임협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청소업

청소용역계
‘07. 02. 26 ‘07. 05. 09. 노사합의
약해지

경기대 청소용역

청소업

고용승계

청소업

업체변경,
‘07. 03. 07 미해결
고용승계

광주시청 청소용역

‘07. 02. 12 ‘07. 02. 14. 노사합의

‘07. 03. 02 미확인

서울도시철도 청소용역 청소업

임협

‘07. 03. 15 ‘07. 03. 23. 노사합의

안동대 청소용역

임협

‘07. 05. 29 ‘07. 06. 11. 노사합의

삼진성흥(청주대 청소용역) 청소용역업 기타

‘07. 06. 20 ‘07. 07. 12. 노사합의

창원대 청소용역

청소업

고용승계

‘07. 07. 25 ‘07. 09. 07. 노사합의

코스콤 비정규지부

전산시설
유지보수

기타

‘07. 09. 12 미해결

방송차량서비스

운전용역

임단협

‘07. 10. 09 ‘07. 10. 16. 노사합의

청소업

무기계약
전환

‘07. 10. 01 ‘07. 11. 12. 노사합의

부평구청 비정규직

청소업

자료 : 노동부,「일일상황보고」에서 필자가 재구성.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주화의 상당부분이 실태조사에 포함되
지 않았다는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애초의 목적과 달리 외주화는 이번 대
책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이미 외주화된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외주화 영역에서
끊임없이 노동쟁의가 계속되었고, 집회 및 항의시위까지를 고려한다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외주 용역문제는 지속적인 쟁점이다.

2.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의 쟁점
2007년 비정규입법 시행을 전후하여 실시된 일부 기업에서의 정규직
전환 양상은 몇 가지 쟁점을 낳았다. 첫 번째 쟁점은 분리직군제를 신설
하거나 별도의 직무급을 실시하는 것이 직무분석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매우 관행적이며 사실상 동일가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직
군을 신설하여 차별적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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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면 ① 분리직군 혹은 직무급 실시
의 이론적 기반인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의 구분이 실질적인 직무평가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관행적인 기준에 입각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주
희(2007)는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전환직군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의 경우 일반직군인 개인영업직군과의 직무상의 차
이가 없으며 다른 정규직군과는 동일가치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직군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 내부의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② 분리직군 혹은 별도의 직무급 실시 업무의 대부분이
여성직종이라는 사실이다. 여성직종이 남성직종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
건에서 불리한 처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주희(2007)는 분
리직군제 편입을 거부한 우리투자증권의 27명의 여성비정규직이 남녀차
별 시정을 요구하며 2007년 8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③ 승진 및 경력이동의 가능성 역시 박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것은 이미 분리직군
을 실시한 은행들에서도 확인되어 “분리직군제가 직군간 이동의 가능성
을 거의 봉쇄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가능성을 차단”(남기명, 2007)하
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될 경우 해당 직무의 외주화나 단기간
반복계약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것은 기간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이 모두 늘어났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며,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실시한 일부 기업에서 이와 동시에 특정업무의 경
우 용역이나 파견으로의 전환을 함께 진행시켰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노사합의를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내긴 했으나 사실상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김연중, 2007).
결국 정규직 전환의 결과 또 다른 차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외주화 등의 보다 나쁜 일자리로 떨어
질 위험이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외주화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우선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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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간
접고용일 경우에도 정규직,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근로, 시간제 등 고용형
태가 매우 다양하며 유사 직종이나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광범위
하게 확산되어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나와 있는 용역, 파견, 일일근로, 가내근로 등 비전형 근로의 수치
가 간접고용 노동시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서도 부분적으로
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개념정의는
간접고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사내하도급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된
다.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자(도급인)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수급
인)에게 위탁하여 완성품을 납품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작업이 원사업
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편입시키거나 결합시켜 사
용 또는 이용하는 고용형태로서 그로 인한 이윤을 사내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 업체가 대부분 향유한다는 특징이 있다(강성태, 2007; 은수미, 2007a).
그리고 기존의 사내하도급은 제조업의 ‘사내하청’에 한정(좁은 의미의
사내하도급)되어 사용되었으나 호텔의 룸메이드나 세척 등 청소관련업
무, 대형할인마트의 계산원 및 사무직종, IT산업의 사무 및 전문직종으로
확장되면서 용역이나 위임의 일부까지 사내하도급으로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외주화 논란이 정
확하게 말하면 이 사내하도급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게다가 지금까지 사내하도급은 불법적인 도급이나 파견 형태로만 간주
될 뿐 사내하도급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
무기 외(2004: 140)에서는 사내하도급을 사실상 근로자공급이면서도 외형
상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이용하는 ‘위장’업무처리도급(위임) 또는 위
장노무도급(위임)이거나,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
무’에 대한 파견 혹은 위법적인 상시 파견에 해당하는 불법파견의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경영상의 독립성과 지휘명령체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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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며, 경영상의 실체가 없는 경우 원청의 직접고용으
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지게 하며, 경영상의 실체가 있으면 파견으로 보
고 적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가린 후 행정지도 및 법
률적인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적법도급으로 판정될 경
우 사내하도급은 기존의 도급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적법이나 불법여부와 무관하게 사내하도급은 타인의 근로를 직
접적으로 편입시켜 활용한 이익을 원청이 지배적으로 향유하는 노무도급
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도급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적법,
즉 진정도급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때문에 파견
과 도급의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잔여적인 범주 혹은 불법적 형태로서의
사내하도급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2007년에 접어들면서 불법파견 혹은 위장도급여부에 따른 분류와
제재의 현실적 유효성이 확연히 떨어졌다. 왜냐하면 최근 제조업에서 사
내하청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업장들은 진정도급으로 전환하거나 진정도
급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무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하도급이라는 기본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의 차별,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을 기존의
순수도급과 구분되는 독특한 고용형태로서 재규정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방향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노동쟁의가 간접고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비정규 노동쟁의의 대부분이 바로 간접
고용을 둘러싼 문제였으며 2007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노사관계
는 연초의 우려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파업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18.8% 줄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58.6% 감소한 것에서 확인된다. 하
지만 근로손실일수에 비해 파업건수가 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 노동쟁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
쟁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며 그 대부분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저항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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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파업현황(2007년 11월 30일 현재)

발생
해결
미해결
근로손실일

2007. 11. 29 현재

전년 동기

증감 (%)

108
88
20(4)
486,656

133
109
24
1,176,463

△ 18.8
△ 58.6

주 : ( )안은 전년도 이월.
자료 : 노동부(2007),「노사관계 일일상황」.

이렇게 간접고용에서 비정규 노동쟁의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등 노사관
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① 임금 및 근로조건이 기
간제 등 한시근로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비정규직 입법
이 간접고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상의 규율이 어렵고 이
것이 간접고용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요인이기도 하다
는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고용불안정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청은 용역이나 사
내하청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해당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으
며, 노조기피나 노사관계 회피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③ 2자 관계가 아닌 3자관계의
특성 때문에 불법파견이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쟁점이 되며 일상적인
임단협이 아닌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이랜드나 코스콤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④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한계이다. 기존의 기업
별 노사관계 시스템에서는 원청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인 기간제나 한시적 근로에 비해 조직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가 많아 제도화가 더디다. 따라서 문제가 터지면 해결 기제가 없어 상대
적으로 격렬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⑤ 간접고용 노동조합은 초기
부터 초기업별 조직형태를 많이 취하지만 교섭은 여전히 기업별 체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단협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조에 가입해도 실질
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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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가입범위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업체 노동
자 모두인 초기업별 노조이지만 실질적인 교섭은 개별 사내하청 업체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협
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단협의 제
도화 정도가 나와서 매년 파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외주화의 원인, 즉 기업이 왜 간접고용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업의 인건비절감 요인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알려
진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에서 간접고용을 선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사내하도급은 한국의 주요 제조업에서 이
미 지배적인 형태로 정착되어 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 향후 좀 더 분석
해 보아야겠지만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에서 사내하도급
형태의 외주화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즉 1997년 이후 공공부문 경영
혁신이 사실상 민영화 이상으로 사내하도급을 확산시켰으며 이것이 비제
조업 영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조업에서
는 이미 1960년대부터 사내하도급, 즉 사내하청이 발견되며 사내하청이
일본과 한국에서 제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일본기업과의 일종의
조직적 동형화, 즉 따라배우기 결과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심
지어 미국조차도 한국의 사내하도급과 유사한 종업원 리스에 관해서는
30개주 이상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정착
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노동시장 전망
향후 노동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둘째, 기간제의 축소와 간접고용의 확대는 지속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
면 이것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규모별 격차는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인가? 또한 그와 같은 격차
는 차별인가 차이인가?
넷째, 성별 변화의 전망은? 남녀 모두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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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섯째, 화이트칼라에서의 확대가능성은 여전한가?
여섯째, 비정규 노동시장 및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분화, 기업규모별 노
동시장으로의 분화 현상은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
쟁력 및 사회통합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
일곱째, 비정규 입법이 이중적 노동시장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 일곱 가지 질문은 사실상 향후 연구과제 및 조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앞에서의 분석에 기초하
여 대략적인 전망을 잠정적 가설의 형태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할 것인가? 또한 그것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함의는 무엇인가?
현재의 비정규직 규모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이
다. 따라서 규모가 늘어난다 해도 그 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
면 비정규직 규모 증가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정규직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오히려 규모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직접고용에서 간접고
용으로의 분포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노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외주화가 수반되고 있
으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 외주화 부분이 제외된 것도 분포 변
화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따라서 고용의 질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망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가설적 대답이기도 하다. 즉 규
모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내부의 변화, 즉 기간제의 축소와 간접고용이나
단기적인 계약해고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와 같은 조건이 계속될 경우를 전제한 전망이며, 만약 환경변
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정도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하나의 환경변화는 정치적인 성격이다. 지난 2007년 11월 경제5단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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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
영자총협회)는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를 한 바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
이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건의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간제의 경우 기간제한 예외직종을 더욱 넓혀야 하며, 파견대상 업종은
제조업의 생산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
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업 인력운용의 숨통을 틔
운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간제 사용기간 및 파견허용업종의 전면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이미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지만 만
약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받아들여 법개정에 나선다면, 파견을 비롯한 간
접고용의 확산은 물론이고 기간제의 축소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분
포의 변화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 증가를 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파견법을 현재의 positive list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
로 바꾸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면 현재의 용역 및 사내하도급은
그대로 유지 혹은 확대되고,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의 일부분까지 파견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견업종을 허용할 경우 사내하
도급의 일부, 특히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경우 도급에서 파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이나 용역의 인건비 절
감 효과가 더 크며 사내하도급이나 용역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내하도급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활용전략으로 고착되고 있
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위장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
내하도급에서 파견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둘째,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예외 직종을 넓힌다면 기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주춤한 효과가 적어진다. 셋째, 이와 같은 건의를 받아들
이는 것은 정부정책이 비정규직 규제로부터 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비정규직의 확산을 간접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변화는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회이
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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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동의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업의 체질개선이다. 기업이 비정규직 활용은 중장기
적인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정도경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바꾸는 것 역시 중요한 환경변화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개선 혹은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산별전환의 가
능성이다. 보건의료나 금융권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
사합의에 기초한 개선 노력이 전체 노사관계로 확대된다면 노사의 상생
적인 양보에 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며,
이중적 노동시장은 좀 더 고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규모별 격차는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인가? 또한 그와 같은 격차는
차별인가 차이인가?8)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규모별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정규, 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이면에는 기업
규모별 격차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은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게다가 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차별인가, 차
이인가에 대한 논란도 이미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차별적 처우는 최소 없거나 1%에서 최대 22.9%이며, 정규
상용직이 아닌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면 없거나 1%에서 최대 14.2% 수준
이다.
① 통계청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1 :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경
우 임금격차 중 22.9%가 차별적 처우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77.1%
는 생산성 요인 즉 근속, 성/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 사업체규모,
직업, 산업 등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해석하지 않는다(안주엽 외, 2007).
8) 이 부분은 은수미(2007b) 중 제4절의 일부를 참조한 것이다.

제4장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화와 전망

123

② 통계청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2 :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 외의 잔차 또는 차별의 최대치가 8.5～14.2%
이며,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면 22.5%이다(안주엽 외, 2007).
③ 통계청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3 : 동일 자료를 패널자료로 만들
어 통제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은 없으며, 심지어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안주엽 외, 2007).
④ 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에 대한 분석 :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비 임금
프리미엄은 1%이다(안주엽 외, 2007).
⑤ 2005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 300인 이상 민간대
기업 내에서 인적특성을 통제한 이후 정규-비정규간 임금격차는
13.7%이다(이인재, 2007).
분석결과에 따라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느냐,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느냐, 즉 협의의 정
의에 따른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느냐, 광의의 정의에 따른 정규직을 기준
으로 하느냐에 따른 차이이다. 특히 광의의 정의에 따를 경우 정규직 중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근로빈민에 속한 경우
가 많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자체가 커지고 따라서 차
별의 폭도 커진다.
둘째, 분석자료가 패널자료냐 아니면 매년 통계조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재량(2007)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임금격차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널로 구축하면 근로자들
의 관찰되지 못한 특성들을 더 통제할 수 있어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고 한다.
셋째, 현실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분석은 전국적 수준에서 통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
제 차별요인들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것은
1,0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의 근속연수 5년인 정규직과 50인 규모의 사내
하도급 업체 근속연수 1년(업종경력 4년)인 사내하청 노동자가 동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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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유사업무를 할 경우의 차별적 처우일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 혹
은 산별 수준의 임금자료를 가지고 할 경우 1,000인 이상과 50인 규모라
는 사업체의 규모차이, 사업체 근속연수차이 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어
차별적 처우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차별적 처우판단에서 직급을
통제하는 경우 사실상 비정규직은 승진 자체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
는데 분석에서는 이것을 생산성 요소로 판정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넷째,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차별분석은 다른 요인을 동등하다고 전제할
뿐만 아니라 학력, 기업규모, 근속연수 등을 생산성요인이라고 본다. 하지
만 이것이 경제적인 생산성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경우 분
석 및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논란이 전면화된다면 격차 해소조차도 주춤할 가능성
이 없지 않다. 또한 차별인가 차이인가와 무관하게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
하여 근로빈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선을 돌리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차별논쟁은 단지 임금부분에서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양성 모두에서의 비정규직의 확산과 화이트칼라층에서의 확대가 계
속될 것인가?
한국은 남녀 모두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매우 예외적인 국가이다.
그 이유는 한시적 근로 및 간접고용의 확대와 기업수준의 복지시스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외국은 대체적으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크며 시간
제의 경우에도 상용직 일자리가 존재하나 한국은 그 반대이다. 이것이 남
성집중 직종과 여성집중 직종 모두에서 비정규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불어 대졸 이상에서의 비정규직 확산도 두드러진다는 점에
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에 비해 여성 비정
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여성에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 여성직종에서 단시간 근로 확대 정책이 제기되는 것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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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위험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제 근로는 일일근로나 용역
근로와 같은 제2그룹, 즉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불안
정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형태이다. 따라서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상
황에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고용의 질 악화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시간제 근로가 좋은 일자리일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과정의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중요한 경쟁전략이며 그 때문에 비
정규직 노동시장의 개선이 어렵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정책의 확대 이전
에 노동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이 노사정 모두에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비정규직의 절
대적 수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즉 사회전체적으로 고용안정을 높
이는 한편, 시간, 임금, 기능 등에서의 유연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임금 및 근로조
건을 개선하여 차별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기업의 비
정규직 활용 요인을 떨어뜨려 규모는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용에
대한 전략이 단지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중적 노동시장은 계속될 것인가? 또한 비정규직 입법이 변화를
낳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에 답한다면 이중적 노동시장
은 계속될 것이며 비정규직 입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미 하청 노동시장과 규모별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산별 혹은 업종별 노동시장의 형성은 한국의 현실에서 물건너 간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이중적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바뀌고 최소한 원하청 공정거래가 이루
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라도 산별․업종별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8년 사회협약 이래로 사회적 합의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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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사회협약을 위한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노사정의
전략적 필요성이나 공감대의 형성도 매우 적다. 따라서 이중적 노동시장
의 근본적 변화와 같은 중요한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우며 이중적 노동시장, 즉 중심-주변 모델을 그대로 둔 채 주변부
노동시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선
택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입법을 통한 개선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입법 외의 사회정책이나 다양한 행정적 조치
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제4절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1. 종합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은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종합적인 고용개선 대책이자 노동패러다임의 전환, 즉 노동시장,
노동법, 노사관계, 산업정책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구축이
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EU 및 유럽 각국에서 녹서
(Green Paper) 등의 형태로 수십 개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중장기적
인 계획을 확립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포함한
노동시장, 노동법, 산업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은 첫째, 유연안정화 전략에 기초하여 적
절한 고용보호 및 사회보장과 유연성 강화의 조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조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과 단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중요한 질
문은 ①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리를 유지할 것인가 구조적 통합으로의 이
행을 추진할 것인가, 혹은 전반적인 고용안정을 통한 비정규직 비중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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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차별시정을 우선할 것인가, ② 그에 따
른 주요 대상(target)은 누구이며 ③ 각각의 정책적 패키지는 무엇인가(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정책, 노동법의 개정 등), ④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과 단계별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이
며 ⑤ 필요한 재정지출 정도 및 세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다.
둘째, 종합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에는 직무급의 도입을 통한 임금체
계의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
항에서 좀 더 검토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특수고
용근로자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 입법의 보완 혹은 재개정뿐만 아니라 관
련 법․제도, 사회보장책 등이 종합적인 노동시장 고용개선 프로그램 속
에서 재평가되고 재규정되며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비정규입법
의 재개정도 하위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개선 프로그램 전체를 주도할 별도의 단위를 만들고 여기서
비정규입법 및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까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틀, 노
사와 시민단체의 참여 등에 대한 보다 열린 시도가 결합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2. 비정규 실태조사의 확대
현재 시행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만으로는 다양한 형태
의 불안정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간주하나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 역시 취약한 간접고용, 또
한 간접고용 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을 확인
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특정 고용형태에 집중한 사업체 수준의
조사가 결합되어야 한다. 더불어 당분간 비정규입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심층면접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①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환 조건 및 전환 모델
을 분석하여 적용가능성을 확대하며, ② 외주화의 경우 기업의 회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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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인을 파악하여 가급적 외주화를 축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
거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 실태조사는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 주도 혹은 공익 등에서 비공식적
노사의 지원을 받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다.

3.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간접고용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응방향이
특별히 모색되어야 하며 그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 등 현행법이나 제도의 차원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사내하
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제도적 측면의 새로운 대
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노사자율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비
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중의 하나
를 중점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몇 가지를 혼합한 정책적 패키
지를 고려하되 단기적 대응방향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 및 적극적 대응방향 모색
-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내하도급이 일부 업종에서 매우 중요한
고용전략으로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차 규명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는 가구 조사 등 개인 수준의 조
사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004년 실태조사처럼 사내하청을 사
용하는 원청기업을 파악한 후 원청기업의 모든 사내하청 업체를 함께 조
사하는 사업체 수준의 조사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 협
의가 안 되더라도 정부가 기업의 협조를 얻어 사내하도급에 대한 실태조
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내하도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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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에 기초하여 노무도급을 활용하는 기업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사내하도급을 통해 진정도급으로 전환될 경우 불
법파견 소지는 줄어드나 여전히 원청-하청-하청노동자라는 3자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때문에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및 고용불안정이
해결되지 않는다.
-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비정규 및 원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와 조사
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노사정간의 조
율을 주도해야 한다.

첫째, 원하청 노사관계의 문제는 제조업 사내하청만이 아니라 비제조
업 사내하청 및 청소용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별, 업종
별 확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업종별, 유형별 차이에 기초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 공공부문 사
내하도급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의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조율이 가능한 인
적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② 지속적인 협의틀은 해당 노사단체
와 정부(노동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되, ③ 2회 이
상 실질적으로 사내하도급 노사관계에 개입하였으며 일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업종 및 지역의 관련자들(시민단체 성원 포함)과 학계
인사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④ 사내하도급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정
보공유, 분석 및 협력을 항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전․사후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불법파견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고
용역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법파견 소지를 줄이고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되 그것이 어려
울 경우 진정도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진정도급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행정지도 및 용역입찰제도의 개선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판정 및 행정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불법파견을 실질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으
로 하여금 외주화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적법하도급으로 전환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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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필요한데, ① 하도급 업체가 스스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전담하고
임단협 교섭시 협상력을 가질 정도의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한 가
지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규모가 적고 원청의 도급
단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사내하도급은 1개의
원청기업과 거래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중견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임단
협 체결이 어렵다. 따라서 용역업체에 대한 자격규제 검토 및 청소업무에
서의 직업훈련 및 숙련도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용역
근로자를 위한 특별대책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는 자세한 사항을 다루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만 공공부문 청소 용역 등
에서 시범적인 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부가적으로 강조한다.
② 다른 한편, 도급계약에서 최저가입찰제가 폐지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의 경제
법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 것이다.
셋째, 적법하도급으로 전환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
기 위한 용역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
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ILO 제94호 조약, 즉
공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항을 비준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준수를 계약 참여의 전제조
건으로 포함시키고,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며, 임금 등의 최저선을 보
호할 수 있는 최저단위가격제한 제도 도입방안 등이다. 또한 노동부는 공
공부문 비정규 대책으로 도급계약 체결시 임금 및 근로조건은 입찰 내용
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제기한 바 있다. 즉 국가에서 정하는 임금 및 근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것을 입찰내용에서 제외하고 만약 낙찰
된 업체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하거나 계약해지 등 각종 불이
익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좀 더 체계화한다면 용역입찰제도
의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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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모범을 보이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외주화를 채택할 경우 사실상 그 부담은 중소기업이 지게 되
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쟁력도 훼손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업
일수록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외주화의 경우에도 해당 노
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
는 ‘정도경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를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개발하여 확산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경우 기간제 등 직접고용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은 상당정도 성과가 있으나 이미 진행된 간접고용은 사실상 대책에서 제
외되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2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또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다양
한 지침이 사실상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폐지 혹은 재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침은 기
획예산처의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 및 관련 지침, 행자부의 지자
체 비정규상근인력 관리보완지침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다.
더불어 연공급에 기초한 임금체계가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을 확산시
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전환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야 하나, 아직 노사 모두의 수용성이 매우 낮고 직종이나 업
종별로 전환의 효과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사례를 개발
하여 조심스럽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사내하도급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적 규제 및 현행법의 확대 적용
- 사내하도급을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하도급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파견법을 개정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을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노조법 제36조 1항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적용할 수 있
으며 이 방법은 노사자율적인 규제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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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의 연대책임 혹은 책임분배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첫
째, 프랑스는 원청기업이 업무장소 등의 면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거나 실
질적인 보장능력 등을 근거로 업무수행에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위생책임,
② 근로조건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며 ③ 하청기업의 재정적․사업적 기
반이 취약하면 그 책임이 가중되고 ④ 하청기업의 노조대표가 원청기업
의 단체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보고된 바 있다. 둘째,
미국은 파견으로 분류되나 사실상 한국의 사내하도급에 해당하는 종업원
대여(employment lease)에 대해서는 약 30개의 주에서 주법을 통해 범위
및 대상,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해 규제하고 있다. 셋째, 이탈리아에서
는 하청회사가 그들 노동자들에게 져야 하는 의무(임금, 혜택과 사회보
장)에 관한 원청회사의 책임성 및 책임성의 유형(공동, 자회사)과 그 지속
성(1년에서 3년까지)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청이 노동자
들에 대한 보건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성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 최근 논의되는 파견업종의 허용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
을 경우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
시 노사정의 조심스러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파견의 확대가 사내하도급을 막지 못할 것이며
그보다는 기존 정규직의 파견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사내외 하도급을 사용하는 원청의 경우 ① 직
접노무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② 파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파견이 허용되어도 사내하도급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한 한국과 유사한 사내하도급 형태가 있는 일본에서는 파견법이 전면적
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위장도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파견법의 원
래 취지와 달리 단순직종에서의 파견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
시 파견의 확대 및 파견법을 통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
는 것이다.

제4장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화와 전망

133

□ 노사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
- 원하청간 ‘연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조율 및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원하청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노동배제적인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노동참여적인 원
하청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② 원하청 노사관계가 ‘갈등잠재우기’
수준을 넘어서서 ‘숙련형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임금 및 직무 혁신, 노사정 연대기금 형성, 원하청 노무관리 혁신,
사내하청의 내부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며, ③ 연대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기제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원하청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지역․업종별 협의, 원하청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산별교섭 등), ④
시범사례의 개발을 검토하고, 원하청 노사관계 혁신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 비중의 점진적 감소를 합의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①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체계
의 확립’을 명문화하고, ② 노사가 협력하여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며, ③ 사내복지기금의 확대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
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시적으로 합의
하고 ② 노사가 공동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직무분석까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에 기
초하여 단계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기금 형성을 위한 계획
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넷째, 원하청 연대적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원청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청의 후원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화 사
례를 발굴하고 원청의 다양한 후원 내용 및 방식을 확인하여 노사관계 안
정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에 따르면 원청의 다양한
후원에는 ① 하청업체와 하청노조 간의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② 입찰방

134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식의 변경이나 계약방식의 변경을 통한 하청업체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 ③ 사내하도급 노조의 원청 내에서의 활동 보장, ④ 하청업체
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지원 등이 있다.
다섯째, 특정 업종 혹은 산별 수준에서의 노사의 적극적 협의 혹은 합
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기업을 넘어서는 업종별 혹은 산별교섭
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보
건의료 산별교섭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한 현행 기업별 노사관
계로는 원하청간 연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업종, 산별,
지역 수준에서의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의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4.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
□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의 개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평가, 즉 직무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용형태별 격차뿐만 아니라 규모별 격차 역시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
다. 비정규직 입법에서는 동일가치 동일노동 조항이 빠져 있지만 남녀고
용평등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9조(임금)는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
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31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임금체계가 동일직무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기업에서의 경력 및 연령에 따른 연공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
는 현상이기도 하다. 연공급 체계는 취약한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기업복
지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노동자들의 생애를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4장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화와 전망

135

을 높여 온 긍정성이 있으나, 최근 연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고비용의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에서의 지속적인 근
속이 불가능한 비정규직이나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직무에 기초한 임금체계
로의 개편을 지향하면서 적용 가능한 직무 혹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
적으로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공공부문에서의 시범사례 개발
비정규직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사회서비스 직종의 상당수가 공공부문
에 존재하며, 공공부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특정 비정규집중 직종을 대상으
로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시범적 사례를 개발하여 조심
스럽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분리직군이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사례가 여성집중 직종에서 많
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무분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전환 사례가 직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직무분석은 비
정규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리직군이나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
체계 개편 및 고용과 양성평등을 이루어낼 소중한 계기일 수 있다.
□ 직무평가 기준의 재구성
현재의 직무평가 특히 직무수행 기준은 제조업, 육체노동이 중심이었
던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산업으로의 전
환 및 다양한 정신노동의 수행은 직무평가의 기준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 기준을
서비스산업 및 정신노동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숙련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와 같은
고객담당서비스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숙련 혹은 작업조건을 제조업
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숙련에 대한 재정
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감정노동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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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대고객 감정 통제나 감정 훈련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숙련을 재구성하고 이것을 직무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만 동일직무를 넘어서서 ‘동일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 직무평가 범위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범위를
‘동일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입법의 차별시정 범위에
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 동일한 사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비교 가능한 직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직무평가의 비교대상 범위에 대해 외국의 사례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
국의 동일임금법(EPA)은 동일 사업소(establishment)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동일임금법의 경우 ‘같은 고용(same employment)’을 “같은
고용주하의 같은 작업장, 공통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같은 고용주하의
다른 작업장, 연관된 고용주(associated employer : 예를 들어 고용주의 모
회사), 서로 다른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규정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ILO의 사례도 영국과 유사하다. ILO는 유럽 등지에서 단시간 근로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1994년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
약(제175호)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풀타임 근로자가
없을 경우 “동일한 기업에서의 그러한 자, 동일한 기업에도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는 동일한 산업(직업) 분야에서의 그러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
히고 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5.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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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측이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노동과 생활의 질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고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임금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
회보험 면세혜택 등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안정 및 이들을 적극적 노동시
장 대책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별 고용안정 이상으로 직업별 혹은 업종별 고용안정 시스템이 모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안정적 이동을 위한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이동시의 일시적 실직상태에 대한 생활보장 등
의 업종별 고용안정 시스템과 이를 위한 세원확보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
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훈련연장급여제, 전직지
원장려금제도 등의 효과를 평가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에게
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혹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38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제5장



결론

본 보고서는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험을 비정
규직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20년의 기간은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기간을 관통하는 특징으
로 기술의 진보나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현상
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적인 개념은 역시 ‘글로벌화’라고 볼 수 있다. 글로
벌화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경제규모가 성
장하는 과정 중에도 그 혜택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있었다. 글로벌화가 기술의 발
달을 동반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학력자와 고숙련자에게 유리한 고용기
회를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함
에 따라 국가간의 자본유치 경쟁이 노동권과 근로조건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개방화된 경제구조하에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고, 심지
어 고용 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고용안정성은 담보되지 않는 비
정규직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2장은 포괄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지난 20년이라는 장기
적인 기간을 살펴보는 연구에 할애하였다. 한편 제3장과 제4장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들과 연구방법들을 동원하여 비교적 최근 10년 이내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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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구집단을 성과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고용률과 정규/비정규직비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
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직무의
성격에 따라 어떤 고용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비정
규직 확대 추세를 결정하는 기업 내부 메커니즘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제4장에서는 기간제근로와 파견, 외주용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의 하위유형별 비율의 변동을 살폈다. 특히 정치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
로 탄생한 소위 ‘비정규입법’이라는 법제도적 변화가 초래하게 될 비정규
직 노동시장의 변동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각 장에서 발견된 함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장지연․양수경)은 여성, 고령자, 청년층의 고용성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짚어보되, 고용성과를 취업여부와 정규직 취업여부의 두 가지
로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구집
단이 노동시장에서 성취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두 가지 분석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첫째, 지난 20여 년간의 고용성과를 돌아볼 때,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인구집단간의 제로섬게임의 형태로 진행되었는
가 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유연화, 즉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가 고용의 증
가를 동반하는 현상이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뚜렷하게 고용률의 저하가 일어난 인구집단은 청
년층 남성이었고, 30～40대 여성이 또한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다시 제기하면, 청년층이나 여
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현실이 장년층이나 고령층 남성노동자의
강고한 고용유지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집단
별 고용률의 상쇄효과 여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다른 인구집단의 고용률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다른 인구집단의 높은 고용률, 또는 강고한 노동시장 지위의 강고
함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두 번째 질문이다. 고용유연화,
즉 비정규직 확대는 고용률의 증감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미시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동성의 증가는 고용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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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도움이 되었는가? 먼저 정규직의 증감추세를 살펴보았는데, 지난 20
년 동안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하기
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추세는 경기순응적인 변동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률의 증감과는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즉 비정규직의 비중은 그동안 일관되게 증가해 온 것이 아니라 때로
는 감소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 기간은 대체로 고용률이 증가하는 호경
기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경제
의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유연성을 확
보하는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기업이 유연성 확보나 거래비용절감을
추구한 결과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인건비 절감정책, 즉 임금조정의 우
회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것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3장(이택면)은 기업이 비정규인력을 채용하여 어떤 직
무를 맡겼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
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확산 현상을 수요측면
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분석단위로 삼은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어떤 조건하에 있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유무와 성격, 자
동화/정보화 수준, 내부노동시장의 효율성, 정규직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그리고 제품시장에서의 수요변동 및 시장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직무에 비정규
직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시간제 등의
직접고용 인력을 활용하였는지 아니면 파견, 용역, 도급 등 외주인력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분석틀은 기업이 비정규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 (1) 인력조정의 용이성
확보와 (2) 비용절감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비용절감은 (2-1) 인
건비 절감과 (2-2) 관할비용 절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1)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가설이 주는 함의는, 기업이 시장에서의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시장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에 따라 민감하게 인력

제5장 결 론

141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직무에 한하여 채용과 해고가 간편한 비정
규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2-1) 인건비 절감 가설은, 기업이 비정규
직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면, 즉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다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유인이 더 커진다
는 함의를 전달한다. 현실에서 유사한 직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인건비가 적게 드는 노동력이
므로,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은 직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2-2) 관할비용 절감 가설은
필요한 지식이나 숙련이 기업특수적인 것이 아닐수록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거래비용이론의 통찰에 따르면 기업특수성이
높은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는 정규직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에는
비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이 관할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는 기업의 비정규인력 활용
방식은 인건비 절감, 관할비용 절감, 그리고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고 판
단되었다. 대상 기업들은 업종이나 규모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
이 기업특수적 인적자원 투자를 비교적 적게 요하는 직무, 그리고 매출액
변동 대비 고용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직무에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일부 중규모 사업체들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추구하는 방
식으로 비정규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무구분에 입각하지 않
고 무원칙하게 비정규직을 배치하거나 같은 직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수행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조차 최근 비정규
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입법이 논의되어 온 데 영향을 받아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직무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제4장(은수미)에서는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지
표가 생산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근까지의 시점에 주목하였고, 특히
비정규입법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의 비중은 새로운 정의방식으로 조사된 첫해인 2001년에 26.8%로 출발하
여 이후 증가세를 보여서 2004년에 37.0%로 정점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미세하게나마 감소해 오다가 2007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여 35.9%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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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이 자체로만 보자면 비정규직 입법의 시행은 비정규직 규모의
감소에는 눈에 띄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유형별로
보자면, 한시적 근로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의 축소가 눈에 띄는 한편, 간
접고용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입법의 결과 비정규직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분리직군 또는 직
무급의 실시와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차별이 고착화
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외주화 과
정을 거쳐 보다 나쁜 일자리로 떨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규모의 변화를 전망해 보자면, 향후
비정규직 입법의 결과가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비정규직 규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기도 하고, 기업측에서도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이 기업경쟁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내부구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
는 줄어들지만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늘어날 것이다. 차별시정제도
의 구도 자체가 기간제에 대한 보호는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간접
고용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증
가는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더욱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별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용형태뿐 아니라 기업규모를 따
라 형성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세 논문은 분석대상
시기와 초점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 논문을 결합하여 정리하면
비정규직이 오늘날과 같이 확산된 원인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전
망을 제시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논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첫째, 지금까지 기업의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전략은 어떻게 설
명될 수 있나? 둘째,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입법 이후 기업은 어
떤 행위양식의 변화를 보일 것인가?
제3장(이택면)에서는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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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세 가지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각각 (1) 인건비절감 가설, (2)관
할비용절감 가설, (3) 고용조정 용이성 확보 가설 등 세 가지이다. 제3장
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책으로 비정규직이 활
용되기도 하였겠으나 최근에 올수록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하는 직무와
상품시장의 수요변동에 대응하여 인력수요의 증감이 즉각적으로 연계되
는 직무에 대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년의 장기시계열을 관찰한 제2장(장지연․양수경)에서는 노동시
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와 감소의 구간이 반복되는 방
식으로 순환적인(cyclical)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고용률
이 감소하는 시기에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고용률이 증가하는 시기에 비
정규직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건비
절감 가설과 논리적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인건비 가설’이 주는 함의를 장기적 추세에 적용하여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 고용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
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용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감소도 함께 진행될 가능
성이 크다. 한편, 관할비용절감 가설이 타당하다면 경기 혹은 전체 고용
규모의 변동과 비정규직의 비중 간의 연관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지
는 않고,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예상된다. 기업특수적인 숙련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혹은 이전에는 기업특수적 숙련 여부를 구분
하여 인력관리를 해오지 않다가 새로운 인력관리 방식의 도입으로 이를
고용형태 결정에 반영하게 되었다면, 비정규직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용조정 용이성 확보 가설이 주는 함의도 비슷하다. 상품시
장의 수요변동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조정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의도라면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요변동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나타나는 현상은 인건비절감 가설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은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도 다르므로 각 장
이 주는 함의가 이렇게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은 관할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나 고용조정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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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행위하는데, 왜 전체 노동시장의 현상을 측정
한 통계수치의 추세는 인건비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
설명들은 향후의 추세를 예측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첫 번째 설명은
이 세 가지 가설들이 상호 배타적인 가설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기
업이 관할비용 절감이나 고용조정 용이성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비정규
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동시에 인건비 절감을 추구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결과는 인건비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방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요구되는 기술의 성격과 수
준에 따라 일자리를 명쾌하게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제4장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는 논점이다. 실제로 기업이 직무의
성격과 가치를 엄밀하게 평가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현실에서는 그저
관행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숙련의 수준이나 기업특수성 정
도는 실제로는 범주형의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이다. 또한 상품수
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투입규모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
실에서는 이것이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가 많다. 즉 일정한 규모는 최소한
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정규직을 사용할 것인지 비정규직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기준들이 대부분 연속형의 개념이라는 점은 비정규직 규모
의 증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느 정도까지 비정규직
으로 채울 것인가는 언제나 열려져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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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벡터자기회귀(VAR)모형 분석

N개의 다변량 정상시계열로 구성된           ⋯     가 p시
차인 자기회귀과정으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 VAR(p)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즉,     


       

     ⋯               
    

    ⋯  
  



 
      ⋯               




여기서  는  ×   상수벡터,   는 현시점의 변수와 시차변수들 간
시차회귀계수인  ×   의 행렬,   는  ×  의 벡터백색잡음과정으로

      이며, 다음의 공분산행렬을 갖는다.

 







 ′   
 


≠

모형의 분석에 앞서 먼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정규직비율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로그변환 후, 추세차분 및 계절차분을 통하여 정상성
(stationarity)을 만족하는 시계열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변환
된 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는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VAR 모형의 추정오차에 대한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치가 최소화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통계량
에 의해서 시차길이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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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ompeting Risks Cox Regression Analysis

본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
다. 사건사분석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주로 어떤 사건(event)의
위험률(hazard rate; 또는 순간전환율)이다. 위험률이란 어느 시점까지 사
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또는 표본들)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lim 
∆
∆→
여기서     ∆ 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 t 시점에 k
상태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사건사분석의 기본적인 모델은 전이율이
시간의 흐름과 각 표본의 관찰된 특성들에 따라 설명되는 것으로 본다.
즉,
         ⋅         ⋯ 

q(t)는 시간의 흐름의 영향을 표시하는 부분이며,   는 응답자의 특
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현
상은 정규직고용, 비정규직고용, 자영, 비취업의 네 가지 종사상 지위간의
이동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종착점(destination)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
건이 세 가지가 되는 ‘경쟁위험모형(competing-risk model)’이다. 상태공
간을 정의하는 그림은 아래와 같다. 둘째, 본 분석모형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승진 또는 이직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떤
분포를 띠는지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Cox(1984)가 제안한 바를 따라 이
분포가 어떤 모양을 띠는지에 관계없이 설명변수의 회귀계수만을 추정한
다(Cox regression model; partial parametric model). 셋째, 승진 또는 이
직이 일어날 위험률은 개인의 다른 중요한 특징에 따라 모든 시간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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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하게(proportional)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한다(proportional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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