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동개혁 포럼

한국노동연구원 편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일한 ‘노동개혁’ 포럼 실행위원회
가 공동 주최하여 2019년 12월 14일 일본 류코쿠대학에서 개최한
한-일 노동개혁 포럼 발표문을 원고 형태로 재구성하여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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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허와 실
쿠마자와 마코토(熊沢 誠)1)

1. 아베 내각의 ‘일하는 방식 개혁’
가. 제안의 배경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이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
약하기 쉬운 국가로 만들겠다”(2013년 겨울, 제183회 국회)고 선언한 아
베 신조 내각에게 어느 정도 궤도의 수정을 의미하는 시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금융의 대담한 완화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도 그때까지는 당연히 경제계의 뜻을 강력하게 반영하는 규제기획회의나
산업협력회의의 제언에 따르는 노동규제 완화, 말하자면 기업에 의한 노
동처분의 자유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와서는 정부 담당
자들도 일본이 실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조건 개선이 더딘 선진국이 되었
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깨달은 듯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후생노동성과 총무성의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
한 2012년 대비 2018년의 각종 지표는 다음과 같다. 2012년의 지수를 100
이라고 보았을 때 소비자물가 106.6, 명목 임금 102.8, 실질 임금 96.7, 실
질 가구소비 동향 90.7이다. 아베 정권이 경제성장을 지향하며 디플레이

1) 코난대학교(甲南大学)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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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극복정책을 폈던 것에 비해서는 명목 임금은 선진국 중에서는 눈에 띄
게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 임금과 소비동향은 크게 하락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2015～17년을 제외하고 주로 비정
규직 일자리 중심의 증가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일자리의 38%가 노동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대리
지표라 할 수 있는 ‘풀타임 노동자 대비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 비율’은
2017년 59.4%로 유럽 7개국의 66～86%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노동정
책 연구․연수기구 편『2018 국제 노동 비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
악한 임금수준의 영향으로 2015년 연수입 200만 엔 이하인 워킹푸어는
1,131만 명, 2016년 저축 제로 가구는 48.1%에 달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5～16%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과중노동과 빈곤의 누적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이 아베노믹스
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16년 5월 아베 내각은 거창한 ‘일억총활약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
로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하 WR2))을 제기한다. (1) 잔업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이하 EPEW3))의 도입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일억총활약계획’ 자체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다가올 노동력 부
족에 대처하는 여성, 노인, 외국인 등의 노동인력화, 요양․육아․돌봄과
취업의 양립,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취업형태의 선
택(career path의 다양화, 텔레워크의 추진) 등을 열거하지만, 일본이 안
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앞의 두 영역에 손을
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려 했던 의지
는 아베의 ‘충신’이라 할 수 있는 가토 가쓰노부를 담당대신으로 임명하
고, 같은 해 9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발족시킨 경위에서도
엿볼 수 있다.

2) 역자 주 : WR은 Work-style Reform의 약자임.
3) 역자 주 : EPEW는 Equal Pay for Equal Work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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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의 성립
2018년 6월 29일, 다양한 정치적 협상 끝에 결국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이하 WRA4))이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공허한 성
과로 귀결된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파트타임노동법에 노동계약법 20조의 내용을 더하고, 적용대상을 기간제
노동자까지 확대시킨 약칭 ‘파트․유기법’이 제정되었다(2020년 4월 시행,
중소기업의 경우 1년 후 적용). ‘가이드라인’은 내용의 큰 변화 없이 ‘단시
간․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 등에 관
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위해서 ‘잔업에 대
한 법적 규제’와 ‘고도프로페셔널노동제도’(이하 고프로)를 도입하였다. 그
러나 이는 아베 정권 본래의 철학인 유연한 노동형태에 대한 규제완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과중노동의 극복이라는 WRA의 의의를 손상시
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WRA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정책심의회와 의회에서의
‘논쟁’, 혹은 당사자들 간의 타협이나 승인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사자들은 자민당과 아베 내각, 그리고 야당을 말하는데, 자민
당과 아베 내각에 대해 재계와 경단련(經團連․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야당에 대해서는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가 애매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WRA 성립 과정에서 자민당과 아베 내각이 다
소 양보하기는 했지만 야당의 저항을 물리쳤다. 주로 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렌고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능력주의적 관리와 같은 ‘인재
활용 방법’을 두고 회사와 대립하지 않고 대체로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노
사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취했기 때문이다.

4) 역자 주 : WRA는 Work-style Reform Act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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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시간노동 ‘시정’의 측면
가. 절제된 잔업시간의 상한 설정
우선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잔업시간에 대해 벌칙을 부여
한 상한 규제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통과된 WRA에 규정된 내용을 확
인하고자 한다.
노동기준법상 가능한 잔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
다. 그러나 36협정5) 체결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연 6회까지
월 45시간을 초과하여 ② 연 720시간까지 ③ 2～6개월 평균 월 80시간까
지 ④ 1개월에 100시간 미만까지의 범위에서 잔업은 가능하게 되었다. 주
의할 점은 고도프로페셔널노동제도와 관련된 논란에 휩쓸려 그다지 주목
을 받지 않았지만, ②의 ‘연 720시간’에는 휴일노동이 포함되지 않는 허점
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휴일노동 관행이 유지된다면 월 80시간을 12
개월 동안 지속하여 연 960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
다(아사히신문 2018년 6월 8일). 기타 관련 법은, ⑤ 중소기업의 월 60시
간 이상의 잔업수당 할증률을 25%에서 50%로 인상, ⑥ 근무시간 인터벌
제도(Inter-Work Interval System, 이하 IWIS)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끌어 올리도록 노사협의에서 노력할 의무, ⑦ 연 10일
이상의 연차휴가권을 가진 노동자의 취득일이 5일 이상이 되도록 기업에
대해 의무화(현재는 47% 전후에 불과한 유급휴가 사용률을 적어도 50%
로 올린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아사히신문 2018년
6월 30일 참조).
일본은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의 국제비교에서 일본은 21.3%(남성 30%)로 조
사대상 국가 중 3위(2위 한국, 32.4%)였다(앞의『국제노동비교』). 주 60
시간 일하는 남성 정규직도 16～17％ 수준이었고, 일하는 방식 개혁이 논
의되고 있었던 2017년 5월에는 21～33세의 젊은 직원들의 19.3%가 이직
5) 편집자주 : 노사간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맺을 경우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 한
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 1998년 노동기준법 제36조 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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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직전에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일본경제신문 2017
년 5월 22일). 이런 장시간노동에 의한 심신의 피폐가 극에 달함에 따라
과로사․과로자살도 끊이지 않는다. 1년에 약 200명에 달하는 과로사망
자 중, 2015년 12월에 덴츠의 다카하시 마쯔리(24세)가, 2017년 4월에 신
국립경기장 건설공사의 감독(23세)이 과로 자살을 한 사건은, 과로사유족
회의 활동 등과 함께 일하는 방식 개혁의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잔업이 3～6개월간 월 80시간 이상, 1개월에 100
시간 이상’인 경우,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다. 그러나 2017년 말, 225개사
의 36협정의 잔업 상한(성수기 시)의 실태를 보면, 225개사의 56%에서 월 80
시간 이상, 18%에서 100시간 이상이었다(아사히신문 2017년. 12월 4일).
이런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뚫린 천장’과도 같았던 36협정에 의한 잔
업 상한선이 벌칙을 수반하는 형태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일정한 의의
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에게 이
는 얼마나 비참한 성과일까? ‘특별한 사정’의 경우가 더욱 문제이다. 720
시간이 가능해지는 함정이 있다는 점은 차지하고서라도 월 80시간, 100시
간은 과로사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과 같다. 재계는 이제 매우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노동조합이 어떤 논리로 대응했는지
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만사에 대해 재계와 대립하지 않
으려 하는 렌고는 당초 제안한 ‘100시간’을 ‘100시간 미만’으로 한 것을 굳
이 ‘성과’로 간주했다. 우스운 자기만족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잔업
에 대한 상한 설정은 불충분하게 끝났지만 IWIS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연차휴가 사용률 50%를 ‘강제’한 것
은 WRA의 일정한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세트로 구성된 고도프로페셔널노동제도
WRA 내용 중,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당사자들의 대립과 타협을 거듭
했던 문제는 잔업 제한과 ‘세트’가 되어 버린 ‘고도프로페셔널노동제도’
(고프로)였다. 고프로는 연봉이 높은(1,075만 엔 이상)의 고도의 전문직
(금융상품의 개발․딜링업무,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연구개발 등)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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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노동시간이나 잔업, 휴일․심야의 할증임금 등의 법적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고프로의 기원은 정부와 재계의 숙원 과제였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이하 WE6))이다. 그러나 WE 도입 시도는, 이를 ‘잔업수당 제로 법안’으
로 간주하는 노동계에 의해 계속 거부당해 왔던 만큼, 이번에 하나로 묶
어 도입된 제도는 신중하고, 당분간은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도 한정되
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기업은 충격을 완화할 몇 가지 절차나 건강확
보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즉 고프로를 도입하는 기업은 ① 본인의 동의,
② ‘노사위원회’의 결의 ③ 연 104일 이상․4주 4일 이상의 휴일 확보, ④
회사에 있는 시간 등의 ‘건강관리 시간’ 파악, ⑤ 과로 시에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의무 부여 및 다음의 4가지(a. 근무시간 인터벌제도, b. 건강관
리 시간의 상한 설정, c. 2주간의 연속휴일, d. 임시건강진단) 중 하나의
선택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과 ④를 의무화시킨 것은 야
당․노동자 측의 의향이었다고 하지만, ③의 내용, 즉 연 104일의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쉰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전에는 “연수입 400만 엔 이상 노동자에게는 WE!”를 제안하기도 했던
정계와 재계로서는 이 제도는 운용하기 어렵고 당장 효과가 있을지 의심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고프로에 반대하고 WRA의 내용을
잔업시간의 법적 규제로 통일시키려 하는 야당 측의 요구를 단호하게 계
속 거절해 왔다. 논의 초반 렌고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잔업 규제가
무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조직 내외의
노동자그룹이 렌고 본부에 항의시위를 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
자 다시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다(이상 2017년 7월 12일 이후의 신문
보도 참조). 그러나 결국, 최종단계인 참의원에서는 렌고와 친분이 있는
야당 의원이 잔업 규제의 무산이 두려워 중요한 부대결의를 추가한 사실
을 성과라고 포장하면서 고프로의 도입을 승인하게 된다.
이 부대결의는 현재의 노동기준감독 행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용자
는 노동시간과 관련된 업무명령 지시, 일하는 방식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성과와 업무량의 요구, 납기․기한의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를 노동성
6) 역자 주 : WE는 White Collar Exemptions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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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명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고급 전문직에 한
정될지라도 할당량을 결정하는 경영자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표
현이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 경영권에 대해 더이상 정면으로 저
항할 수 없게 된 ‘노동자대표’인 렌고에게 앞으로의 노동정책심의회의 자
리에서 작업량 결정에 대한 경영권을 체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프로는 고급 화이트칼라를 선두로 널리 일본 노동자들을 노동시간의
규제 없이 일하게 하는 회사체제로 편입시키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수 있다. 고프로의 적용대상은 서서히 늘어갈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일
반노동자에 대한 “비즈니스맨처럼 규제 없이 힘껏 일하라”라는 경영자의
권유이며, 그 권유에 강제된 자발성을 가지고 자칫 응하게 되는 일본 노
동자들의 심성이다. 정계와 재계에게 고프로는 처음에는 다루기 불편해
보여도 일본 노동자들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제도처럼 보인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허구성
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잔업의 상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존의 초장시간노동을 극복하기에는
거의 무기력한 수준이며, 또한 고프로라는 독소가 함께 포함되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혁(WR)의 또 하나의 기둥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
선’에 있어서도 법 개정의 내용은 허망한 내용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로부터 “일본에서 정규․비정규라는 말을 없애고 싶다”라
는 공허한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당초 내걸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론도 사그라 들었다.
법 개정 시점에서 구체화 된 것은 2016년 12월의 단계에서 후생노동성
이 공표하고 노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
라인’이었다. 이하에서는 이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해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통근, 출장, 식사, 개근, 작업(환경), 심야․휴일 노동,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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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임 등에 대한 ‘수당’과 식당․휴게실․탈의실 이용권 및 경조 휴가,
병가 등의 ‘복리후생’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
한’ 사항이다. 여기에는 직업 경험과 능력, 실적 및 성과, 근속연수 등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 및 실적 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
는 ‘상여’가 명시되어 있다(후생성 2019년 9월 23일 인터넷정보 참조). 이
것은 EPEW론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대우를
수당 및 복리후생에 한정하는 한편, 임금 지급 방법의 통합, 기본급과 상
여금의 균등화를 배척한 것이다. 이에 따른 법 개정의 기본선은 이 가이
드라인을 답습하게 된다.
아베 내각이 EPEW 원칙을 포기 또는 공동화한 배경은 다름 아닌 경단
련 등 경제계가 “같은 시기의 같은 업무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불한다”라
는 원칙을 가진 구미형 EPEW의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
정규직은 비록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채용방침, 능력평가,
책임범위, 배치전환의 범위, 그리고 ‘장래에 맡게 될 업무, 역할, 기여도
발휘에 대한 기대’ 즉 ‘인재 활용 방법’이 분명히 다른, 따라서 임금과 처
우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여러 계층의 직원들, 나아가 직원 개개
인의 다양한 평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의 발전
을 보장해 온 이러한 일본적 노무관리의 논리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
다. 아베 내각은 결국 재계의 뜻에 거역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류
파 노조․렌고의 균등대우론은, 2003년 이후 부분적으로는 구미형의 직
무 분석을 통한 EPEW론을 도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직무능력의 차이,
성과․실적의 차이에 따른 격차는 인정하면서 휴일․휴가 취득의 자유,
전환배치 가능성, ‘고용관리 구분’의 차이에 의한 격차는 “완전히 불합리
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경영자와의 협
의와 상호이해를 중시하는 기업별 노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렌고는 아
베 신조에 의한 재계의 뜻을 반영한 구미형 EPEW 원칙의 포기에 저항하
지 않았다(노사의 EPEW 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직장의 인권』100호 :
2017년 9월에 수록된 필자의 강연 기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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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한 차별시정 청구재판에서
이러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사카 의과약과대학의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코야마 유카(가명)에 의해 제기된 처우차별
시정 청구소송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 및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
에서 전개된 논리를 소개한다.
이 대학에서 비서․사무․잡일 등 연구․교육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업
무에 임하고 있었던 코야마씨가 노동계약법 20조에 비추어 차별적 처우
의 시정을 청구한 이유는, 정규직 비서와 비교하여 임금 격차가 너무 큰
데다 상여금은 전혀 없으며, 연차의 가산, 연말 연초 휴가에 대한 임금보
장, 휴직에 따른 업무 외의 질병휴가 등 정규직이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휴가나 편의 제공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의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재판장․나이토 히로유키)은 너무
나도 혹독한 것이었다. 법원은 오사카 의과약과대학의 코야마씨에 대한
처우 일체에 대해 노동계약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손
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논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지방법원은 먼저 코야마씨의 노동조건과 비교할 만한 대상자를 동
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비서가 아니라 일반사무직의 정규직으로 결정했
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정규직은 비록 당시에 아르바이
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원래 무기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여
더 복잡하고 책임이 무거운 관리업무 등에 배치될 수 있는, 즉 다양한 직
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로 선발․채용되고 육
성되는 직원이며, 처음부터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모집․채용된 아르바
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다. 코야마씨의 경우 그 점에 있어 운전사나 간호
사처럼 직종 구분이 명료한 업무가 아니라 비서+사무실+잡일을 겸한 일
반 노동이었던 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파트․유기법’
에 포함된 노동계약법 20조의 노동조건 격차의 합리성․불합리성을 판단
하는 기준은 직무의 내용(업무내용,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배치변경 정
도, ‘기타 사항’의 ‘종합적인 감안’이다. 법원은 이 기준이 복수로 존재한다
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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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일본 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지위상 차이를 전제로, 지
방법원은 코야마씨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한 것일까? 피고 측의 주
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는 정규
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용부서에서의 “정형적이며 간편한 작
업이나 잡무수준에 종사하는 직원”이며, 할당량을 달성해야 하는 책임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 점은 나중에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고등법
원 판결도 답습한 부분이다. 고법의 판결은 코야마가 업무로서 ‘매일 파
악해야 하는’ 교수의 일정 확인, 주전자의 물 교체, 아침․저녁 2회 교수
에 대한 커피 제공, 메일센터의 우편물 집배업무,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처리와 의사 가운의 세탁 의뢰도, ‘매월 5일까지 해야 하는’
연구비 청구서의 확인, 구입리스트 작성․제출, 과비와 연구비 관련 서류
의 인감확인 등도, 모두 아무런 판단도 요하지 않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사무 작업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모두 판결에서는 또한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사
이에는 기대되는 ‘능력’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등용
제도도 있으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면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규직 비서는 같은 일을 하는 아르바
이트와 다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일본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치와 위와 같은 ‘노동 분석’ 하
에서 법원의 판결은 ‘직능급’인 정규직과 시급․직무급인 아르바이트 간
의 임금 격차와 코야마씨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을 유보 없이 용인했다.
2013년 채용된 정규직과 비교하여 코야마씨의 임금이 약 80%, 상여금을
포함한 연수입은 약 55%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
다고 판시했다. 그뿐 아니라 지방법원은, 노동의 질과는 무관한 각종 휴
가에 대한 임금보장과 편의제공의 청구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이나 능력개
발, 노동의 장기인센티브를 ‘기대’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인정하
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측이 항
소한 것은 당연했다.
무엇보다 2019년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재판장 에구치 토시)은
상기 (1)～(3)의 인식을 지방법원과 공유했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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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달리 상여금은 장기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의 요소도 포함
하지만 연령과 재직기간이 아니라 기본급에 연동하는 것이며, 상여금 산
정기간에 있어서의 노동 그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공로’에 대한 평가
는 다르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약 60%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불합리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 측의 인
재활용방법과 분리시켜, 상여금을 임금이 아니라 수당으로 이해하는 상
여론에 입각한 판결은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원의 처우개선에 크게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하계 특별 유급휴가, 업무 외 질병 휴가에 대
한 휴직규정에 따른 임금보장(및 그에 따른 후생보험의 자격상실 방지)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은 생활인의 필요에 대해 배려하고, 아르바이
트 에게도 임금과 취업기간에 따라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합
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인식이었지
만 대학 측은 상고했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민주법률』310호 :
2019년 8월에 수록된 졸고를 참조. 주요 자료는 오사카 지방법원과 오사
카 고등법원의 판결의 정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공유한 (1)～(3)의 인식은, 생각해 보면 정규직
과 비정규직을 ‘일본적 인재활용’과 ‘기대’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경제계의
논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고용형태를 넘어선 균등 대우,
EPEW의 전략의 앞길을 가로막는 조처이다. 이 영역에 대한 아베의 노동
개혁이 노동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수당의 균등화를 담은 가이드라인 그
리고 이에 입각한 법 개정에 그친 것도 이 보루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
문인 것이다.

4. 기업차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
아베 신조가 거창하게 내건 일하는 방식 개혁(WR)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어떤가? 장시간노동 규제는 상호 모순적인 고프로 제도를 수반한
데다 과중노동을 극복하기에 실효성 없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혁이 없었다는 점에서 허망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WRA 전후에 개별기업 차원에서 착수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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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조치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며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노동시간과
관계된 개선조치는 WRA 통과 직전이었던 2018년의 춘투에서의 요구․
노사합의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WRA 통과 후 아사히신문이 실시
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가. 노동시간․잔업시간에 대한 상한의 인하
노동시간과 잔업시간의 상한을 조정한 기업들의 사례가 확인된다. 아
지노모토에서는 연간 휴가를 2일 늘린 124일로 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했
다. 연간 소정 노동시간으로 보면 14시간 30분 단축한 것이다. 샤프는 연
간 잔업시간의 상한을 75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낮췄다. 2018년 말 쿠보
타도 같은 내용의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후지쯔는 연구개발직의 성수기
잔업시간의 상한을 기존의 3개월 3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단축했다.
KDDI에서는 선구적으로 2017년에 연간 잔업시간의 상한을 720시간에서
540시간으로 단축했다. 일본가이시에서는 잔업시간의 상한을 1개월 70시
간, 6개월 300시간으로 하는 노사협정을 체결했다. 아사히신문의 100개
기업조사에 따르면 WRA 통과 이후 기업의 30%가 새롭게 잔업 상한선
을 낮추어, 그 이전부터 상한을 낮춘 기업과 합하면 60%가 법의 허용 범
위 안에 들어간다.
나. 근무시간 인터벌제도(IWIS)의 도입
대표적으로 히타치제작소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업
무 종료와 업무 시작 사이에 EU 수준과 같은 11시간의 휴식을 확보하는
IWIS를 도입하였다. 일본우정그룹은 2018년에 최소 11시간의 IWIS를 도
입하였다. JTB에서 설정된 인터벌 시간은 10시간이다. 야마토운수는
2017년 4월, 택배운임 인상이나 배달시간 지정 등의 서비스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는 10시간의 IWIS 도입을
단행했다. 아사히신문 100개 기업조사에 따르면 33개의 기업이 어떤 형태
이든 IWIS를 도입하였다. 일과 일 사이의 인터벌 시간은 19개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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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시간 미만, 14개 기업이 11시간 이상이었다. 적어도 대기업 노사는
IWIS에 대해서는 WRA에서의 ‘노력 의무’를 매우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이상, 아사히신문 2018. 4. 23, 2019. 6. 29 참조).
노동력 부족이 계속되면서 과중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과 관련된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기업 차원에
서의 실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기업 노사 나름대로의 대응일 것이다.
재무적으로 다소 부담은 있으나 경영측은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협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여
유가 없고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법 적용 유예
기간이 있다고는 하나, 노동시간 단축이나 IWIS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크
게 뒤쳐질 것이다. 경영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극단적인 인력부족에 시달
리는 음식업계와 운송업계에서 몇몇 사례가 있을 뿐이다(아사히신문
2017. 6. 23).
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의 어려움
일하는 방식 개혁의 또 하나의 영역인 균등 대우를 위한 비정규직 노
동자의 처우개선의 경우, 대기업에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매우 부족
하다. 이유는 명료하다. 정규직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
규직을 구별하는 일본적 인재 활용의 논리에 대해 크게 대항하고 있기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균등화조차 노동계약법 20조에
의거한 차별시정 청구소송의 결과로 획득되었을 뿐이다. 하마쿄레크스,
나가사와운수, 우정서일본, 도쿄메트로커머스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
행 중이다. 판결을 통해 원고인 노동자들이 획득한 것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상여금(위의 오사카 의과약과대학)을 예외로 본다면, 정규직과 동등
한 수당(연말연시 근무수당, 주거수당, 공휴일수당, 조기 출근․잔업 수당
등)과, 휴가(여름․겨울휴가, 병가 등)였다. 재판은 여전히 일본식 인재활
용, 즉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별하는 보루를 파괴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
로 보여준다. 개정법의 시행 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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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아베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결국 일본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문턱에
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너무 신랄한 평가일지도 모르지만, 아베 신조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정책 내용은 경제계의 의향에 좌지우지되어 변질되
어 가고 있고, 혁신성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귀결을 낳았다고 볼 수 있
다. 우리는 그 과정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는 노동
자의 현실은 과로사․과로자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정규직의 과중노동
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증가다. 이를 타파하자는 것이 노동자 측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
의 논리에서 독립된 급진적 노동자 사상의 복원과 기업별 노조라는 존재
를 상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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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이 병 훈7)

1. 머리말
2016년 말과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촉발된
촛불시민혁명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탄핵 판결을 배경 삼아 치
러진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조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가 집권 9년 동안 친기업
적 국정기조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주력하였다면, 촛불정권임을 자
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친노동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문재인 정
부가 집권 초기에 추진한 친노동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는 공공부문 비정
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최저임금 16.4% 인상, 그리고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을 상징하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양대지침(「공정인
과「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의 폐기 등을 꼽을 수
사지침」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를 통해 열린 정책의 창에서 보수
정부와 상반되는 방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2년 반의 집권기간 동안에 ‘지그재
그’식의 정책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의 공약
은 속도조절론에 따라 포기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연
7)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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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
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추진되었고,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강화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 실현이 난망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 흐름이 변화되는 가
운데, 이 기간 내내 노사단체를 비롯해 보수-진보진영의 정치권과 언론
및 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 보수진영에서는 문
재인 정부의 초기부터 노동정책에 대해 반자본의 국가개입 프레임(김대
호, 2018)에 사로잡힌 ‘뻥축구’식 포퓰리즘 정책(송호근, 2017)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탈한국(脫韓國)’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신세돈, 2019)이라
신랄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노
동정책에 대해 한때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정책기조의 변화
를 역주행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8) 대표적으로,
진보적 노동경제학자인 김유선(2019a)의 경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
해 1차년도에 ‘A⁰’로 후한 점수를 주었으나 2차년도에서는 ‘C+’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적잖은 학술연구가 축적되어 왔으
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자들의 이념적 가치지향이나 주관적 판단기준에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그리 쉽지 않다(이병훈, 2011; 정광호, 2005; 김
종범, 2004; 김형렬, 1999). 더욱이 노사단체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와 보수
-진보진영 사이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표출되는 정책분야라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진영논리에 따라 그 기조 및 실행내용에 대해 다양
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9) 이러한 점을 고려
8) 노광표(2019)에 따르면, 노동정책분야의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좋
은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이행된 반면, 다른 국정과제는 일부 이행(성별․연령
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또는 미이행(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 없
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
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정책의 변동이 상황여건 변화
(예: 경기 및 고용지표의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 볼 수 있으며, 그와 달리
진보적 입장에서 초심을 잃은 무기력한 정책 후퇴로 비판하거나, 또는 보수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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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정책의 잘잘못을 검토하는 평
가연구들이 무수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
책이 낳은 공과(功過)를 따지는 논의를 덧보태기보다 집권 초에 공표한
정책들이 2년여의 집행과정에서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 정책변동에 주목
하여 그 배경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기에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밝힌 노동정책 의제들이 이행되지 못했거
나 변질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10)
이 같은 연구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동기 또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노동정책과 관련된 평가연구에서 정책변동에 대한 학술적 분
석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그 연구 공백을 채우기 위한 동기를 강조할
수 있다. 노동정책의 변동을 다룬 연구로는 참여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보호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한 한종희․권용수(2013)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내용을 검토한 정이환(2017)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왜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인과분석을 다루지 못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 정책변동
의 원인 규명을 위한 좀 더 진전된 사실관계 분석과 시론적 논의를 제시
코자 한다. 둘째,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집권 초기에 수립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국정과제가 노동계의 과잉기대와 경영계 및 보
수언론의 과도한 견제를 자초하여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정책의 기
조를 좌절케 만들어 결국 ‘좌측 깜빡이에 우회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병훈, 2011) 참여정부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유사
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계
없이 정책추진의 굴절과 변질을 피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밝히려는 연구
동기로서도 유의미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의제설정과 정책설계의 단계에
서 제시된 내용이 집행단계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

점에서 잘못된 정책의 불충분한 조정이라 문제 삼을 수 있다.
10) 민주노총(2019)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 동안에 노동정책분야에서 69개 공
약 중 7개만 이행하였으며, 35개 공약은 이행치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평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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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변화의 배경 원인을 찾아 논의코자 한다.11) 다음 절에서는 정책변
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제3절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
책이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정책의제로서 설정되어 2년 반의 집권
기간에 집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변
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에 대해 정책주도집단의 행태적 측면에 초점
을 맞추어 검토하는 논의를 서술하고, 결론의 제5절에서 이번 연구에서
도출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정책변동의 관련 연구 검토
정책추진의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집단이 개입하여 전략적 상호
작용을 벌이는 공공광장(public arena)(Hilgartner & Bosk, 1988) 또는 행
위광장(action arena)(Ostrom, 2007)으로 일컬어진다. 구체적으로 정책추
진에 있어서는 선출․임명직 공무원과 직업공무원 관료집단, 정당 정치
인, 대학․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집단, 이익단체와 시
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법원, 정책대상집단 및 공공․민간부문의 정책실
행기관 등 실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남궁근
2012). 수많은 행위주체들이 간여하는 정책추진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진
행과정과 애매모호한 결과를 수반하는 만큼 가설적인 상황(hypothetical
situation)(Landau, 1977)이 연출되는 블랙박스(blackbox)(Easton, 1957)
로 비유되거나, 실제의 실행과정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풀려가기보다
상황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에 따라 상이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서 ‘느슨한 게임(loosely-coupled game)’ (Bardach, 1977)으로 특징 지어
지기도 한다.12)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의 추진과정이 당초 입안된

11) 이 연구는 필자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형성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위원
회(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전문위원회, 경사노위 업
종위원회)와 정책자문기구(예: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비정규정책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기록하거나 수집한 자료 그리고 언론기사 및 노사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12) 바슷한 맥락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관료기구에 대해 이해관계의 경
합이 이뤄지는 제도적 공간(March & Olsen, 1984) 또는 의도치 않는 우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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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집행되지 않고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잖다는 의
미에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을 낳는 핵심요인으로 정책 경합(policy dispute)
(Sabatier, 2007), 즉 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주체
들이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표출하는 정치적 과정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경합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을 대립적인 이해관계, 상이
한 이념적 입장,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한 상반된 인식틀(cognitive frame)
을 중심으로 규명하는 이론적인 논증을 다양하게 제시해오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원론(pluralist theory)은 정책추진의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에 대해 상반된 이해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3)(Lowi, 1979) 옹호집단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
은 상이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기반하여 결속된 복수의 옹호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정책대결과 조율과정에 초점 맞추어 분석하고 있어 이
념적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Sabatier & Weible, 2007; 황성수․김
경대․오유미, 2015; 김순양, 2010). 또한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은 사회집단들 사이에 정책이슈와 정책대안에 대한 대립적인 인
식프레임이 형성되어 정책 추진과정에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담론정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Schön & Rein, 1994; 남궁근,
2012; 심준섭․김지수, 2011). 통상 노동정책의 경우 노사단체 간의 첨예
한 이해대립과 보수․진보 진영 간의 과열된 이념적․담론적 공방을 수
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노동관계와 관련된 제도적 개편을 둘
러싸고 노사 간의 노동정치(labor politics)뿐 아니라 보수․진보 진영의
정당․언론․전문가들이 주도하거나 동원되는 국가정치(state politics)와
담론정치(discourse politics)를 통해 뜨거운 공방의 정책대결이 전개되곤
한다(정이환, 2019; 이병훈․유범상, 2001). 아울러 정책추진의 불확실성
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정책의 사회적 수요와 실행과정에 영향을

과를 낳는 몰주체적 과정(Poulantzas, 1978)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13) 다원론의 대표 연구자로 알려진 Lindblum(1977)은 흥미롭게도 정책의 추진과정
에서 기업집단이 우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해 조정에 능동적
인 역할을 담당하긴 하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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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정치․경제․사회․기술 및 국제관계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
(Easton, 1957), 그리고 정책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초
래하는 중대사건(focusing event)의 발생(Kingdon, 1995) 등이 논의된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정책추진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네 단계로 구
분된다(Dunn, 1981; Sabatier, 2007). ① 의제 설정(agenda setting), ② 정
책 형성(policy formulation), ③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 ④ 정
책 평가(policy evaluation). 우선,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의제를 공공의제
(public agenda)와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공공의
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의제를 의미한다. 보통 공공의제는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정당이 특정 문제의 심각성을 이슈화하고 정책
적 해결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에 따라 설정된다. 정책의제의
경우에는 공공의제로 부각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또는 입
법 차원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정책추진의 공식 과제로 설정되는 의제
를 가리킨다. 정책의제는 주로 선거국면에서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를 얻
기 위한 선거공약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집권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되어 발표된다.14) 또한 집권기간에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가 여론 수렴과 전문가 논의의 공식적인 절차에 거쳐 새로운 정책의제를
설정하기도 한다. 정책 형성의 단계에서는 선정된 정책의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을 구체화하여 실행가능한 추
진계획을 수립한다. 정책 집행의 단계에서는 주무 부처 또는 기관이 필요
한 행정 조치를 실행하며, 법률 제정 및 집행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
우 국회에서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책 평가의 단계에서는 집행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정책의 지속 여

14)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 또는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난제로서 그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공공의제로 꼽을 수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의제에 대해 주요 정당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의제를 선거공약으로서 경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우
에도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과 더불어 공공부문 81만개 일
자리 창출을 비롯한 고용노동분야의 친노동적 정책의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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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수정보완을 결정하여 정책추진의 다음 사이클로 이행하거나 종
료케 된다.
앞서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을 살펴봤듯이, 모든 정책이 사전에 설정하
여 공표한 의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집행하여 기대된 결과를 성
취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정책의 내용이 추진과정에서 일정하게
바뀌는, 이른바 정책변동(policy change)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
같은 정책변동에 대한 정책학 연구분야의 유력한 분석틀로는 옹호연합모
형과 다중흐름이론을 꼽을 수 있다. 옹호연합모형에서는 안정적 환경여
건과 중요사건 발생이라는 외부 여건하에서 상이한 신념체계로 결집된
옹호연합집단들 사이에 정책경합이 벌어지며, 정책중개자(policy broker)
의 조율 역할로 타협적 의사결정에 도달하여 새로운 정책의 산출과 집행
이 이뤄진다는 분석틀에 따라 정책 변화의 동태적 전개과정을 논증하고
있다.(황성수 등, 2015; 김순양, 2010) 한편, 다중흐름이론(multiple streams
theory)에 따르면, 문제(problem)․정책(policy)․정치(politics)의 흐름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중대사건(focusing event)의 발생을 계기로
개방된 정책의 창(window of policy)에 합류하여 행위자 집단들 간의 복
잡한 정치적 상호작용이 벌어진다. 이 이론에서는 3개 흐름이 합류하는
정책변화의 역동적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
과적인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정책사업가들(policy entrepreneurs)이 등장
하여 그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정책패키지(policy package)가 형성되어 집
행되는 동태적 과정을 논증하고 있다.15)(Zahariadis, 2003; Kingdon, 1995;
김순양, 2010)
옹호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통한 신념체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
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어 특정 정부의 임기
동안에 발생하는 정책 변동을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다중흐름
이론은 정책사업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당면 이슈의 정책적 해결에 대
한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새로운 정책이 산출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15) 다중흐름이론은 쓰레기통(Garbage Can) 의사결정모형을 응용하여 정책 추진을
둘러싼 문제진단과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적 경합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전개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Zahariadi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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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추진 중인 정책이 후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그리 적합지
않다. 한편, Nordhaus(1975)는 정치인들이 선거 국면에서 인기영합의 정
책공약을 발표하였다가 당선 후에는 정책집행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조건
을 이유로 인기 없는 정책으로 변경한다는 ‘정치적 사업 사이클(political
business cycle)’ 명제를 밝히고 있다. 이 명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치
적 상품(선거공약)으로 내세워진 정책의제가 집행단계로 들어서 후퇴된
정책내용으로 변질되는 일이 선거의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통
렬하게 꼬집고 있어 이번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책 변동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행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과 달리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policy failure) 또는
정책 변질(policy slippage)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
증분석 결과를 검토해볼 만하다. 우선, 정책실패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치
못하였을 경우, 실행된 정책의 파급효과가 부정적인 경우,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정이 장애와 혼선으로 차질을 빚은 경우를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
다(안병철․이계만, 2009). 또한 정책 변질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그 정책의 집행내용이 후퇴하거나 축소․약화되는 것을 의
미한다(Preston & Hart, 1999; Freudenburg & Gramling, 1994). 다시 말
해, 정책 변동을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변경되는 것으로 이해
한다면, 정책 변질은 부정적 방향의 정책변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
로 Goggin(1986)은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사례들의 유형을 정리하여 아
예 실행되지 못한 부집행(non-implementation)16), 문서상 또는 형식적으
로 수행되는 탁상행정(paper implementation), 정책내용 일부가 수정된
적응적 집행(adjusted implementation), 그리고 반대 집단과의 협의와 타
협을 거친 조정된 집행(coordinated implementation)으로 세분하여 정책
변동 또는 정책 변질의 다양한 양상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표 2-1>에서는 정책실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책행위 주체들의 행태

16) 유사하게, Bachrach와 Baratz(1970)은 정책의 의제 채택과 입안 의결이 저지-차
단되어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는 부결정(non-decision-making)의 발생사례
를 논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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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책실패의 발생원인 범주화
정책 실패의 유발요인
- 정책주도집단의 리더십/전문성 결여, 도덕성 결함, 즉흥/비합리적 의사
결정태도, 정책추진 일관/신뢰성 결여, 내부입장 차이/불화, 집행주체
주체/행태 의 비협조/비효율,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부재
- 반대집단의 저항 & 부집행 압력, 대상집단의 불신/비협조, 부정적 국
민여론
자원/조건 - 시간/정보/인력/재정 및 기술의 필요자원 미확보 또는 부족

절차

- 정책실행조건의 몰이해, 잘못된 정책목표 설정, 집행계획 미비
- 정책대상집단과의 의사소통/수렴 미흡, 집행기관 간의 역할책임/상호
연계성/조정 불명료, 외부집단과의 정책조율/분쟁해결 절차 미비, 외부
위기 대응관리 취약, 여론관리 미숙

기타

- 우연적 중대사건/돌발상황 발생, 잘못된 정책관행, 실패요인들의 연쇄
상승효과

자료 : 김형렬(1999)과 김종범(2004)의 종합 정리.

적 문제, 추진조건이나 필요자원의 문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범주화하여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이 같은 유발요인들은 정책변질
또는 정책변동을 야기하는 배경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참조할
만하다.
요컨대,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제설정 단계를
거쳐 형성된 정책이 집행단계에서 왜 변동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
해서는 그 불확실성의 주요 배경원인(예: 옹호연합집단들 간의 경합과 외
부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연적인 중대사건의 발생)을 살펴봄과 더불어 정
책 집행의 실패 또는 변질을 초래하는 문제요인들(예: 정책행위 주체들의
행태, 실행 조건, 추진절차)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형성과 집행
가. 노동정책의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의제화되어 공식화되는 과정은 2017년 5월
에 치러진 조기 대선의 전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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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시기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약칭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약
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노동분야의 정책의제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2>
에
에서 보여주듯이, 민주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
서는 12대 약속의 하나로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17)을 내세우며
세 가지 정책공약 ① 일자리 창출, ②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③ 노
동존중사회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정책분야의 선거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정책공감 국민성장」산하의 노동분과와 민주당 차
원의 노동정책공약팀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며,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여러 후보의 정책공약을 수렴하여 종합한 것이기도 하다.18)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의제 설정에는 노동계와
의 활발한 정책연대를 통해 친노동적인 기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
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국노총은 주요 대선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교검증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공식적으
을
로 선정하였으며, 대선 직전에 민주당과의「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하였다. <표 2-2>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책연대협약에는 한국
노총이 요구하는 12대 정책의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아니라 공공․금융․
해운․체신 등의 회원노조단체들이 요구하는 12대 이행협약조항이 추가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과도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노조단체가 요구하는 정책현안들의 이행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공식적으
로 발표하였다.

17)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4대 국정비전의 하나인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
는 대한민국” 안에 노동정책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더
불어 성장의 국정비전은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의 핵심담론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주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단행되면서 집권 초반부터
보수-진보 진영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8) 특히, 문재인 후보의 노동분야 대선공약에는 ‘노동존중 특별시’의 정책슬로건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감정노동자 보호, 생활
임금 등과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주요 노동정책을 모방하거나 참
조해서 만든 정책의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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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대선시기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 예시
주요 내용

민주당 대선
공약(2017/4) :
4대 비전 &
12대 약속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1) 일자리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81
만개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나누기로 민
간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청년, 신중년, 여성차별 해소, 고용안전망 확대․강화)
(2)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OECD 평균수준 감축 & 공공
부문 전환 확대,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고용부
담금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간접고용 공
동사용자책임 부과, 최저임금 1만 원 및 생활임금제 확산
(3) 노동존중사회 실현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및 기본
계획 수립,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체불임금 제로시대,
알바존중법, ILO협약비준, 노조가입/단체협약적용율 확대,
미조직 노동자 권익대변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30만 택시
운전자 생존권 보장

민주당
- 한국노총
노동존중 정책
연대협약
(2017/5)

•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ILO협약 비준 포함)
• 부당한 행정지침 변경/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 및 외주화
금지
• 좋은 일자리 확대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실현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조기실현 등 적정임금 보장
• 산별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실현, 공공기관 단체
교섭 실질화
• 노동자 이익대표제도 개편 및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개편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경제민주화 및 정치민주화
•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 공공사회서
비스 인프라 투자확대
•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도입 및 안전한 일터 실현
•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의 교육 - 문화 실현
* 회원조합 정책요구 12대 과제 이행협약 추가 포함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
선캠프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권 100일 플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대선 승리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로 설치한 일
자리위원회에서 역시 100일(정책추진) 계획을 세워 6월 초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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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선캠프의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에
서 발표한 정책과제 중에서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의 해소’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와 같이 원론적인 내용의 2개를 제외하고 남
은 공약들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공표한 100일 계획에 실행가
능한 정책과제로 구체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문가
가 주축이 되어 작성한 대선캠프 일자리위원회의 정책의제들은 집권 후
고용노동분야의 정책목표를 주로 밝히는 내용이었다면, 대통령 직속 일
자리위원회의 경우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향후 집행을 감
안하여 정리한 정책과제들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3> 문재인 정부의 집권 100일 계획
대선캠프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
(5/9)
․
․
․
․
․
․
․
․
․
․
․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 원 조기달성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
성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
(6/1)
․ 일자리중심 행정/정책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 공공부문 : 공무원 1.2만 명 추가채
용, 공공부문 일자리충원로드맵 수
립, 경영평가편람 일자리 관련 지표
반영
․ 민간부문 :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신
산업 네거티브규제시스템 확대, 혁
신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산업혁
명위원회 설치, 청년-여성-중장년 맞
춤형 고용지원 확대
․ 지역특화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 노
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지역산
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산업/지역단
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 일자리 질 높이기
․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로드맵 마련
․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 달성 및
법정 근로시간 상한 5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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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로 인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원회(약칭 인수위)의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운용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5일간
의 활동을 거쳐 2017년 7월 중순에 5개 전략 영역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
표하였다. <표 2-4>에서 예시하듯이, 고용노동부 소관의 노동정책분야에
대해서는 6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중에서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의 9개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민
주노총(2019)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노
동정책분야의 국정과제들은 전반적으로 대선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
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정책분과에서 노동계
출신의 여당 의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노총 간부 2인이 파
견되어 노동계 입장을 적극 대변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제시되었던 친
노동적인 정책의제의 대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공공의제로 부각되어온 일자
리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조기대
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일자리창출과 취약노동자집단에의 소
득개선과 차별 해소 그리고 노동기본권 강화 등과 같은 친노동적 선거공
약을 제시하였고 집권 직후 그 대부분을 국정과제로 확정지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노동정책분야의 국정과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가 고용․임금 유연화에 주력해온 시장주도 또는 친기업적 정책기조와
크게 대비되는 내용의 정책의제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
다.19)

19)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이슈로 다루고 있으나, 그 정책해법에서 보수-진
보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여 상반된 기조를 보여주었다. 전자는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단하며 노
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반면, 후자의 경우 취약노동자 집단
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노동
기본권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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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정책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7)-국정
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일자리위원
회 설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ㆍ산업맞춤
형 일자리 창출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고용의
무제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및 구직촉진수당 신설/도입;
(중장년) 정년일자리 보장, 인생 3모작 지원; (여성)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확대,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취
업장려금 등 일자리연계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노
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ILO 핵심협약 비
준,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체불ㆍ부당해고 구제,
청년 일자리 기본권
(64)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
드맵(사용사유제한 제도도입 추진 등),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실현,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임금격
차 해소(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 산업안전보
건체계 혁신(특수고용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1,800시간
대 노동시간 단축, 휴식 있는 삶 보장, 육아ㆍ돌봄 지원
확대
+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 일자리 창출,
고용친화적 경영평가 도입, 노동이사제 등의 지배구조 개
선 포함

나. 노동정책의 집행과정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새 정부를 출범시킨 직후 문재인 대통
령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대로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였
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현황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행사로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
대’를 선언하여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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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20)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에 화답하듯
2017년 6월에 개최된 1차 일자리위원회에는 민주노총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동참하였다. 7월에는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부응하
여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참여정부부터 시작되어 박
근혜 정부까지 지속되어온 정책사업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21)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에서 확인되는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환대상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의 파견․용역근로자 그리고 민간위탁까지 확대하여
포괄하였으며, (2) 상시지속의 전환기준을 앞선 정부의 기준(10∼11개월
이상 계속, 과거 2년 동안 지속 근무,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근무 예
상)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3)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대
표 및 전문가와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0월에는 고용
을
노동부가『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하였는데, 그 전환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20.5만 명의 공공부
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관 간 및 지역 간 전환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큰 전환규모를 갖는 5개 전환직종(예: 청소․경비․시설관리․
조리․사무보조)을 대상으로 5단계 등급으로 구성된 표준직무급 임금체
계(안)의 설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에 파리
바게뜨 제빵사 5,378명에 대해 불법파견의 판정을 내려 그동안 민간부문
의 핵심적인 비정규직 문제로 제기되어온 탈법적인 외주화의 관행에 경
20)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 발표된 배경에는
2017년 당시 인천공항공사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11,159명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무려 88.4%(9,868명)에 달하여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문제를 집약적으
로 보여주는 공공기관 사업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21)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그 준비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노동계 대표와 실무협
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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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울리고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전향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1만 원 대선공약에 맞추어 결정된 2018년 최
저임금이 파격적으로 16.4%(시급 기준 7,350원)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결정 직후 높은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
만이 크게 표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하는 최
저임금T/F가 꾸려져 관련 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을 발표
중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하였다. 그 지원대책에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제공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가맹/대리점 보호 강
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8년에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
만의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를 대상으로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
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실적이 저
조하여 또다른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노동계와의 정책연대협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성과연봉제와 노동시장 개혁 관련 양대 지침(『공정인사
과『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였다. 2017년 11
지침』
월 노동행정의 적폐개혁을 위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2018년 7월까지의 9개월 동안 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
전․권력개입의 5개 분야 15대 과제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고용노
동행정분야의 개혁과제들을 권고하였다. 또한 12월 초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018년 1월에 개최되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현안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에 따라 기존의 노사정위원
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약칭 경사노위)로 재편하는 법안 개정이 2018
년 5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경사노위로의 재편에 있어 1999년 이후 사
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 대표가 그 협의 과정에 참석하였다는 점
과 취약노동자집단의 권익 대변을 위해 여성․비정규직․청년의 계층대
표가 참여토록 제도화되었다는 점 등이 전향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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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2018년 3월에는 보수정부에 의해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온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 교
부에 따라 합법화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 말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국회에
서 의결 처리되었다. 이 법 개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온 것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비롯해서 특례업종의 축소(기존의 26개 업종을 5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공휴일 법정화 그리고 휴일근무의 중복할증 축소
등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의 직장풍토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제도변화로 평가된다.22)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
시간 상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부터, 특례
업종 해제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그리고 50∼299인 규모의 중소
기업과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2022년 말까지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향후 과제로 명기하였다.
그런데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 들어 일자리 지표가 급락하
는 가운데, 고용상황의 악화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의해 초래된 것이
라 비판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목소리가 날로 비등해지고 정부여당 내
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정부여당은
2018년 초부터 가동되어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
편에 대한 정책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노총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정치권의 주도하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2018년 5월에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였
22)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
권의 공감대가 조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일 포함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온 행정해석을 폐
기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압박하였던 점이 주효하여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성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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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자리지표와 대통령 평가지표의 변동 추이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의 취업자DB &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자료.

다.23) 이에 더하여,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
음24)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고용참사’로 일컬어지는 7～8월(전년대비 5천
개와 3천개 증가)의 일자리 실적에 충격 받은 문재인 정부가 그 직후부터
경제 활성화에 주력함에 따라 노동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25)
2018년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같
은 달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상한제
가 추가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이유 삼아 그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추었다.
또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의 적용
23)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근로자 과반수 또
는 노조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최저임금법에 특례
조항(6조 2항)을 신설하였다. 참고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확대와
연계시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점을 비판
하기도 하였다.
24) 6월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17개의 광역단체 중 14개 지역을 석권하였으며,
보궐국회의원선거 12개 지역구에서 11개소에서 승리하였다.
25) 문재인 정부의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기조를 이끌었던 홍
장표 경제수석이 2018년 6월 말에,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같은 해 11월에 각
각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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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
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제의 기간연장을 시도하는 문재
인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불신과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2018
년 10월 말의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에 대한 찬성 의결을 성
사시키지 못해 결국 11월의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에 동참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로서 구성된 여
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사노위 산하의
를 설치하여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한 정책협
「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
는 70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의를 진행하였다.「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
2019년 2월 말에 탄력근로제의 적용기간 상한을 현행의 3개월에서 6개월
로 연장하며 임금보전과 노동자건강권 보호의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총파
업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성․비정규직․청년의 노동계층
대표 3인이 이 합의를 반대하여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치 않음으로써
의결 처리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26) 노동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인
해 파행을 거듭하던 경사노위는 정상화 논의를 위해 6인 대표자회의(경
사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를 열어 전체 위원의 사퇴와 교체를 통해 재구성키로 하
였으며, 2기 운영체계를 출범시킨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탄력근로제 개
선 합의를 의결 처리할 수 있었다.
2018년 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시
행령의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한 정부는 2019년 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에서는 전문
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구간을 결정하고, 그 인상구
간 안에서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2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에 따르면 경사노위의 안건은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의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주노총 대표와 여성․비정규직․청년 노동계층 대표 3인이 불참함으로써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에 대한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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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을 협의해 결정한다는 새로운 진행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계
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
되었으나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국면이 이어지면서 무산되었다. 그런데 기존 방식에 따
라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은 2.9%(시급 8,590원)의 인상에 그쳐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27)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 불이행에 대해 공개 사과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양노총 등의 노동계 대표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산
경제지표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과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
득분배율 등의 결정기준을 무시한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최저임
금위원의 사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지역․업종별 차등기준 적용 등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후속논의가 파행에 접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2019
년 6월에는 경찰과 검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인에
대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함에 따라 정부와 민주
노총간의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2019년 6월까지 전
환대상자의 90.1%인 18.5만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으며, 실제
15.7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어 전환 규모에 있어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환자의 대다수가 무기계약직(80%) 또는 자회사
방식(19%)으로 전환되었으며, 그들의 처우개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
은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민주노총 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
업이 전개되었으며 도로공사 등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회사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극심한 노사분쟁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처우개
선에 대한 전환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복지포인트와 명절 상여금
및 식비․출장비 지급을 위한 제한된 예산의 지원에 그친 채 정규직의 협
조 또는 기존 용역업체의 이윤․운영관리비 활용에 의존한다는 가이드라

27)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방식 개편 추진과 경영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책임론 제기 등의 이유로
전원 사퇴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선임한 공익위원들의 주도하에 2020년 최저임
금의 인상률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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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방침28)에 따라 예고된 노정갈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한 표준직무 임금체계모델은 공공부문 정규직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설정
된 임금수준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
였고,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3단계의 민간위탁 근로자 전환
역시 2019년으로 미뤄져 당초의 일정보다 지체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식의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편 화력발전소 운전업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고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러나 2019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급금지
와 원청책임 처벌의 적용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여 노동계와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설정한 ILO 협약 비준에 대해
노동계의 “선비준 후법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 비준과 법 개정의
동시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18년 7월에 경사노위 산하에「노사관계제
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경사노위 차원
도개선위원회」
의 협의과정에서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였
으나, 경영계가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위해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와 대
체근로 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
하여 별 진전을 이뤄낼 수 없었다.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18
년 11월에「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공익위
이 제시되었으며, 2019년 4월에는「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원 의견」
이 발표되었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입장」

2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무기계약직 등의 차별해소와 처우개
선을 위해 “과도한 국민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정규직의 협조와 연대를 통
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전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최대 월 23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배정되었다.

38

한-일 노동개혁 포럼

다. 노사관계 제도 개편에 대한 경사노위 차원의 합의 도출이 실패한 가
운데, 한-EU FTA의 부속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의 불
이행을 문제 삼아 EU측이 무역분쟁의 제재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5월에 연내 ILO 핵심협약 3개(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
호, 제98호) 비준과 관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공표하였다.29) 2019
년 9월 말-10월 초에 정부는 3개 ILO 핵심협약의 비준동의안과 3개 노동
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회부하였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은
의 공익위원 의견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실업자․해고자 및 소방공무원․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전임자 임
금지급 금지조항의 삭제 등과 더불어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
효기간의 연장(2년 → 3년)과 쟁의행위시 사업장 시설점거 금지를 포함하
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단체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야당이 ILO 협약 비준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의결 처리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노동정책의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집권 직후부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의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 과거 정부의 적폐정책 폐기 등과
같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밝힌 ‘친노동적인’ 정책과제들을 의욕적으
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 고용지표 및 경기상황이 연이어 악
화되는 상황, 특히 7∼8월의 충격적인 ‘고용참사’를 겪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현 정부는 2018년 중반 이후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주 52시간제의 시행유
예와 탄력근로 기간연장의 법 개정 추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소극적 대
응,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및 결정구조 개편 시도 등과 같이 집권초에 밝
힌 친노동 정책들로부터의 후퇴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표
29) 정부는 국내 형법체계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협약이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이유를 들어 ILO 핵심협약 제105호(강제노동의 철폐)의 비준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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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하여 예시하고 있다.
<표 2-5>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
2017/5

• 문재인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
대” 인천공항 선언

2017/7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16.4% 인상(시급 7,530원) 결정
•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 기획재경부, 성과연봉제 폐기의 경영평가 편람 의결

2017/9

• 고용노동부,『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
침』폐기 & 파리바게뜨 제빵사(5,378명)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
용 시정지시

2017/10

•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
획』발표

2017/11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2018/7 활동 종료)

2018/1

•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민주노총 포함),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및
현안협의체 구성 합의

2018/2

• 근로시간단축 법안 의결(주 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휴일근무 중복 할증 감축, 공휴일 법정화 등)

2018/3

•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2018/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 & 복리후생수당) 및 관련 취
업규칙 변경 허용 법개정

2018/7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10.9% 인상(시급 8,350원) 결정
•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300인 이상 기업 대상 시행시기/처벌 6개월
유예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 설치 & ILO협약 비준 관련 협의 개
시

2018/1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민주노총 불참)

2018/12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법개정 합의
•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
개시
• 주휴수당 포함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국회 의결(2019/4 : 정부 시
행령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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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의 계속
2019/1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공표 및 주휴수당 포함 산정
기준 의결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의결 무산

2019/2

•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 도
출

2019/3

• 경사노위, 노동계층대표 3인 불참으로 본위원회 개최 무산-파행

2019/5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ILO 협약비준 관련 합의 실패
• 고용노동부, 연내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 추진 발표

2019/6

• 경찰,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불법집회 구속영장 신청 &
노동계 반발

2019/7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2.9% 인상(시급 8,590원) 결정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감행(10월 학교비정규직 교섭
타결)
•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기구 운영 개
편 합의

2019/9

• ILO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10월초 관련
노동관계법 3개 개정법률안 의결)

2019/10

• 경사노위 2기 출범과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동에 대한 원인진단의 몇 가지 논점
2018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바뀐 것을 확인한
만큼, 이 절에서는 정책의제의 설정과 초기의 정책 집행을 회고적 관점에
서 살펴보면서 이 같은 정책변동을 초래한 주체적인 문제요인들이 무엇
이었는지를 시론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진보적 노동정책들이 후퇴한 것에 대해 노
동시장이나 국민여론과 같은 외부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해볼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 2월부터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10만 명 대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7-8월에는 3천∼5천 명 수준으로 급락
하였다. 고용지표의 악화로 인해 정부의 경제․민생정책에 대한 비판 여
론이 비등해지면서 집권 이후 70∼80%대를 유지하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018년 8월에 60%대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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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세가 이어졌다. [그림 2-2]에서 예시하듯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부정
책분야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2018년 중반을 전후하여 경제정책
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지르는 여론지형의 변화가 나
타났으며, 그 시기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여론이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와 일자리 실적의 저조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
에 직면하고, 2018년 7∼8월의 ‘고용참사’라는 중대사건의 충격을 경험하
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친노동’의 정책과제들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노
동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킨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2] 경제 및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자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7호.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동에 대해 단순히 고용지표의 악화
와 비판 여론의 확산과 같은 외부 상황의 탓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칫 피
상적인 원인진단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을 추진해온 정책주
도집단(policy elite group)30)이 어떠한 문제를 노정하며 이 같은 정책변
30) 여기서, 정책주도집단이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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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policy slippage)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흐름의 변화는 외부 여건에 의해 영향받기는 하
지만, 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의 주체적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정책 변
동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정책 집행을 이끌어온 주도집단이 그 변화의 원
인을 제공했다고 불 수 있다. 실제 고용지표의 악화를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그리고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의 확산 역
시 그 정책의 여론 대응, 즉 담론정치의 실패로 이해한다면 결국 노동정
책을 수행해온 현 정부의 주도집단에게 무슨 잘못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의 주체적 측면에 초점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문재
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의 국정과제 설정에서부터 1년여의 집
행에 이르기까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동을 초래한 주
체적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 집행의 두 단계로 구분
해서 제기되는 논점들을 살펴볼 필요 있다.
우선, 정책의제 설정과 관련된 논점으로 노동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대
결구도의 정치 지형이 상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적인 국정
과제 설정이 정책집행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정책 분야의 국정과제로서 ‘노동존중사회 실현’,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
한’, ‘연간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창
출’, ‘최저임금 1만 원 조기달성’ 등과 같이 ‘친노동’의 정책의제들을 제시
하였다. 이 같은 정책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핵심 주체로
동참하였던 노동계의 ‘친노동적’ 개혁 요구, 노동조합들과의 정책연대협
약 체결, 그리고 보수정권과의 차별화된 진보적 정책대안의 수렴 등에 부
응하여 대선국면에서 선거공약으로 설정된 것이다. 또한 조기대선을 통
해 인수위 없이 집권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에 대한
설계작업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출신 인사들의 참여
와 주도하에 노동정책 분야의 국정과제가 ‘친노동적’ 대선공약의 대부분
을 반영하여 확정되었던 것이기도 하다.31)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당․정(부)․청(와대)의 주요 인사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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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동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이해관계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노
사 간에, 그리고 보수 - 진보진영 간에 치열한 대립과 경합을 수반하기 마
련이다. 더욱이 노사 간의 불신과 대립이 뿌리 깊고 보수 - 진보의 진영논
리로 무장한 정치권 및 언론의 첨예한 대결구도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
라에서는 노동정책의 추진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자주 표출되곤 하였
다. 최근의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에 추진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에 대해 당시 정부여당 및 보수언론의 찬성 옹호연합집단과 야당․노동
계 및 진보 언론․시민단체의 반대 옹호연합집단 간에 뜨거운 대결구도
가 펼쳐졌으며, 국정농단사태로 결국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무
산되었던 일을 떠올려 볼 수 있다(이병훈, 2016). 이같이 노동정책을 둘러
싼 정치적 갈등이 상수의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
의 주요 노동정책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오랜 국정기조 그리고 보
수정부 9년 동안의 친기업적 노동개혁과 크게 대비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경쟁력과 시장주의를 우선시하는 보수진영의 야당과 언론
및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제적 지배력을 가진 재계 등이 거센 반발을 보일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초반에 설정된 ‘친노동’정책
의제가 노사간의 노동정치, 정치권의 국가정치, 그리고 보수 - 진보진영의
담론정치로 중첩된 다중적 정책경합이라는 엄중한 제약조건을 조성하였
던 만큼, 진보적 노동정책의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갈 수 있는 정책
주도집단의 집행역량(implementation competency)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
되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 직면하게 될 장애여건을 타개하며 소기의 목
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로서의 주
체적 집행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친노동’ 정책의제의 설정
이 오히려 과열된 정책대결을 초래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을 증
대시키고 끝내 실행될 수 없는 ‘거품(Bubble)’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에 의해 뒷받침되지
31) 물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선
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책의제의 거품을 해소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
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전 정부의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들 중에서 집권
초반의 정치적 상품으로 기획되었다가 임기 중에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적잖다는 사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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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정책의제는 실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언술에 지나지 않는 것
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친노동적’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변질 또는 후퇴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불리한 외부여건과 반대집단의 거센 공세에 대응하여 정책주도집단
의 주체적 집행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 정책
주도집단의 집행역량에 대해서는 그들이 설정된 정책의제를 어떠한 장애
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행코자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책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
는지, 즉 전자의 정책철학과 후자의 실행능력을 기준 삼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책주도집단의 정책철학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노동정책이 집행단계에 후퇴한 것에 대해 논의하자면, 정책철학
의 부재와 약화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볼 수 있다. 정책철학의
부재는 ‘정치적 사업사이클’ 모형(Nordhaous, 1975)이 지적하듯이 정책주
도집단이 진보적 정책의제를 득표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상품으로
내세웠을 뿐 현실 제약을 핑계 삼아 그 정책과제의 실행을 포기하거나 후
퇴하였다는 의미에서 애당초 ‘친노동’ 국정과제의 정책집행에 대한 진정
한 목표의식이나 추진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이다. 정책철학 약화의 시나리오는 정책의제의 설정단계에서 정책주도
집단이 정책 추진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집행과정에 들어 그 실행
의지가 감퇴하여 정책변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추론한다. 정책 철학의 약
화는 다양한 상황조건을 결부시켜 설명해볼 수 있다. (1) 정책 집행의 과
정에서 정책주도집단의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자연히 국정과제의 추진
목표와 구현 가치 등이 승계 또는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32), (2) 예
기치 않게 정책대상집단로부터 강한 반발이나 비협조행동이 표출되는 경
32) 남궁근(2012)에 따르면, 정책 형성의 단계에서 집행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
상 정책주도집단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대
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입안하는 단계에는 민주당 정치인과 전문가 및 노동계 인
사 등이 주되게 참여했다면, 집권 이후에는 관료 출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주로
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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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문재인 정
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집권 첫해에 공공부문 비정
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그리고 노동행정 적폐 개혁 또는 폐기 등
과 같이 의욕적으로 친노동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철학의 부
재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신, 여러 상황조건들(예: 비정규직 전
환 노동자들의 추가 요구 표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민주노
총 및 노동계층대표의 협조 거부 등)의 발생으로 인해 진보적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주도집단의 목표의식이나 실행의지가 마모되어 약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제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주도집단이 효과
적으로 대응치 못해 정책철학의 약화에 영향 주었던 상황조건들의 제약
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책주도집단의 미흡한 실행능력과 연관지
어 논의할 필요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주도집단의
실행능력과 관련하여 그 정책 흐름의 변질을 초래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현 정부가 집권 초반에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맞추
어 추진한 친노동 정책들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
진하여 오히려 정책 흐름의 변화에 빌미를 자초하였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 있다.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기조를 가시화하였던 정
책집행의 대표 사례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2018년 최
저임금의 16.4% 인상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조치는 실행조건
이나 파급문제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치 못함으로써 정
책대상집단의 반발과 반대집단의 담론공세 등을 초래하여 현 정부의 노
동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설익은’ 정책이라 지적될 만하
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정책대상자들의 기
대를 한껏 높여준 가운데 비정규직 전환의 추진에 수반되는 실행조건과
파생문제(예: 처우개선의 필요재원, 임금직급 격차해소 방안, 전환자들의
노조결성과 노사갈등 관리 등)를 사전에 대비치 못함으로써 그 진행과정
에서 전환대상자들의 불만 확산, 정규직-전환자 간의 노노갈등 표출, 자
회사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과 분쟁 등과 같은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며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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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정부는 집권 첫해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을 결정할 때 당시
경기동향33)을 점검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소
상공인의 거센 반발을 제대로 대응치 못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결정 직후「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
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지원대책에는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
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조
된 미봉책의 발표로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34) 집권 초반에 최저임금
의 높은 인상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충
실한 정책적 결정이라 볼 수 있겠으나, 경기하강국면에의 진입이라는 부
정적인 실행여건과 그 정책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로서 소상공
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책 없이 강행하
였다는 점에서 정책주도집단은 치밀한 집행전략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35) 더욱이, 집권 1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이
매우 저조한 일자리 실적과 계속된 경기침체와 연계시켜 경제․고용 위
기를 촉발한 주범으로 문제 삼는 파상적인 담론공세36)에 직면하여 악화
일로의 여론지형에 변변히 대응치 못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론화하
며 친노동 정책기조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33) 2019년 후반에 되어서야 기획재정부는 경기 정점에 도달한 것이 2017년 2-3분기
이었고, 그 이후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
하였다.
34)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카드수수료 인하는 2018년 11월에 되어서야 신용카드
의 경우 0.22∼0.65%p, 체크카드에 대해 0.15∼0.46%p 인하하겠다는 정책방안이
공표되어 2019년에 시행되었다.
35)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64번의 ‘차
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세부과제(64-4)인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생활임금
제 확산’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세부 과제의 목표와 주요 내용 그리고 연차별 추
진계획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해당 과제의 실행여건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 등을 제시하지 않아 허술한 정책기획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36) 김유선(2019b)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저임금 관련 보도건
수의 추이에 있어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신문과 보수신문(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며 진보언론(경향․한겨
례)을 크게 압도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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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아 추진된 정책 집행은 불리한 외
부여건(경기침체)과 부정적 파급효과(예: 소상공인의 반발) 그리고 반대
집단의 집요한 담론공세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경제 살리기’로의
국정기조 변화를 자초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
진되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특히 최저임금 1만 원 국
정과제의 정책 집행은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와 파생문제의 미온적 대응
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였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과 연이은 총파업에서 보여지듯이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추진에
있어 ‘엇박자’의 노정관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에 대해 국정개혁의 추진동력과 연
결시켜 논의해볼 수 있다.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하에서 새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크게 약화하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개혁정책의 집행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개혁동력의 한시성에
대한 논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논점에 따르자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
노동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
로화를 다소 성급하더라도 집권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 선택
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
규직 전환의 노동정책이 상당한 실행조건을 전제하거나 파급효과로써 정
책대상 집단과 반대집단의 과열된 반응을 수반하는 등 복합적인 장애여
건을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5년 임기 동안의 지속 추진을 전제하는 중장
기적 안목에서 보다 튼실한 정책기획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반면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에는 ILO 회원국 대다수37)가 비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노동기준의 때늦은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
우며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던 집권 초기에 추진하였다면 그 실행가능성
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정책 추진의 타이밍(timing)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ILO 협약 비준에 대해 2018년 중반 이후 경사노
37) 참고로, 2018년 현재 ILO의 187개 회원국에서 핵심협약의 비준 현황은 살펴보면
87호 155개국, 98호 165개국, 29호 178개국, 105호 175개국에 달하고 있다.

48

한-일 노동개혁 포럼

위 차원의 정책협의를 거치도록 결정함으로써 당시 친노동 정책기조의
후퇴와 더불어 재계의 강화된 반대입장에 막혀 결과적으로 그 비준의 타
이밍을 놓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대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한 경사노
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는 과거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
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국회의 입법처리에 있어
야당과의 정책대립을 피하려는 정부여당의 요청에 따라 경사노위가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총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으
나 그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계층대표의 반발로 본회의 의결이 연이
어 무산되는 파행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취약노동계층의 권익대변을 강
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따라 개편된 경사노위를 과거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현안의 단기적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정부여당의 행
태에서 “헌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 것처럼 친노동의 진보적인 정책기
조와 부합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정책집행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이는 노
동 존중 사회를 노동 주체의 확대된 참여와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이루려
하기보다 일자리 제공과 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을 통
해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왜곡된 정책 시각 또는 철학 빈곤에서 비롯되
었다는 지적(강진구, 2019; 노광표, 2019)과 연관지어 검토할 만한 문제로
보인다. 더불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주도집단의 주요 인사들이 현 정부
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 시절에 노동정책에 있어 ‘좌측 깜빡이
에 우회전 하였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시행착오
의 정책 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되
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요컨대, 현 정부의 정책주도집단은 친
노동 정책의 집행에 있어 사전 준비의 불철저, 전략적 대응의 미숙, 기존
추진방식의 답습 및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결여 등과 같이 실행능력의 여
러 한계를 드러내며 스스로 정책 변질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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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촛불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
부는 집권 후 1년여 동안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 입법 등과 같이 보수 정부와 크게 대비되는 친
노동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고용지표 및 경기동향의 악
화와 비판적 여론의 확산 및 반대집단의 거센 반대 등에 직면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중반부터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진보적인 노동정책 기
조에서 후퇴하여 결국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변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글에서는 정책의제 설정과 집행의 단계로 나누어 정책 주도 집단
의 주체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
를 통해 도출되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
키로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대선과 국정 기획의 단계를 거쳐 설정한 ‘노동존
중사회’ 등 노동정책 분야의 국정과제는 경제발전과 기업경쟁력을 강조
해온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차별화되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
었다. 그런 만큼, 이른바 ‘문재인표’ 노동정책은 여느 정책의 형성과 집행
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정책 경합을 넘어 노사간의 이해대립과 보수․진
보진영의 이념대결이 합류하여 노동정치․국가정치․담론정치에서의 다
중적 정책대결구도를 조성하며 과열된 정책갈등을 표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같은 노동정책 추진과정(그리고 보수정부가 추진한 친기
업적 노동시장 개혁의 좌절 사례)을 돌아보면, 정권교체를 계기로 열린
정책의 창에서 새 정부가 기존의 정책기조로부터 경로변경을 시도하려는
경우 정책의제를 설정하였다고 해서 그 정책과제가 순탄하게 집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정책 추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진영 대립
을 극복하고 그 정책변화에 대한 국민적 수용을 이끌어 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난한 것인지를 확인케 된다. 기존의 정책학 연구에서 새로운
정책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논증이 주
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에서 시론적으로 접근하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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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결정한 정책과제가 다양한 정치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변질
되거나 후퇴하는 정책 변동의 발생원인들을 규명하려는 경험적 분석과
이론화의 노력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동 사례분석을 통해 첨예한 이해․이념 대
립을 동반하는 노동정책의 추진에 있어 후퇴와 변질을 막고 성공적인 집
행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외부 여건의 제약과 찬반의 치열한 정책경합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주도집단의 집행역량, 즉 확고한 정책철학과 ‘준비된’
실행능력이 담보되어야 함을 확인케 된다. 선거국면에서 득표전략에 따
라 정치적 상품으로 제시된 ‘거품의’ 국정과제가 아니라 한다면, 그 국정
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정책주도집단이 정책집행의 추동력으로 소기의
정책성과를 성취하겠다는 선명한 목적의식, 추진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
이 진척시켜가려는 집행의지, 그리고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같이 개혁
적 정책가치에 부합되는 새로운 집행방식(예: 노동참여 보장)으로 구성되
는 정책철학의 집단적 공유와 내면화가 요망된다. 또한 뜨거운 정책대결
과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노동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장애여
건으로 인해 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던 만큼, 그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실행여건과 파급효과의
면밀한 파악에 입각한 치밀한 실행계획, 예상 문제과 장애여건에 대한 충
실한 사전 대책, 그리고 집행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실행 전략(실행 방
법․과제 배치․정책정치 및 여론 관리 등에 대한)을 강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 정책 주도 집단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정책기획이 적절-타당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집행의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강구치 못하면 제대로 성취
할 수 없다”(이병훈, 2011)는 점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동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해 얻는 교훈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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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의 국회 심의를 돌아보며 :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라는 말에 숨겨진 쟁점
우에니시 미츠코(上西 充子)38)

1. 서 론
본고에서는 2018년 6월 29일에 가결․통과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아베 정권이 국민에게 얼마
나 불성실한 형태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한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모두 맡기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억압하는 담론
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독이 든 떡’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2018년 1월에 시작되는 제196회 정기국회, 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
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법안 요강의 단계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는 노동기준법 개정이다. 이는 규제 강화 방
안과 규제 완화 방안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었다. 규제 강화 방안은 (1)
벌칙이 수반 되는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 (2)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50%의 할증임금의 적용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3)
38) 호세이대학(法政大学)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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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중 5일분에 대한 기간 지정이었다. 규제 완화 조치는 (1)
재량노동제의 법인영업직 등에 대한 적용 확대와 (2) 높은 연봉의 고급전
문직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창
설이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균등․균형 처우에 관한 법 개정이
다. 세 번째는 근무 간 인터벌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 것이며,
네 번째는 다양한 근무형태의 보급 등을 위한 고용대책법의 개정이다.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법안으로 묶었을까? 그 이
유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규제 완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량노동제의 확대와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이
다. 이는 2013년 6월 14일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및 2014
년 6월 24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 포함되어,
2015년에는 노동기준법 개정 법안으로 제출되기는 했으나 국회 심의까지
는 이르지 못하고 계속심의 안건으로 남겨져 있었다. 따라서 시간외 노동
의 상한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강화방안과 하나의 세트로 묶는 형태를 만들
어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규제완화방안 중 재량노동제의 확대는 국회 심
의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켜 2018년 2월 28일에 총리 판단에 의해 법안에
서 삭제되고 고도프로페셔널제도만이 법제화되었다39). 그러나 경제계는,
대상 범위가 더 넓은 재량노동제의 확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
간 다시 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규제강화방안과 규제완화방안의 세트였
지만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음을 은폐한 채 법을 개정하려 한 점에 주목
해야 한다. ‘독이 든 떡’의 ‘독’은 규제강화방안이라는 두꺼운 ‘떡의 피’ 속
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국회 심의에서도 최대한 언급을 피했던 부분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마치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려 하
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시간 노동의 조장으로 이어질 노동시간에 대
한 규제완화를 시도하려는 사실을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
39)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싼 움직임은 아사히신문사 기자인 사와지 다
케히코, 치바 다쿠로, 니에카와 슌(澤路毅彦․千葉卓朗․贄川俊)의 공저『다큐멘
트「일하는 방식 개혁」』(슌보사 2018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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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베 총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내걸었는가?
법안 요강의 확정(2017년 9월 15일 노동정책심의회에 보내는 자문에
대한 답신)에 이르는 과정은 실로 주도면밀했다. 2016년 8월 3일, 아베 총
리는 참의원 선거 후 개각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대의 도전 과제는 ‘일하는 방식 개혁’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시정할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이 나라
에서 없앨 것입니다.”

이 말에서 재량노동제의 확대와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도입이라는 규제
완화를 일하는 방식 개혁과정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는 없다. 아
베 총리는 2013년 2월 28일 제183회 정기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쉬운 국가’를 지향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아베 총
리가 ‘장시간노동의 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건 것은 기업친화적
인 입장을 수정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선을 돌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2일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추진실 개소식을 맞아
발표한 아베 총리의 훈시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진다. “실태를 바꾸는
것보다도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없애겠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자
랑으로 여기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덴츠의 신입사원이었던 다카하시 마쯔리씨의 과로자살 산재인정에 대
한 기자회견이 열린 2016년 10월 7일 이후,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
게 부각되고 법인 덴츠가 입건되어, 사장이 퇴임을 결정한 후에 아베 총
리는 마쯔리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 반년에 걸쳐 열린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
에서는 재량노동제 확대와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지 않
았음에도, 2017년 3월 27일에 수립된 실행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시킨 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문구를 ‘의욕과 능력
있는 노동자의 자기실현에 대한 지원’ 항목에 끼워 넣었다. 이 실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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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경제계로부터 여러 인사가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실
현회의에 참여한 노동자대표는 렌고 회장 뿐이었지만, 실행계획 발표 시
에는 노사의 대표가 재량노동제의 확대와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에
동의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17년 4월 노동정책심의회에서는 실행계획에서 정리된 시간외노
동에 대한 상한규제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
의했다. 하지만 재량노동제의 확대와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에 대해
서는 논의하지 않고 2017년 9월 8일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법안 요강의 자
문 단계에서 비로소 계속심의 안건이었던 2015년 법안과 통합한다는 형
태로 ‘독’이 혼입되었다.
즉 아베 정권은 ‘일하는 방식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하면
서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노동자대표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에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틈을 주지 않은 채 합의가 형
성되는 프로세스에 편입시킨 것이다.

4. 데이터를 조작해서 추진된 재량노동제의 확대
그렇게 규제완화책을 끼워 넣은 법안 요강을 가지고 임했던 2018년 1
월 제196회 정기국회, 1월 29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다. 노동법을 암반과 같은 규제로 간주
하고 드릴로 구멍을 내려 하는 노동법제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바꾸어
달라는 입헌민주당의 나가즈마 아키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답변
한 것이다.
“암반과 같은 규제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총리가 선두에 서
지 않으면 구멍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
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 길이는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도 있다
는 것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답변의 전반부는 숨기고 있었던 ‘독’을 무심코 수면 위로 드러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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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유연한 노동
형태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고부가가치를 낳는 일하는 방식으로 이어지
는 것이라 발언하고, 나가즈마 의원으로부터 야유 섞인 질의를 받고 흥분
하며 반론한 장면이다. 노동기준법을 규제를 완화해야 할 ‘암반규제’로 간
주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것, 이는 아베 정권의 드러내지 말
아야 했던 속내였던 것이다.40)
한편 후반부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아베 총리는 준비된 답변서를 보면
서 그대로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부자연스러웠다. 재량노동제
쪽이 일반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조사 결과는 과연 존재하는 것
인가? 이 답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월 31일 참의원 예
산위원회에서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대신이 조사의 명칭을 언급했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실제 노동시간이 9시간 37분인 반면 기획업무형 재
량노동제 하의 노동자는 9시간 16분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도 언
급했다. 2013년도 노동시간 등 종합실태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검
색을 해보니 공표된 책자로 있었다. 그러나 책자의 내용을 확인했더니,
원래 양자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
다. 일반 노동자의 9시간 37분이라는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공표된
책자로부터 그 수치를 산출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책자에 공표되
어 있는 주당 데이터와 분명히 모순된 것이었다.
이렇듯 이상한 점을 필자가 고찰해 웹(web) 기사로 발표하고 나가즈마
아키라 의원에게 연락했다. 나가즈마 아키라 의원이 후생노동성의 직원
에게 질문함으로써 문제가 표면화되어 국회에서 야당이 추궁을 이어간
결과 아베 총리가 답변을 철회했다. 조사표의 공시와 조사의 개별지표 데
이터의 공시를 야당이 요구하는 가운데, 이는 도저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
40) 이 장면을 포함하여 필자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다루는 불성실한 국회
심의의 실제 영상을 사용하고 해설을 추가해서 거리에서 상영하는 ‘국회 public
viewing’라는 활동을 2018년 6월부터 진행해왔다. 55분으로 정리한 프로그램「제1
화 일하는 방식 개혁 - 고프로 위험편」은 YouTube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71hlwBEVo&t=1606s)(문자 텍스트 기재 :
https://note.mu/mu0283/n/n55adb2faad08?magazine_key=m792d49859a65).
(영어자막 : https://note.mu/mu0283/n/nb65183cedb5d?magazine_key=
m792d49859a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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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량노동제의 확대
를 심의하고 있었던 노동정책심의회까지 검토를 되돌리라는 야당의 요구
에 정부가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재량노동제 확대방안은 법안에서 삭
제되었다.
공시된 조사표를 보면, 일반노동자의 9시간 37분이라는 수치는 평균적
인 근무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달에 가장 오래 근
무한 특정일 하루의 법정시간외 노동의 평균치에 8시간을 추가해서 산출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량노동제 하의 노동자 쪽이 가장 오래 일한
특정한 하루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명백히 비교하지 말아야 할 수치를 비
교했던 것이다.41)
그런 무리한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후생노동성은 관할기관인 조사연
구 기관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에게 재량노동제에 관한 조사를
위탁하고 2014년 JILPT는 조사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42) 그 조사에서
는 동일한 질문형식으로 일반노동자와 재량노동제 하의 노동자의 1개월
의 실제 노동시간을 물었다. 정부가 이 결과를 언급하지 않고 명백히 문
제가 있는 비교를 한 데이터를 언급한 것은 JILPT의 데이터는 재량노동
제 하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재량노동
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불편한 조사 결과는 버리고 편리한 데이터를 조작해서 국회 답변에서 사
용한 것이다.
경위를 살펴보면 2014년의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재량노동제의 확대에
대해 논의되고 있을 때 JILPT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후생노동성
은 심의회에 이 재량노동제의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자기들에게 불
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심의회에 제공하지 않은 채, 아베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사․정 삼자구성의 논의를 사무국 격인 후생노동성

41) 자세한 내용은 우에니시 미츠코(上西充子),「재량노동제에 대해 되묻다」,『세카
이』, 2018년 5월호.
42)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재량노동제 등의 노동시간제도에 관한 조사결과 노동
자조사결과』, JILPT 조사시리즈 No.125,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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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2018년 1월 29일 답변
에서 언급한 비교 데이터는 2015년 3월 26일 후생노동성이 당시 야당 제1
당인 민주당의 후생노동부문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고, 국회에서는
2015년 7월 31일에 당시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이 답변에서
최초로 언급했다. 즉 2015년에 재량노동제의 확대와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던 초기부터 조작된 데이터는 야당
을 당혹케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아베 정권은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의 직원이 부적절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데이터를 준비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설
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규제 완화의 하나인 재량노동제의 확대가 법안에
서 삭제된 후, 2018년 4월 27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가 시작된다. 그때 남은 규제완화방안인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로서 노동자의 수요(needs)에 부응하기 위
해 도입한다는 명분이 생겨났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수
요(needs)는 점점 다양화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대우를 개선
하는 등,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
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카토 대신은 법안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등’이라는 단어의 뒤에 숨겨진 고도프로페셔널제도는 노동기준
법의 노동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를 일
하게 함에 있어 하루 8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것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할증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용자
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데다,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위험을 수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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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식이 마치 노동자의 니즈에 따른 것이며,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 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은 그러한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노
동자가 정말 있는지 근거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노동자의 수요를 조사했
다고 답변했으나 근거 제시에는 소극적이었으며 계속 추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청취 조사의 결과는 불과 12명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각각
몇 줄씩 공개한 것이 전부였다. 그 모든 청취 조사는 2015년에 법안 요강
을 정한 이후에 진행되었고, 12명 중 9명에 대한 청취 조사는 이 건에 관
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2018년 2월 1일에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청취 조사를 할 때 고도프로페셔널제도가 노동시간 규제 적용
에서 제외됨을 설명했는가?”라는 질문에도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처
럼 고도프로페셔널제도가 노동자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법사실(법
제정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 무너졌음에도 정부는 다수의 힘
으로 2018년 6월 29일에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고도프로페셔널제도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론
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재량노동제 확대에 대해서는 총리의 답변 철
회라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고 데이터의 모순이라는 명확한 사실로
인해 적극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를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지만,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보도되지
않았다. 또한 애당초 그런 내용의 규제완화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법 개
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조차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야당이 고도프로페
셔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정부는 논점을 다른 쪽으로 돌려 그것과
는 관계없는 시간외노동에 대한 상한 규제를 언급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불편한 내용은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등과 같은 노동단체 및 노동전
문 변호사, 과로사가족회의 관계자들은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을 강
력히 반대했다. 가족회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 심의를 방청하고, 총리관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2017년 2월 21일 다카하시 마쯔리의 어머니
와 관저에서 만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 아베 총리는 고도프로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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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족회 관계자들과는 완강한 태도로 만
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과로사가족회 관계자가 15명 이상 방청
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회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노기 미치요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43) 중의원 표결이 임박한 2018년
5월 23일의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의 일이다.
“과로사, 과로자살의 비극을 두 번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의 관계
자분들을 포함하여, 과로사를 없애고자 하는 분들의 강한 의지를 받들어,
벌칙이 수반되는 노동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
혁 관련 법안의 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만을 보면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삭제를
요구하는 가족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세트로 묶은 규제강화방안인 시
간외노동에 대한 상한규제에 관해 답변하며 의도적으로 논점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등’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마치 가족회의 요망에 부응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가
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하게 불성실하고 문제와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답변이 일
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 심의에서 반복되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장시
간 노동의 조장으로 이어져 과로사의 위험을 높인다는 불편한 사실을 직
시하지 않았다.
43) 이 질의와 답변 장면은 국회 public viewing 프로그램「제2화 일하는 방식 개혁
- 밥 논법편」에 수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ZnUYtbfPs&t=700s)(문자텍스트 기재: https:
//note.mu/mu0283/m/m792d49859a65). 또한 ‘밥 논법’은 “아침밥은 먹었어요?”
라는 질문에 “밥은 안 먹었어요(빵은 먹었는데 이건 말하지 말아 야지)”라고 대
답하듯이 불성실하게 논점을 바꿔 버리는 수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
토 가쓰노부 후생노동대신의 불성실한 답변의 특징을 필자가 아침밥을 둘러싼
대화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에 블로거인 카미야 고세츠(紙屋高雪)가 ‘밥
논법’로 명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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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도프로페셔널제도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선
택지인가”라는 논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아베 총리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사위원회의 의결과 동시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본 제도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
변했다(2018년 6월 2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그러나 이는 사실일까?
고도프로페셔널제도는 당분간 금융상품 개발 업무, 금융상품 딜링업무,
애널리스트 업무, 컨설팅 업무, 연구개발 업무의 5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
며, 연간 수입 1,075만 엔 이상이라는 요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이 근
무하는 회사가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도입하고자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
한 경우, 노사위원회가 거부하기도 어렵고 노사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한
후에는 본인만 싫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한 회사에 도입되면 경쟁사에서도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야당의 반발로 당분간은 구체적인 시간 지정을
수반하는 업무는 성령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널리 도입되는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운용하기 까다로운 요건이 완화되면 개인의 의
향에 따라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일하는 방
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 어디까지나 선택지의 하나로 마련한 것
뿐이라는 논리로 도입된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선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움직임이 확대된다면, 그리고 차후에 재량노동제의 확대가 새로
운 법 개정에 의해 실현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일해도 초과근무 수당은
나오지 않는 일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고, 시간외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가 있고 할증임금의 지불도 필요한 ‘일반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이 오히려
육아나 부모 돌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예외’적인 일
하는 방식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즉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는 마치 대안을 제공하
는 정도로 비춰지지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노동기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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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호를 받는 일하는 방식을 서서히 침식해가는 과정을 추진해 나가
기 위한 표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모두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연근무제나 모바일 근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
의 존재는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때,
동시에 기존의 규제에 구멍을 내어 노동자의 권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압하는 ‘저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노동자
를 위한 개혁이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서서히 무너
뜨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은 약하
다.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말은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라는 맥락에서 널리 이해되고, 그 명분과 다른 인식을 갖기는 어렵
다. 교묘한 논리를 구사하는 아베 정권의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
아가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노동조합의 추정 조직률이 17%이며, 많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사협
조적인 상황 속에서, 필자는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면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는 인식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상황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
가 그동안 해 왔던 두 개의 활동이 있다.
하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이름으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
하기 쉽게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트위터나 웹(web) 기사를 통한 발
신 외에도 2018년 6월 15일부터 국회 심의과정 장면을 해설을 붙인 형태
로 거리에서 상영하는 ‘국회 public viewing’ 활동을 10여 명이 모여 시작
했다.44) 뉴스로 짧게 편집된 답변을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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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자세를 국회 심의의 ‘질의와 답변’을 직접 시청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국회 심의의 구체적인 영상에 해설을 추가하여 신주쿠와 신바시,
유라쿠쵸 등의 거리에서 상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걸음을 잠깐 멈추고 보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일하는 방
식 개혁과 외국인노동자의 수용 확대, 정부통계 부정을 둘러싼 문제 등을
함께 다루며 활동을 시작한 후 1년 동안 35번 거리 상영을 실시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숫자로 보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
지만,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교토에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
체가 생겨나고 정당이 이와 비슷한 거리 상영을 실시하는 등 이런 형태의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저주의 언어를 푸는 법’(晶文社 2019년)이라는 책의 집필
이다. 우리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강하다. SNS로 목소리를 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도 목도하고 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
적으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황을 가시화해서 억압하는 사람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맞받아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상대방의 사고의 틀을 고정시켜서 상대방을 심
리적인 갈등 속으로 빠트려 문제가 있는 상황에 가두어 두기 위해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싫으면 그만두면 돼”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은 “이
렇게 쉽게 그만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상대가 제공한 사고의 틀에 갇히게 된다. 그렇게 노
동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상대를 침묵시
키기 위한 ‘저주의 언어(말)’로 인식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잔
업을 시키면서 잔업수당도 지불하지 않는 당신이 문제 아닌가요?”라며
44) 지금까지의 활동 중 일부는 YouTube에서 ‘국회 public viewing’ 채널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우에니시 미츠코(上西充子)『저주의 언어를 푸는 법』(晶文社 2019년)
에도 활동의 경위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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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오히려 되물음으로써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 나는 방법을 제시
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책이다.
생각해 보면 ‘저주의 언어’는 세상에 넘쳐난다. “싫으면 그만두면 돼”,
“일하는 게 느린 탓인데 잔업수당을 원한다고?” 등 노동과 관련된 저주를
담은 언어 이외에도, “엄마이니까 씩씩해야지”, “일을 집안까지 들고 오지
마” 등의 젠더문제와 관련된 저주의 언어도 있다. “데모에 참가하면 취직
하지 못할 거야”와 같은 식의 정치를 둘러싼 저주의 언어도 있다. 이 모
두가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하는 말들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기도 한다. 힘을 가진 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저주의 언어가 세상에 넘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그에 저항하는 언어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 일하는 방식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움직임이나 스스로의 활동에 대
해서도 언급하면서, 또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나 다
르덴 형제감독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산드라의 주말)’ 등에 등장하는
대사에도 주목하면서 책을 집필했다. 책에서는 ‘저주의 언어’와 그에 대항
하는 방법 외에도 상대의 힘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언어표
현인 ‘등대와도 같은 언어’도 다뤘다. 다행히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주목해
줘서 워크숍에 활용된 적도 있다.
언어(말)는 생각을 지배한다. 생각을 고정된 틀에 가두려는 언어들을
아베 정권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가 힘을 가진 사람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바꿔 나가기 위해 스
스로의 언어(말)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작지만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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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진45)

1. 머리말
IMF 외환위기(1997∼1998)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실업 및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노동 및 고용 문제가 국가적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전부터 지방정부(지자체)에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의 학계,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서는 중앙정부처럼 지방정부도 보편
적 인권의 향유 관점에서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모범 사용자
로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6) 이런 이유로 서울을 비롯하여 몇몇 한국 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노동정책이 개별적 기관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UN이나 OECD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포용도시(inclusive cit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포용도시는 차별과 배제로 인한 사회적 불평
4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4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63번(노동존중 사회 실현), 64번
(차별없는 일터 실현)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동일하게 조응해야 할
노동정책 영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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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각국의 노동법률 정책적 수단 구속력 비교
유럽(EU), 미국

한국

노동법

노동기준

노동법

노동기준

중앙정부

○

○

○

○

지방정부

○

○

×

×

등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
및 저임금과 같은 노동문제(취약계층)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의 노동정
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개입과 공동의 노력
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
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한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부각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1978)는 노동행정(Labour administration)을 국가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공공행정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문제에 부응하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
합하는 노동법과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지방정부는 노동법률이나 노동기준의 권한
이 없다.
물론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및 정책 방향과 수립은 ① 국제규약, 헌법,
법령의 노동인권기준(세계인권선언, ILO, 헌법 32조, 33조, 근로기준법, 근
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② ILO, OECD
등에서 제시된 노동인권으로서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기준, ③ 보
편적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노동자(vulnerable workers)의 노동
인권 개선 방향 기준(저임금, 비정규, 부문 취약노동자), ④ 지방정부 인
권 및 노동정책 기준(조례, 인권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사업)을 기준으
로 검토 가능하다(그림 4-1 참조).
초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국제적 노
동기준(고용의 질)을 토대로 모색되었다. 서울시처럼 선도적으로 지방정
부의 노동정책을 수립한 곳에서는 주요 기준을 △ 고용기회, △ 고용안정,
△ 교육훈련, △ 소득불평등, △ 노동조건, △ 고용평등, △ 일과 삶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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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국 지방정부 노동정책 수립 주요 기준과 원칙
영

국제노동기구

헌법과

중앙정부

역

세계인권선언

노동법률

(고용노동부)

세계인권선언문
○ 2조 차별 문제
○ 3조 안전 문제
○ 20조 단체 권리
○ 22조 사회보장
○ 23조 일할 권리
○ 24조 휴식여가권
○ 기타
내
용

ILO 선언, 역할
○ 인간다운 삶
○ 노동입법수준 발
전․향상
○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 보장개선
○ 미래의 일 모색

63 노동존중 사회실현
헌법적 권리
○ 32조 근로권리 ㅇ 노동기본권 신장 및
○ 33조 노동권
취약근로자 권리 보
○ 34조 사회보장
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노사관계 영역
개선. 임금체불, 부
○ 개별적 노사관
당해고, 직장 내 괴
계
롭힘 등으로부터 근
○ 집단적 노사관
로자 권익 구제 강
계
화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ㅇ 비정규직 감축을 위
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외주근로자, 감정노
동자 등 보호 강화

지방정부

243개 지방정부
○노동정책 관련 조
례
- 약 15개(광역
6곳)
○노동행정조직
- 약 34개
(서울 12개)
○ 노동센터
- 약 20여개
○ 지역 협의체
- 노사민정협의회
- 노동자권익위원회
- 각 의제별 위원회

△ 의견개진, △ 사회보장제도라는 지표 속에서 논의하였다. 물론 한국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방향’과 ‘실천적 사업’은 정책 영역(공공, 민
간), 시기(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2.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제도화
가. 노동정책의 제도화 - 조례, 행정조직
1) 지방정부 노동정책 조례
일반적으로 노동정책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 규범 설정자(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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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 사용자(model employer), △ 지도감독․모니터링(monitoring),
△ 이해당사자 참여형 거버넌스(governance)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
다(김종진, 2016). 현재 한국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판단할 때, (1) 포
괄적이고 독립적인 실제적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 전담 조직(노동정책과
담당부서)이 없고, (2)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정도가
조례와 정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4-2> 국내 주요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조례, 조직, 정책, 지원조직)
광역

조례 명칭

행정 조직(국, 과, 팀)

지원 조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민생정책관
권역별센터 5개
노동자권익보 ↳ 노동정책담당관(6개 팀: 노동정책, 단체
서울
(진행)
호 조례
지원, 복지지원, 노사협력, 권익개선, 산
감정노동센터, 이동
업안전)
노동자쉼터(3개)
시장 직속
근로자권익보
노동센터
광주
↳ 노동협력관 노동정책(2개 팀 : 노동정책,
호 조례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상생)
노동국
경기노동권익센터
경기 노동기본 조례 ↳ 노동정책과(5개 팀), 노동권익과(2개 팀),
비정규직지원센터
외국인정책과(3개 팀)
충남

노동인권 보호 경제통상실
조례
↳ 일자리노동청년정책과(2개 팀)

노동권익센터

경남

일자리경제국
비정규직지원센터
↳ 노동정책과(3개 팀: 노동정책, 노사협력,
감정노동센터
노동복지)

울산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노동과 노사상생팀(1개 팀)

부산

민생노동정책과
노동자 권익보
2020년 상반기 예
↳ 인권노동정책담당관(2개 팀: 노동권익, 노
호 조례
정
사지원)

대전

노동권익센터
일자리경제국
(*비정규센터 명칭
↳ 일자리노동경제과 노동정책팀(1개 팀)
변경)

제주

근로자 권익보 일자리경제통상국
호 조례
↳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1개 팀)

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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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경과와 서울시민 권리선언

주요 지방정부들은 노동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 관련 조례 제정했다. 그 이후 노동정책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지원조
직으로 ‘노동센터’(labor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
은 지방계약과 행정위임 등에 따라 공적 지위와 사적 지위에 근거하고 있
어,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조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권한의 정도가 달라진다. 때문에 한국의 지방정부는 노동정책 관련 규
범적 기준인 조례들을 만들었고, 핵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약 15개 정
도로 제시될 수 있다(표 4-3 참조).
한국의 지방정부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노동자권리보호, 청소년 노
동인권,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안전, 근로자복지시설, 체불임금, 생활임
금, 감정노동, 노동이사제, 노사관계발전 및 지원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 지방정부 조례 중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
례는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 관련 조례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제주, 경남, 경기 등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제4장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 시사점

69

<표 4-3> 한국 8개 특별시․광역시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2019년 10월)
노동정책 유관 조례

서 부 인 대 대 광 울 세
울 산 천 전 구 주 산 종

1

*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 ◯ ◯ ◯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4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 ◯ ◯
조례

5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6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 ◯ ◯
개선 지원 조례

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 ◯ ◯ ◯ ◯ ◯ ◯

8

생활임금 조례

◯ ◯ ◯ ◯

9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10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1

◯ ◯

◯

◯ ◯

◯

◯ ◯ ◯

◯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조례(노동권익센터)

◯

◯

13 프리랜서 권익보호 관련 조례

◯

14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서울 예정)

△

15 성별임금공시제 관련 조례

◯

◯ ◯
◯

◯

12 비정규직 유급병가 관련 조례

◯

◯

◯

◯

* 주 : 1) ◯는 현재 제정된 조례, △는 조례 발의 상태(경기도는 산업안전 조례 제정).
2) 노동이사제 경기도(2019.10.1), 경상남도(2019.5.2.) 조례 제정.

2) 지방정부 노동정책, 내용
한국 주요 광역과 일부 기초 지방정부들은 노동정책을 시행하면서 현
장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노
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
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광주, 충남, 경
기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 등의 지방정부에서
도 노동정책을 진행 혹은 준비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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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실 조직도

한국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2012년부터 노동정책을 시작한 서울시를 사
례로 들 수 있으며, 그 이후 서울시의 사례를 토대로 타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노동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는 한국 지방정부 최
초로 노동정책 전담 부서(과)를 설립하고, 국 차원의 노동정책 담당부서
(2016년 일자리노동정책관 → 2019년 노동민생정책관)로 확대 개편했다.
민선 5기와 6기 동안 다양한 노동정책을 하나로 모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2015.4)과 종합계획(2016.4) 또한 발표한 상태다. 물론 서울시 사례가 지
방정부의 노동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지방정부 차원의 ‘좋은 모델’
을 만들어 가는 첫 시작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밖의 주요 광역 지자체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자료를 보면, 지방정
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지역특성 반영, 예방적 차원의 권익보호, 각 부서
간 역할 조정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정
책은 정책 목표, 정책과제, 분야별 단위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그간
의 주요 노동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으로 포괄되어 있지 않
는 △ 노동시장의 고용불안(비정규직 정규직화), △ 저임금(생활임금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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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관련된 노동정책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노동행정은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조례’(노동자권익,
생활임금, 감정노동 등), ‘조직’(국 산하 4개 ‘과’ : 노동정책(6개 팀), 소상
공인, 공정경제, 사회적경제)과 ‘인력’(행정 공무원과 채용 전문직 : 노동협
력관 포함 28명), ‘정책사업’(노동정책 기본계획, 종합계획, 노동혁신 수
립), ‘지원조직’(서울노동권익센터)라는 시스템을 모두 구축한 상태다. 다
른 광역과 기초 지자체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표 4-4> 국내 주요 지방정부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 개요(2019년)
지역
정책목표
과제
분야
사업
서울특별시
2개
4개
16개
61개
광역
광주광역시
2개
5개
54개
충청남도
3개
6개
13개
충남 아산
3개
6개
19개
52개
기초
경기 안산
2개
8개
18개
31개
주 : 서울시 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연구과제가 진행 중임.
<표 4-5> 한국 주요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핵심 사업 개요(2019년 10월)
요소
최저생활
보장
임금문제
사회보험

개 물
별 질

노동조건

노동시간
차별금지

내용ㆍ대상
적정임금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확대 생활임금제 확대 생활임금제 확대

임금체불 제로 체불제로 도시(19)

체불임금 지역 체불임금 없는
건설 실태조사 관급공사

성별격차 해소 성별임금공시제(19)
프랜차이즈
사회보험 지원
소상공인사업장
소상공인사업장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건 개선
환경개선(휴게실)
청소노동자
환경, 처우개선 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아파트
근무여견 개선
처우개선, 교육
경비노동자
이주센터 확대,
산업단지 셔틀
쉼터 운영, 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5개)
버스
거환경 조사
시범도입
노동시간 준수
(공공기관 2곳)
ㆍ단축
주4일제 검토(19)
차별조사관(19)
동일노동 동일
완화ㆍ금지
성평등노동팀 담당
임금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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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계속
요소

고충완화

내용ㆍ대상
여성노동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어르신돌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처우개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원
청년아르바이 권익보호․상담
트노동자
교육
콜센터, 수도검침
원 직접고용 전환
사회서비스원
설립(19)

광주시
돌봄 서비스
강화

충청남도
직장맘센터
사회복지 처우
개선

이주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
권익보호․상 청소년노동인
담교육
권센터
빛고을콜센터
CCTV, 수도
노무진단
검침
지하철역사

고용안정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안전

노동안전기준(19)
법제외사업장
노동안전조사관
노동자
(19)

산업안전교육

고용구조

생명안전 직영
비정규노동자 비정규 감축 3대 정규직 전환
조건

정규직 전환

물
개 질
고용확대
별 정
신

청년고용

임금피크제 청년
광주 일자리드
고용
림
서울형 뉴딜일자리

보장기반 구축

실태조사ㆍ모 실태조사ㆍ모
실태조사ㆍ모니터
니터링, 교육상 니터링, 교육상
링, 교육상담홍보
담홍보
담홍보

노동조사관
노동권익침해
노동권리보호관
구제
명예옴브즈만

인권옴브즈맨

노동옴브즈만
운영

노동기본
노조설립 필증교부
권
특수고용노동
휴가비 지원(19)
자
유급병가(19)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보호․지원제도
(19)
보호․지원제도
(19)
노동권익센터
노동센터
자치구 복지센터

노동자지
상담, 교육
원
성평등( 노동
성평등
성평등노동팀(19)
ㆍ채용)

노동권익센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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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계속
요소
내용ㆍ대상
직장내 괴
예방대책
롭힘
감정노동( 폐
감정노동
해)완화
정 노동권리
노동교육
신 지식
사측
개선( 노동법
노동인식 지키기)
시민
개선
노동인식
노조할 권리
보장

서울시

광주시

괴롭힘 방지(19)

충청남도
예방교육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고객센터 상담
준비 중(‘19)
사 힐링

노동아카데미

시민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노동인식 개선
노동인권교육
교육
시민
시민노동법률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학교
유니온씨티 표방
권익보호 노동
노동존중
(19)
존중
노동자종합지원
조 노 동 자 조 영세노조 지원
센터(19)
직 직
미조직노동자 참여
노동자대표
(청년, 여성노조)
참
지배구조
집 가
단
공공교섭
교
노정
섭
협
의
노사민정

노동아카데미

노동자이사제 공공기관 확산

준비 중

서울시
공공기관 거버
투자출연기관
넌스
노사정협의회
노정협의-의 노경협의회 준비
노정협의회
견반영
중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노동정책협의
회

협의회 역할 강화
협의회참가 실 (가칭) 서울형 경 노사민정협의 노사민정협의
질화
회
제노동사회위원 회
회 준비(19)

노사갈등 조정
조
정 원하청갈
조정
등

역량강화 워크
숍
불법하도급 실 불파 고용관서
태조사
합동지도

의 노동인권
식 교육

학교노동인권 노동교육문화
교육
센터

국
국제교류
제

노동협력관
노동조사관
직접고용으로 해
소화
학교-노동인권교육
특성화고 노동권
(19)
도시포럼 네트 좋은 일자리 도시
워크
국제포럼(ILO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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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주요 정책
서울시는「노동정책 기본계획」(2015)을 통해 2대 정책 목표, 4개의 정
책과제, 16개 분야별 61개 단위과제를 제시했고, 2016년 발표한 노동정책
종합계획(2016)을 통해 노동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노동정책 종합
계획에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위한 7대 약속으로 △ 노동권익 침
해 제로, △ 사각지대 해소, △ 생활임금 확대 적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기
획안(2020～2040)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그림 4-4]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5년)
정책
비전

2대
정책
목표

4대
정책
과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

노동자 권익 보호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34개 과제)

(27개 과제)

 취약노동

 노동기본

 고용의

 상생과

자 권익 보호

권보장기반
구축

질 개선

협력의 노사
관계 구축

(20개 과제)

(16개 과제)

(14개 과제)

16개
정책
분야
(61개
단위
과제)

① 여성(4)
② 청(소)년(2)
③ 어르신(2)
④ 장애인(1)
⑤ 외국인(2)
⑥중소영세사
업장노동자(9)

⑦ 실태조사(3)
(모니터링)
⑧ 교육(5)
⑨ 상담(3)
 홍보(3)


(11개 과제)

 고용구조(1)

 소득(4)

 노동환경(11)


 노사관계(5)

⑮ 지역사회
협력(4)
⑯ 행정기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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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담당 외주업체 소속 비정
규직 노동자의 사고 이후인 9월, 5대 분야 18개 노동혁신대책(2019.9.13)
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 업무는 물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인력 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3대 원칙(단기+
예외+최소)’을 적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5%인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된 노동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인간
다운 노동조건’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노
동정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2018년에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지방정부가 노동
환경, 노동시장과 임금 등의 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고, 노
동자 또한 스스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도시인 ‘유니온 시티(Union City)’ 조성(노조할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 민선 7기 공약과 이행과제에 노동분야 7대 과제(선정․발표)
로 제기되었다(표 4-6 참조)
<표 4-6> 서울시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중 노동분야 7대 핵심 과제
(2020～2024년)
과제

추진방향

노동자종합지
원센터 설치․
운영

○ (양적 확대) 단계적 확충을 통해 1개 자치구-1개 센터 설립
- 자치구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복지 수요 파악 및 준비
정도에 따라 우선 설치
○ 전 자치구 설립 전에는 센터 이용 대상이 해당구민에 한정
되지 않도록 유도
○ (기능 심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심의 노동권익 보호 연결
망 구축
○ 자치구간 노동복지센터 명칭 일원화(가칭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 센터 주요 필수사무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 수요 대응
형 서비스 병행 제공
○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노동안전보건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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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의 계속
과제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지원

추진방향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노무상담 및 기초공간 제공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지원
○ 노동조합 인식개선을 위한 대 시민 홍보 활동 전개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노
동사회위원회
(가칭) 설치

○ 다양한 노동자층 참여 대화 기구 마련
○ 소외계층 노동자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대화기
루를 마련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
○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확대운영 개편 추진
○ 사무국 설치 운영(사무국 및 전문위원 인력 배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운영 : 공공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중심으로 한 기존 모델협의회 확대․운영, 민간은 업
종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등 워커라운드 신설․운영

체불임금 Zero
도시 조성

○ 임금체불조사권 지방병행으로 근로감독관 부족문제 해결
및 임금체불 해소
○ 근로기준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
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서울시 체불임금 조사․확인을 통한 인금채권보장기금 지
급방안 마련
○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설치․운영

노동시간 단축
으로 좋은 일
자리 창출

○ 실질업무 감량을 위한 업무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재량적 근무가 가능한 특정 유형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유도 및 시행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복지․보육 등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서울형 노동안
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 노동안전 전담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고사망인율 감
축 대책 추진
○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산업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 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부터 노동자의 안전권리를 보장하
여 서울형 노동안전보장권리 민간부문 확산 추진

청소년 아르바
이트 및 특성화
고 졸업생 등
노동권익 보호
강화

○ (기반조성) 취약계층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사업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
○ (노동자) 단계별 권리구제 지원과 노동인권의식 제고로 노
동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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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1조
(노동조사관)에 근거하여 2018년 5월부터 노동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조사관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 산하 투
자․출연기관, 시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
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2019년부터 서
울시는 노동정책담당관실에 노동안전팀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
를 도입하였으며, 여성정책담당관 소속으로 차별조사관제를 도입한 바
있다(표 4-7 참조).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각 영역별 조사관은 그간 중앙정
부(노동부)만이 근로감독 권한(근로감독과, 조사관)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지방정부가 해당 권한 영역에 한정하여 ‘노동’관련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4-7> 서울시 노동조사관, 노동안전조사관, 차별조사관 도입 현황(2019년 10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사관(‘18)

담당
업무

대상
범위

노동안전조사관(‘19)

• 시 산하 사업장 노동 • 노동현장 유해요인 실
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태조사 실시 및 개선
• 노동조사 결과보고 및
대책 마련
조치(시정권고)
• 노동현장 가이드라인
• 노동조사 시정결과 이
이행실태 점검 및 개
행상황 점검
선
•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 분야별 산업안전 가
및 노사분규 예방
이드라인 매뉴얼 작
성 관리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시행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차별조사관(‘19)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 성별 임금격차 실태
조사
• 성별임금격차 인식개
선 및 개선방안 마련
• 성평등 고용제도 위
반사례 조사 및 관행
적 고용차별 현황 직
권조사
• 민간기업 성평등 고
용 및 실천 컨설팅

• 시 및 소속 행정기관 • 시 및 소속 행정기관 • 시 본청, 사업소, 투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 산하 투자․출자․출
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와 자치구의 구청장
연기관
기관 등
이 조사를 의뢰한 사 • 시의 업무를 수탁 받
항)
아 수행하는 기관 또
• 산하 투자․출자․출
는 사인
연기관
• 시의 업무를 수탁 받
아 수행하는 기관 또
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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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주요 의제
가. 노동정책 핵심 의제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고용안정 확보
한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노무현 정부 시기(2004년)부
터 시작되었으며, 보수정부(이명박, 박근혜) 시기에도 실태조사와 정규직
<표 4-8>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전환 정책 흐름
노무현 정부
1차
정책 발표
시점

2차

이명박
정부

(단위 : %, 만 명)

박근혜 정부
1차

2차

문재인 정부
1차

2차

3차

2004년 2006년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5월
8월
11월
4월
2월
7월

비정규직
규모
조사시점

2003년 2007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4월
5월
9월
9월
2월
6월

계

23.4

27.9

32.1

36.2

31.9

41.6

1) 직접고용

19.5

20.7

22.2

25.2

20.4

24.6

2) 간접고용

3.9

7.2

10

11.1

11.5

17

전환규모
발표시점

2004년 2007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5월
6월
9월
9월
2월
10월

추진 기간

단계적

2007년 2012～ 2013～ 2016～ 2017～
10월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계

3.2
(13.7)

7.2
(25.9)

6.4
(19.8)

6.6
(18.1)

1.5
(4.8)

17.5
(42.1)

1) 직접고용

3.2
(16.4)

7.2
(34.8)

6.4
(28.7)

6.6
(26.1)

1.5
(7.5)

7.2
(29.4)

2018년
2019년
6월～
이후
2019년

0.0354
10.3
(0.5)
(60.3)
주 : 계획 기준으로 실적은 이와 일치하지 않음. 괄호 안의 값은 각 고용형태별 비정
규직 규모 대비 전환율(%)을 나타냄. 2012년, 2013년, 2016년 간접고용 규모는
직전 실태조사 결과 이용.
자료 : 황선웅(2018 : 35) 수정, 원자료는 고용노동부(2011.11.28., 2012.9.3., 2013.9.5.,
2017.6, 2017.10),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2007.6.25), 관계부처합동
(2004.5.18, 2013.4, 2016.2.17).
2)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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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진행되었다.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
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은 지난 정부 시기에도 진행되
었으나 주로 기간제 계약직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에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동
정책,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지난 7년 사이 약 1만 명
이상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준용하였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28,532명 중 12,271명 정도로 추정된다(표 4-9). 지방정부는 조직 구조 형
태상 본청 및 사업소․직속기관,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 공사․공단, 재
<표 4-9> 한국 광역 지방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2018년)
지역
전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단계(본청/사업소)
2단계(투자출연기관 : 공사공단, 재단)
전환
전환 전환율
전환
전환
전환율
총인원
총인원
결정(a) 완료(b) (a/b)
결정(a) 완료(b)
(a/b)
13,831 6,635 5,084
76.6
14,701
5,636
4,448
78.9
658
205
202
98.5
414
179
179
100
1,064
577
577
100
1,946
1,096
234
21.4
581
255
255
100
229
57
57
100
831
258
237
91.9
282
172
172
100
370
370
370
100
491
491
491
100
914
494
258
52.2
1,716
1,026
1,011
98.5
675
343
343
100
708
549
418
76.1
1,291 1,043
441
42.3
3,870
584
584
100
1,613
413
413
100
1,815
379
343
90.5
453
185
185
100
172
126
118
93.7
312
109
38
34.9
554
132
96
72.7
836
480
89
18.5
1,388
279
279
100
433
350
230
65.7
461
207
129
62.3
490
299
233
77.9
2,214
897
869
96.9
116
46
40
87
581
255
255
100
229
57
57
100
544
194
193
99.5
281
164
136
82.9

주 : 17개 각 광역 지방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기초 자치단체는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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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위탁 3개의 중층 구조로 되었다. 지방정부 1차적 전환 대상은 본
청․사업소․직속기관(문재인 정부 1단계 전환 대상)이며, 2차 전환 대상
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문재인 정부 2단계 전환 대상), 3차 전환 대상
은 민간위탁(5개 핵심 대상 및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고 있
다. 주요하게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부터 간접고용 비정규
직(파견용역)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
울시는 동일유사 업무나 생명안전 업무(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정규직으
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2016년 이후 펼치고 있다.
2012년 3월 약 5천 명의 기간제 계약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정규직화(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정규직화, 430
명), 시설공단 편입 및 정규직화(수도검침, 460명), 별도 재단 설립 정규직
채용 전환(사회서비스원 설립, 2019년 6월, 약 500여 명/tbs교통방송재단,
2020년 1월, 프리랜서․파견근로 비정규직 약 200여 명)의 방식으로 정규
직화가 진행 중이다.
<단계별 정규직화 추진>
가. 직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 1,496명
나.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7,602명(생명안전업무 등 788명 포함)
다.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890여 명
라. 프리랜서․파견 방송 노동자 직접고용 : 200여 명(2020년 재단 설립)
마. 돌봄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 500여 명(2019년 재단 설립)

1단계
직접고용
(1,496명)

2단계
간접고용
(용역)
(6,389명)

3단계
간접고용
(민간위탁 포함)
(1,213명)

상시지속 업무 →
정규직화
일시적 업무 →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소, 시설․경비
업무 등 →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안전업무,
고객서비스업무 →
직접고용/투자기관
고용/재단법인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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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도별 정규직화 추진 개요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
2018년

2019～
2020년

직접고용
(1,369명)

간접
고용
청소
(4,245명)

간접고용
시설,
경비
(1,191명)

[직접]
사무 등
(127명)
[간접]
안전 등
(1,614명)

[간접]
안전 등
(552명)

120콜센터
(430명)
수도검침
교체
(460명)

사회서비
스원
(500명)
tbs교통
방송
(200명)

누계 :
1,369명

누계 :
5,614명

누계 :
6,805명

누계 :
8,546명

누계 :
9,098명

누계 :
9,988명

누계 :
10,688명

서울시 노동정책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2012～2015년

2016～2019년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2.2)
•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2.12)
•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2013.12)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15.4)
• 서울시 시설경비 노동자 공무직 전
환계획(2015.11)

• 서울시 노동정책 종합계획-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2016 방침(2016.4)
•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2016.9)
• 서울시 정규직(공무직) 전환 계획
(2016.11)
•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2017.11)
• 서울시 2018 정규직(공무직) 전환계
획(2018.1)
• 서울시 2019 정규직(공무직) 전환계
획(2019.1)

2) 노동권익센터 운영 - 노동자 권익 향상
한국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노동정책 지원 조직으로 노동센
터들이 설립되고 있다. 노동센터는 주로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자 권리보
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센터는 민간위탁
(전문 노동시민단체 운영)으로 지역 내 노동문제 접근성 강화로, 기존 상
담․교육사업 외에 종합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노동인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센터 기능과 역할은 지역 내 노동권익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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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연결망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노동센터 사업은 상담, 교
육 등 센터 필수 사무와 노동자 특성(미조직, 비정규 등) 실정에 맞는 지
역 수요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10> 한국 주요 광역지방정부 노동권익센터 현황

서울노동권익센터

기관 현황
조직 현황
연간 예산(백만 원)
시작 위탁
인원 부서수 예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년도 기간
2015
3
21
6 2,803
824 1,593
386

광주노동센터

2013

6

7

1

499

177

255

65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013

6

6

1

352

172

121

57

대전노동권익센터

2015

3

7

4

240

101

110

28

제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3

7

3

608

228

317

63

광역 지자체
노동자 관련 센터

* 제주비정규센터는 2020년 노동권익센터로 전환 예정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주요 공통 필수 업무
① 미조직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권
익보호 지원
- (조사) 관내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
권익보호
- (상담) 노동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
- (교육) 근로기준법 및 노동기본권
관련 교육
-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노사상생
사례 홍보 및 캠페인 진행

② 비정규직 권익 보호
- (모니터링)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노
동 문제 등 모니터링
- (권익구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프로그
램 실시
-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 차별 및
정규직화 캠페인

3) 생활임금 시행 - 괜찮은 임금의 시도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하여 주요 지방정
부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243개 지방정부
(광역, 기초) 중 108곳(시행 44.4%)에서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 거의 모두 시 정부 및 의회, 전문,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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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생활임금 시행 현황
전체(개)

생활임금시행(개)

시행률(%)

광역

17

13

76.4

기초

226

95

42.0

243

108

44.4

전체

주 : 2019년 11월 기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6만 7,000명 수준임.
<표 4-12> 한국 광역 지방정부 생활임금(시급) 추이(2015～2020년)
(단위 : 원)
생활임금 금액
지역

적용 대상
시 출자 민간 공사 하수
소속 출연 위탁 용역 급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체 6,917

7,248

7,726

8,777

9,623

10,112

서울

6,687

7,145

8,197

9,211

1,0148

10,523

○ ○ ○ ○ ○

부산

-

-

-

8,446

9.894

10,186

○ ○ ○

인천

-

-

6,880

8,600

9,600

10,000

○ ○

광주

7,254

7,839

8,410

8,840

10,090

10,353

○ ○ ○

대전

-

7,055

7,630

9,036

9,600

10,050

○ ○

세종

-

7,170

7,540

7,920

8,530

9,378

○ ○

경기

6,810

7,030

7,910

8,900

10,000

10,364

○ ○ ○ ○

강원

-

-

7,539

8,568

9,011

10,010

○ ○

충남

-

-

7,764

8,935

9,700

10,050

○ ○ ○

전북

-

-

7,700

8,600

9,200

10,050

○ ○

전남

-

7,248

7,688

9,370

10,000

10,380

○ ○ ○

제주

-

-

8,420

8,900

9,700

10,000

○ ○ ○

2019년 기준 광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액은 시급 기준 9,623원이며,
2020년 생활임금액은 10,112원이다. 생활임금은 현재 각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한 노동자와 산하 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저임금 등 고
용의 질이 낮은 사회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부문에
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서울, 광주,
충남 등에서 민간위탁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기
업의 경우, 일부에서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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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노동 보호 조치 - 정신건강 개입
한국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서비스사회화 상황
에 맞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약 28곳에서 조례가 제정되
었다. 한국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법률이 논의되었고, 2017년 국
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정부에 감정노동자 보호 권고를 권고하자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마련되었다(제41
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19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 243개 지자체 중 28곳(광역 : 10곳, 기초 18곳) 조례 제정이 되
어 있다.
<표 4-13> 한국 지방정부 감정노동 보호 조치 현황(2019년 10월 기준)
지역
강원
경남

자치단체

제정시기

강원도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5.10

원주시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0.18

경상남도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9.26

창원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3.30

경기도

2016.9.29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2019.10.1 일부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2.1

성남시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8.4.30

경기 수원시
안양시

인천

조례명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7.7.17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7.1.5

김포시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7.4.18

의정부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7.9.29

평택시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9.4.10

남양주시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0.10

남동구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에
2019.3.13
관한 조례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2019.8.12
조례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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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의 계속
지역

자치단체

2016.7.1
(2019.7.1 일부
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7.10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2019.10.10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 보
2019.8.14
호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12.2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2016.1.7
관한 조례
(2019.5 개정)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
2016.10.13
호 등에 관한 조례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2019.4.30
관한 조례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2019.8.14
등에 관한 조례

대전

부산

서울

충남 아산시
전북

제정시기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대구

조례명

2017.10.18
(2019.5. 개정)

2018.5.23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3.15

전라북도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1.17

전주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3.30

지방정부 별로 감정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
안을 모색하는 정책 수립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서
울시 정도만이 감정노동 관련 종합계획, 사업, 감정노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2016.1.7), 감정노동 종합
계획(2016.11.9), 가이드라인 발표(2018.6), 감정노동센터 설립(2018.10)으
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서울시 감정노동 정책과
사업은 가이드라인, 매뉴얼, 컨설팅, 실태조사, 심리상담 홍보 및 실시, 교
육, 심리상담 등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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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 연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간
부문

심각한 정신질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소진

⇨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감정노동지원 업무 진행

서비스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직종 감정노동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진행(센터 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인식
제고

市 유관행정 자원 통한 민간합동 캠페인, 도 보유 매체 활용 광고 등

주 : 1) 서울시 감정노동 실태조사- 공공부문(15), 민간부문- 유통(2015), 은행(2016), 병원
(2017), 방문기사(2015), 마을버스/셔틀버스(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노동
자(2018) 등이 진행.
2) 서울시 감정노동 공공기관 컨설팅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세종
문화회관, 120다산콜센터 5곳 진행.
3)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2019년 상담사업은 1/4분기-3/4분기 총 781회 진행(센터 직
접 상담: 563회, 객원 상담 218회). 2019년도 1/4분기-3/4분기까지 각 거점센터 mou
개인 심리상담 총 106명 대상 801회 진행, 집단프로그램(치유프로그램) 총 57건,
433명 참가.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
1. 사업장내 모든 사람이 감정
노동 종사자의 기본적 인
권을 보장할 의무
2. 감정노동 업무의 전문성 인
정과 그에 맞는 처우 보장
의무
3.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적
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보장 의무
4.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안
전한 근무환경 조성의무
5. 감정노동 종사자를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의무와
감정노동
6. 종사자에 대한 고객의 폭
언․폭행․괴롭힘․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작
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의무
7. 감정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의무
8. 감정노동 종사자의 자기보호
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
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의무
9. 감정노동 고위험직군에 대
한 특별한 보호 방안

매뉴얼 포함 사항 규정(2018.12)
기관유형별 모범 매뉴얼에 기관별 매뉴얼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항
1. 각 기관이 시행할 감정 0. 기관유형별 모범 매뉴얼 내용 1～4
노동 종사자 관련 교 1. 감정노동 종사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
육의 내용과 형식
는 직장 내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
2. 각 기관이 마련할 감정노
동 종사자 휴게시설의 2.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급자가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에 근
위치, 규모, 이용수칙
거하여 현장에서 감정노동 관련한
3.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점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
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급자는 고객과
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과 감정
견을 반영한 매뉴얼 작
노동 종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
성 방식
하여야 하는 점
4. 각 기관 유형별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 4.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경우
로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보장
고객 모두가 상호 배려 5. 부당한 대우를 당한 감정노동 종사자
할 수 있는 서비스 제
의 업무 중단 시간에 관한 사항
공 수칙
6. 개별 감정노동 종사자가 응대하기 어
려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조직 차원
의 대응 방안
7. 악성민원 처리 전문가 양성, 숙련된
상급자의 악성 고객 담당, 악성 고객
전담 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고객과의 민원문제를 인사 및 근무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여 무리한
감정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점
9. 직장 내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전달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에 관한 사항
10. 기관장, 중간 관리자, 감정노동책임
자,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감정노
동 관련 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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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이사제 -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47)
2016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노동이사제’는 2019년 11월 기준 7곳의 지
방정부에서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특별시(2016.6) 이외에
광주광역시(2017.11), 경기도(2018.11), 인천광역시(2018.12), 경상남도(2019.
5), 부천시(2019.7), 부산광역시(2019.8)까지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들이 선
출한 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에 경영참여
모델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
사제와 관련한 조례(「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
특별시조례 제6321호)를 제정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의 행사
를 통해 기관 내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경
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가 소속 기관 내 의사
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
고, 기관 내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요
소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도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4-14>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 기관 현황(2019년 10월)
(단위 : 명)
기관명
공사/
공단

서울교통공사(2), 서울시설공단(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1), 서울
주택도시공사(2), 서울에너지공사(1) → 5개 기관 8명

출연
기관

서울의료원(2), 서울연구원(1), 서울산업진흥원(1), 서울신용보증재단(1),
세종문화회관(2), 서울시여성가족재단(1), 서울시복지재단(1), 서울문화
재단(1), 서울디자인재단(1), 서울시립교향악단(1), 120다산콜재단(2) →
11개 기관 14명

자료 : 이정희 외(2019).
47) 노동이사제 내용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이정희 외(2019) 노동이사제 평가 분석 및 노동이사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88

한-일 노동개혁 포럼

<표 4-15> 한국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2019년 10월)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명칭)

제ㆍ개정
시기
2016.9.29.
제정/시행
2019.3.28.
개정/시행
2019.5.16.
개정/시행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노동자이
사제 운영에 관한 조
례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노동자이
사제 운영 조례

2017.11.15.
제정/시행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
동이사제 운영에 관
한 조례

2018.11.13.
제정/시행
2019.10.1.
개정/시행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
사제 운영에 관한 조
례

2018.12.10.
제정/시행

경상
남도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9.5.2.
제정/시행

부천시

부천시 공공기관 노
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9.7.15.
제정/시행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에 관한 조례

2019.8.7.
제정/시행

자료 : 이정희 외(2019).

적용 대상 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
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
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노
동이사 1명을 두어야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공단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
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
한 공사 및 공단)
2.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출연
기관(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
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
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
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노동
자이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가.「지
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등)
2.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제
2조제2호 나목의 출자․출연기
관(나.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
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
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4장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 시사점

89

<표 4-16> 한국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규정, 인원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자료 : 이정희

별도의 정수 규정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
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
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
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28.>
1.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1명
제6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 규
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1명
없음
(노동이사 1명)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
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
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
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
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노동이사 1명
없음
(노동이사 1인 이상)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
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 노동자이사 2명
외(2019).

서울시 노동이사 운영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는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
단 및 출연기관에서 적용하도록 하며(동 조례 제3조), 원칙적으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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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에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조례 제4조 제1항). 2019년 10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
기관 중 노동자 100명 이상의 투자ㆍ출연기관 총 16개의 기관에 노동이
사제가 도입되어 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일단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요건은 타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
어 있다.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
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도록 정하였으며(동 조
례 제5조 제1항), 이때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동 제5조 제2항).
서울시 노동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노동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2명, 300인 미만인 경우 1명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7조). 2018년 3월 말 기준 노동이사들이 각 기관 이사회에 참
여하여 처리한 안건은 전체 16개 기관 총 286건이며, 인사ㆍ조직,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에 실제 반영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지방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서울
시를 시작으로 하여 광주, 충남, 경기 등에서 노동정책 제도화를 추진하
고 있다. 조례 제정, 행정조직 설치, 기본계획 수립, 지원조직 센터 설립,
거버넌스 운영 등의 주요 성과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 보수
정부 시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진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러한 정책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시 정책은 집단적 노사관계(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정

제4장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 시사점

91

상화, 집단교섭 체제 운영, 노동이사제 시행 등)에서 의미가 있다. 그 밖
에도 개별적 노사관계 영역(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시행, 감
정노동정책, 취약층 사각지대 정책: 청소경비, 이동노동자, 셔틀버스, 방
송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ILO와 함께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운영
하면서 도시 정부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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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 노동정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국의 문재인 정
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용 안정’만이 아니라, ‘차별 해소’라는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일노동 유사 업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통합(일반
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7년 사이 서울시
노동정책은 한국의 지방정부(시) 노동정책을 선도한 측면이 있지만, 노동
조합은 협력적 파트너십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하고
유니온시티를 지향하는 노동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참
여와 개입 그리운 정책의 공동 결정과정이 모색된 정책 틀이 구상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조직된 노동자들만이 아닌 미조직, 비임금 노동자(특수
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플랫폼’
을 운영하여 정책의 폭을 확장하고 시민과 노동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2부

공공부문의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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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시사점 : 한국 공공부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 흥 준48)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00년대 이후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
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노
동시장이 민간부문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
중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고용형태의 이중화가 고용과 임금 등
중요한 노동조건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1]을 보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을 모두 합친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2년 35만 9,880명에서 2013년 46만 3,855명으로 오
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2007년 이후 기간제의
직접고용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1만 1,881명으로 감소
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 34만 8,429명으로 늘어나 2012년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활용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마
찬가지로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정부
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자 2007년부터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48)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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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등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앞서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공공부문 내 기간
제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에도 불구하고 빈자리에 기간제 등 비정규
직을 계속해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는 줄어들었으나 대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
간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파견․용역은 늘어나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
직 활용의 풍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연도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그림 5-2] 연도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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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비정규직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규모가 2012
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
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중앙행
정기관은 약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참조). 이처럼 일부
기관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원통제를 받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은 활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해당 업
무를 파견이나 용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다.
[그림 5-3] 연도별 부문별 비정규직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전부터의 정규직 전환에
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7년 중요한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고용노동
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인원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
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직전 비정규직의 인원은 총 31.2만 명이었다. 이중
기간제는 19.1만 명이었으며 파견․용역노동자는 12.1만 명이었다(표 5-1
참조). 특히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의 숫자가 2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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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공공부문 인원 현황
총인원
중앙부처
310,982
자치단체
401,647
공공기관
431,760
지방
70,055
공기업
교육기관
634,109
전체
1,848,553
자료 : 고용노동부.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290,094
20,582
20,888
350,637
52,939
51,010
318,573
24,676
113,187

기간제
13,295
40,424
40,134

파견․용역
7,593
10,586
73,053

55,429

9,466

14,626

8,759

5,867

521,932
1,536,665

104,287
211,950

112,177
311,888

88,621
191,233

23,556
120,655

데, 이는 2007년부터 2년 이상 기간제의 경우 기관 내부 심사를 통해 정
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공공부문 전체 인원 대비 11.5%이다. [그림 5-4]는
부문별로 무기계약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기관이 16.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13.5% 내외로 많았다.
[그림 5-4] 부문별 무기계약직 비율(2017년 기준)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가 예상된다. 첫째,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처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애초 무기계약직을 만든 배경이 처우개선보다는 비정
규직의 고용안정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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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에 대해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한 문제제기의 가
능성이 높다. 둘째,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할지
라도 무기계약직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집단적인 응집력이 강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9년 공공부문 파업
중 학교 비정규직 등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많았다.

2. 정책추진의 배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상황변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
의 대응이 필요하기도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했고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컸
다. 당시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시기였기 때문에 일자
리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
와 노동조합의 기대도 컸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 1
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비정규직
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의지
의 표명이자 2017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1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 7월 ‘정규직 전
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운영의 기초적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었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을 적대시하는 왜곡된 인식과 문화를 바꾸
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을 없애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전 정책의 계승, 확대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상시․지
속적인 업무이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라면 정규직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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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하고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다면 기간제이든 파견․용역이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직화의 정
책 방향은 이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차별점이 있는데, 이전
정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이번 정책은 가급적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3. 정책 타당성 평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타
당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에 따른 격차축소의 측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얼마나 타당한
가이다. [그림 5-5]는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분배율과 임금불평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그림으로 OECD 24개국 중 한국은 -1.5점으로 폴란드
(-2.0)에 이어 두 번째로 불평등한 국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
성 대비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위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상대적
으로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장의 불평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림 5-5] 노동 분배율과 임금 불평등 종합지수

자료 : OECD Stat(21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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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임금불평등에 관한 최근 연구인 윤윤규 외(2018)에서는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별 2005년과 2017년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대기업의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2005
년 61.9%에서 2017년 66.3%로 상승하였으나 대기업 비정규직은 2005년
74%에서 2017년 64.7%로 상대적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도 대기업 정규직 대비 2005년 43.2%였으나 2017년
38.1%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임금불평등
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2>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2005년과 2017년 비교)
대기업 정규직
월평균 임금

226만 원 →
398만 원

중소기업 정규 대기업 비정규 중소기업 비정
직
직
규직
156만 원 →
189만 원 →
110만 원 →
264만 원
258만 원
152만 원

대기업 정규직 대비
100.0%
61.9% → 66.3% 74.0% → 64.7% 43.2% → 38.1%
상대적 임금비율
자료 : 윤윤규 외(2018)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도 임금불평등은 심각하며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돈문 외(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광역
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한 결과 2015년 현재 공무원(혹은 정규직)대
비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56%, 기간제의 임금은 44.7%였으며 2013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3> 지방 공공기관(광역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비교
2013
2015
금액(A)
상대비율
금액(B)
상대비율
정규직(공무원)
4,061,306원
100.0%
4,379,215원
100.0%
무기계약직
2,136,351원
52.6%
2,450,424원
56.0%
기간제
1,770,932원
43.6%
1,956,634원
44.7%
자료 :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2016), 조돈문 외(2017)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
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102

한-일 노동개혁 포럼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올 인구변화(예: 생산인구의 감소)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어 2065년이면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절반만 남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
구를 고려하면, 적은 인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고착되어 줄
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적절
했으며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정규
직화 정책의 타당성 측면이다.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정부인
데, 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이를 민간부문
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남용한
다면 민간부문에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활용을 억제하라고 권
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사용자로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를 정규직화 한다면 공공부문에서의 변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화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정책추진 평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크게 다섯
가지의 전환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①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③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단계적 추진, ④ 국민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의
연대 추진, 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이다(그림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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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

자료 :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이러한 원칙들을 평가해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는 원칙은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졌다. 기간제만이 아니라 파견․용역 등
에 이르기까지 상시 지속성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결과
애초 목표한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무리 없이 달성하였다. [그림 5-7]을
보면 전환규모가 과거와 비교하여 압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과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규모가 4.39배가
늘었으며 공공기관은 무려 8.9배가 늘어난 규모였다.
[그림 5-7] 연도별 정규직 전환 규모(2012∼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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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은 파견․용역의 전
환 과정 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부적인 기준은 없었
으며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사측의 교섭력이 강해 사측 주도로 논의가 이루어진
곳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었다. 또한 민간위탁의 정규직화의 경우 1, 2단계와 달리 노사 자율
교섭이 아닌 기관의 정책적 결정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자의 의견개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존재했다.
셋째,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질 개선이란 단계적인 목표는 현
재 진행 중이라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다만,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직영 전환,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달리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자회
사 설립의 근거, 존속가능성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근거
한 주장이었다.
넷째, 국민부담 최소화와 정규직과의 연대 원칙 관련, 공공부문의 정규
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정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체
계를 표준임금체계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 대
체로 인건비가 올랐으나 이는 복리후생(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식대 등)
3종 세트를 전환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과정
에서 용역회사에 주었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처우개선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여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따
라 비용증가가 있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원칙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규직과의 연대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일부
기관에서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찬성하였으나 다수의 기관
에서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더라
도 추진과정에서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냈다.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전환 규모가 큰 경우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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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럴 경우 사측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추진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정책추진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상당수 지지했다. 다
만 일부에서 채용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소수이지
만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책추진의 정당성에 일부 흠집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높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공정하게 분
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또한 높음을 인식해야 한다.

5.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의 충돌을 사전에 얼마나 조율했는지도 중요한 평가지점이다. 공공부문
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기관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의 충돌이 존재한다. 대표
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과의 관계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되는 일자리 중에는 취업준비생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할 경우 취업준비생들
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과
정에서 청년 등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할만한 일자리들은 기존의 비정규직
들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부여한 뒤 경쟁채용을 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분적인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
니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가점은
일괄적인 기준은 없었으며 기관별로 심의위원회 또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상황에 맞춰 적용비율을 정하였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충돌의 조율이었다. 전환과정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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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자신들은 힘들게 정규직이 되었는데, 비정규직들
의 경우 정책에 의해 손쉽게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공
정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거 정규직
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복리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러한
이해충돌은 사전에 방향에 대해 조율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
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비정규직이 전환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도 직군으로 편
재되었으며 기존 정규직의 임금이나 승진체계와는 다른 것이었다. 둘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경우 이로 인해 기존 정규직이 상대적
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 역시 원칙으
로 제시하지 못했다. 즉, 오해와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
규직 전환에 대한 정규직들의 반발이 있는 기관이 적지 않았고 이는 전환
결정 자체를 연기시키거나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간에도 이해충돌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노동조
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은 정규직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복수노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불편할
수 있었다. 또한 정규직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노조일 경우
상급단체에 가입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에
선 노조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이
에 대해 정규직 노동조합은 노사전협의체 등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
았으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선 노동조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
였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충돌할 수 있는 이해에 대
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6. 전환방식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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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은 아
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852개 기관이며 2단계 대상은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자회사이다. 마지막 3
단계는 민간위탁이었다.
<표 5-4>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
①
②
③
④
⑤

중앙행정기관 48개소(17부, 3처, 17청, 6위원회, 기타5)
자치단체 245개소(광역 17, 기초 228<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
공공기관 336개소(공기업 35, 준정부기관 89, 기타공공기관 208, 추가 4)
지방공기업 147개소

정규직 전환 개별대상은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해 온 기간
제(단시간 포함) 및 파견․용역 노동자로 전환방식은 직접고용, 자회사, 사
회적 기업 등이 제안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불
가피한 경우에는 전환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전환제외 사유
-

일시, 간헐적인 업무(연중 9개월 미만 수행,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
인적 속성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운동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휴직대체,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중 특
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상의 기준과 전환방식에 대해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
대상 기관은 852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및 자회사, 그리
고 민간위탁기관에까지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
과 2단계에서 많지 않지만 3,401명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3단계 민간위
탁을 통해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규직 전환
이 추진되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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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환방식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
칙으로 하였으나 어떤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인지를 둘러싸고 다
양한 해석과 대립이 발생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안전업
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공항, 병원, 철도, 발전 등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의 용역 업
무에 대해 어디까지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이가 컸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용역의 규모가 컸기 때문
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관인 만큼
직접고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에서는 오랜 논의 끝
에 직접고용을 합의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소방 및 보안검색 업
무(약 3,000명)를 직접고용하기로 하였으며 시설 및 운영, 환경미화는 자
회사로 전환하였다. 철도의 경우도 국민의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
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은 미뤄져 2019년 파업 등 갈등이 발생하기
도 하였다. 발전5사의 경우 연료운전과 경상정비 등에 대한 노사전합의체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업무에 대해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이 논의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국
민의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규직 전환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
하고 있으나 결정과정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부족하였다. 자회사의 설
립관련,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자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형태

49) 3단계 정규직 전환인 민간위탁은 2019년 개별 기관별로 자율결정을 통해 추진되
었으며 민간위탁 사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등의 업
무는 개별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심
층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의 TF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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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재단 등)는 모기관의 특성,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용역계약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
스의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 및 인사관리를 체계화 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자회사로의 전환방식에 대해선 초기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공공기
관으로의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의 취지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일부기관들이 노
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
규직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규직 전
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로의 전환 이후 과거 용역계약 방식을 지양
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실
태조사 결과 자회사 운영이 과거 용역계약 방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자회사의 결정이나 운영에 대
해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회사를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기준들을 제시했다면 기관의 특성만
이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회사의 운
영과 관련해서도 정부합동으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을
2018년 12월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점검이 미비해 실제 자회사의 설립이
나 운영은 각 기관이 알아서 하게 되었고 실제 자회사의 운영은 ‘바람직
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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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서비스 비정규직화․민영화 영향과 해결을 위한
과정
감바야시 요지(上林 陽治)50)

1. 행정․민간복합체/정규직․비정규직복합체
현재 일본의 공공서비스 현장에서는 ‘행정민간복합체’, ‘정규직․비정
규직복합체’ 라는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51) 도대체 무슨 일이 벌
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특정일의 K시립도서관의 직원 배치를 보며
어떤 상황인지 검증해 보도록 하자(표 6-1 참조).
이 도서관은 접수창구나 서가배치업무를 2004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업자와 ‘시’라는 두 개의 경영주체의 직원이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행정민간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현장책
임자인 정규직과 주임을 맡고 있는 개인도급 형태의 계약직 직원(이상 풀
타임) 및 스텝직인 파트타임노동자 5명 포함, 총 7명이다. 한편 ‘시’직원은
정규직 공무원인 관장과 부서직원(이상 풀타임) 외에도 외국어도서 담당
인 비상근직원(파트타임),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임시직원(풀타임)이 있으며, 정년퇴직 후 재임용된 단시간 직원(원래 정

50) 공익재단법인 지방자치 종합 연구소 연구원
51) 오모리(大森彌 도쿄대학 명예교수․행정학)가「지자체의 현장 및 직원의 현황」,『도
시 문제』(106) 2015.10. 47페이지에서 사용한 용어. 현재 일본의 공공서비스 제공
체제에서 민간위탁의 확대 상황을 ‘행정민간복합체’라고, 아울러 정규직 공무원
외에 비상근․재임용․아르바이트․파견․촉탁 등 비정규직 직원을 지방자치단
체가 임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정규직․비정규직복합체’ 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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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어느 날의 K시 도서관의 접수 창구․서가배치업무의 인원배치
위탁업자・・・현장 책임자＝위탁업자의 정규직 (풀타임）
주임＝위탁업자의 계약직 직원 ＜개인 도급＞（풀타임）
스텝＝파트타임 노동자 × 5인
K시 공무원 ・관장＝정규직 공무원, 부서 직원＝정규직 공무원（이상, 풀타임）
외국어도서 담당＝ 비상근직원（파트타임）
임시직원（풀타임）
고령자 재임용 단시간 직원（파트타임）

규직 공무원)이 있다(정규․비정규복합체).
이 같이 두 개의 경영주체와 일곱 가지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도서관의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다. 관장인 정규직 공무원은 도서관의 관리책임자
이지만, 위탁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위장도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요청할 일이 있으면, 위탁업체의 정규직인 현장 책임
자를 불러 상담하고 작업을 요청한다. 한편, 도서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위탁업자 쪽이다. 위탁업체는 3년에 한 번 입찰에 의해 결정되
며 이 도서관이 15년 동안 계약한 위탁업체가 6개사나 된다. 하지만 계약
직인 주임은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계약기간 1년인 채로 이 도서관
에 계속 근무하였다. 그동안 정규직 공무원의 관장은 5명 교체되었으며,
이 시의 직원도 1～3년 단위로 이동 배치되었다.

2. 공공서비스 제공자 :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위탁사업
자의 노동자
공공서비스는 ‘행정민간복합체’ ‘정규직․비정규직복합체’로 공급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라 하면, 지자체 및 국가였으며
종사자는 일반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다양하며, 따라서 그 종사자의 지위도 다양하다.
아웃소싱이 발전한 오늘날의 공공서비스는 크게 구분하면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
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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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는, 지자체가 정규직 공무
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을 고용하여 직접 제공하는 직영서비스와 주식회사,
공사․사업단, 제３섹터, NPO 등에게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 도급형태로
실시하거나 특정사업에 대해 보조금 및 사업비를 급부하는 위탁도급․
급부 서비스로 구분된다.
업무위탁 도급이나 공공공사 도급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경쟁․지명) 입찰 등을 통해 실시할 자를 결정하고 발주
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주자와의 사이에 업무(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
여 노무제공이나 성과물 납품의 대가로 위탁금이나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이에 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정관리자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의회
의 승인을 거쳐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된다.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시설
의 관리․운영을 주식회사를 비롯한 영리기업․재단법인․NPO법인․시
민단체 등 법인이나 기타단체에 포괄적으로 대행시킬 수 있다. 지정관리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환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불허가) 권한이 주어진다. 도서관의 경우 대출제한, 이용제한․정지 등
의 처분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지정을 받음으로써 유사 공공법
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영서비스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
정규직 공무원, 그리고 위탁계약․급부 서비스의 지정관리자나 업무위탁
사업자의 노동자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그림 6-1]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이미지
공공서비스
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공공서비스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직영서비스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행정처분(행위)

위탁도급․급여 서비스
지정관
리자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도급․급부

공사도급
<공공공사>

행정(공공)계약

물품조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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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되는 정규직 공무원과 열악해지는 공공서비스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의 감축
현대 일본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기아동
대책을 위한 보육 수요의 증가와 사회의 빈곤화에 따른 생활보호세대의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공무원 수가 상당 규모 감축되
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대안으로 임기 1년 이내의 기간제 고용의 의
한 비정규직 공무원과 업무위탁사업자의 노동자가 다수 동원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 감축 상황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지방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3,282,492명)이었다. 그리고
2018년까지 24년 동안 2017년의 일시적인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는 지속
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는 줄어 2018년에는 가장 많을 때보다 545,632명,
비율로는 16.6% 감소했다. 감축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4～09년까지
의 5년 동안인데 규모로는 228,491명, 비율로는 7.4%가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3월에 정부(총무성)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2009
년까지 5년 간 집중개혁플랜52)으로 4.6% 이상의 지방공무원 수의 순감축
을 요구했고, 정부의 의향을 파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목표를 상회하여
공무원의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림 6-2] 지방공공단체의 총 직원 수의 추이(1994～2018년)

자료 : 총무성,「2018 년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조사결과의 개요」.
5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침의 책정에 대해」(총 행정 제
11호, 2005년 3월 29일 총무 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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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규모는 직종 간에 차이가 있다. 직종별로 보면 경찰(114.0, 괄호 안
은 1994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를 말함), 소방(111.0), 그리고 일반행
정 부문의 방재(306.9), 아동상담소 등(191.0), 복지사무소(161.1) 등에서
증가하였다. 방재 부문은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기
사․토목기사를 증원했고, 아동상담소 등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
는 아동복지사, 그리고 생활보호수급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보호 담당 사회복지사 등을 늘렸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는 증원되었지만, 인력부족 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8
년도에 전국의 아동상담소가 지원하는 아동학대 상담 건수는 159,850건
으로 10년 전인 2008년(42,664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처하는 아동복지사는 2008년도에는 2,358명, 2018년에는 3,426
명으로 1.4배 증가에 불과하다. 그동안 아동복지사 1인당 학대 대응 건수
는 구미 수준의 18건이었던 것이 47건으로 3배 늘었다. 생활보호와 관련
해서도, 1개월 평균 생활보호 수급세대 수가 가장 적었던 1992년에
585,972가구였는데 2016년에 1,637,045가구로 2.8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생활보호 담당 사회복지사는 1992년 9,978명, 2016년 18,267명으로 1.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아동복지사나 생활보호 담당 사회복지사는 과중
노동을 수반한 증원이었던 셈이다. 한편 대폭 감소한 부문은, 업무위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급식센터(28.5), 청소(50.4) 등과 같은 기능노무직이다.
<표 6-2> 지방공무원 수 추이(1994〜2018년)
직원 수

감소 수
년

사람

감소율

1994

3,282,492

-

-

-

1999

3,232,158

1995〜99

▲ 50,334

-1.5

2004

3,083,597

2000〜04

▲ 148,561

-4.6

2009

2,855,106

2005〜09

▲ 228,491

-7.4

2014

2,743,654

2010〜14

▲ 111,452

-3.9

2018

2,736,860

2015〜18

▲

6,794

-0.2

▲ 545,632

-16.6

1994〜2018

-

자료 : 총무성,「2018 년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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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1994년부터의 부문 별 직원 수의 추이(1994년을 100으로 한 경우의
지수)

주 : 2001년에 발생한 일반행정 부문과 공기업 등 회계부문의 변화는 조사구분의 변
경에 의한 것.
자료 : 총무성,「2018년 지방공공단체 정원관리조사결과의 개요」.

나. 정규직 공무원 감축이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 감축은 주민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상징적인 사례로 서울시의 ‘송파모녀 동반 자살사건’53)과 같
은 해에 발생한 ‘지바현 초시시 모녀 동반 자살사건’(이하 ‘초시시사건’ 이
라 함)을 들어 검증해 보기로 한다.
초시시사건이란 당시 43세의 어머니가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중학교 ２
학년의 딸(13)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2014년 9월 24
일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살고 있던 현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서 강제

53)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2층 단독주택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
관한 모녀 3명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장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머니는 장녀 간병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녀는 몇 군데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태였다. 또한 자살한 방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마지막 집세와 공공요금을 봉투에 넣어두었고, ‘집주인 아줌
마에게 죄송합니다’라고 겉봉에 쓰여 있었다. 생전에 행정기관으로 상담하러 간
적이 있었지만, 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송파구 관계자는 ‘신청 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일
본어 전자판> 2014년 2월 27일 등). 한국사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있으면
서 동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특집 한국
으로부터 배우는 생활곤궁자의 취업지원’ ‘임금과 사회보장’(1715) 2018년 10월
상순 호에의 五石敬路과 邊公律의 논문 및 발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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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당하는 날이었다. 이 모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혼한 남편의 빚 외에도 불법 사채업자의 다중 채무도 안고 있었다. 그러
나 이 모자가 방치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행정 측과 다양한 접점을 가지
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매년 학용품비 및
수학여행비의 보조와 같은 초시시의 취학원조를 받고 있었다. 시교육위
원회는 취학원조 가구의 실태를 지역의 민생위원에 전달하고 있지만, 민
생위원을 관할하는 사회복지과는 이 가구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소식을 민생위원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시의 육아지원과를 통해
아동부양수당도 지급되어 왔지만, 이 부서에서도 모자의 궁핍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3년 4월 5일, 어머니는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며 생활보
호담당 사회복지과를 방문했다. 직원 2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
아 돌아갔지만, 이후 신청하지는 않았다. 같은 부서를 방문하기 직전에
월 약 4,000엔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증을 회수당했던 어머
니는 단기보험증 재발급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보험연금과를 방문, 그곳
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신청을 위해 사회복지과에 가서 상담하도록 권유
를 받았다. 시는 어머니가 2012년 7월부터 월세(월 12,800엔)를 체납하고
지바현이 재판을 거쳐 공영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했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으로부터의 연락도 없었다.
어머니는 이웃 동네의 급식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월급은 약
5～7만 엔 수준이었다. 다른 소득은 아동부양수당 약 5만 엔 등으로 연수
입은 100만 엔을 조금 웃도는 정도였다. 사건 발생 직전인 8월 급식센터
는 여름방학에 들어가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행정기관과의 접점이 있었고 모자의 곤궁한 생활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치바현과 초시시, 초시시청 내 부서 간에 충분한 정
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모자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을 것이며 최악의 사태를 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시시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논조는 신랄했으며, 비판의 화살은 초시
시와 현의 대응을 향했지만, 특히 어머니로부터 생활상태에 대해 아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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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청취하지 않고, 제도 설명만 해주고 귀가시킨 후 면접기록에는 ‘신
청의사가 없음’이라고 기록한 생활보호상담창구의 대응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54). ‘수직적 행정조직의 폐해’라는 논조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응 방법상의 하자나 조직의 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다. 지나친 정원수 감축55)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떠안아야 하는 책임과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직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상실했던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업무경감 효과를 노리고 창구상담 업무를 비정규직 공무원과 위탁
사업자로 대체시켜 온 결과,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현장
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차단되어 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상상력을 상실하
고 있었던 것이다. 초시시사건의 사례에서 보면, 모자와 접촉한 적이 있
는 시와 현의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은 사정에 더해 집세
가 밀려 공영주택에서 퇴거를 요구당하고 있는 상황, 거액의 빚이 있었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곤궁함이 있었고, 자살의 가능성이 있음
을 보고 듣고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에 있다.
[그림 6-4] 행정기관의 관여 속에서의 고립과 압박

54) 예를 들어「가난 때문에 딸을 죽인 미혼모의 통곡 - 초시시 여자살해사건의 진
상」,『주간 프라이데이』2015년 7월 22일호
55) 초시시에서는 2005년에 정규직 공무원이 1,202명 재직하고 있었지만, 초시시사건
이 일어난 2014년에는 681명까지 감소했었다. 주요 시립병원의 폐쇄에 의한 323
명, 교육부문에서 215명, 일반행정부문 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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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비정규직화 : 정부가 만드는 관제 워킹푸
어의 문제
가. 증가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감소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써, 또는 증가하는 행정 수
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존하게 된 것이 1회의 임기가 최
장 1년 이내인 기간제 비정규직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
공서비스의 비정규화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총무성에서는 2000년대 들어 임시․비상근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4
회 실시하고 있다(이하, 실시연도를 붙여 ‘〇〇조사’라 함). 첫 번째 2005
조사에서 임시․비상근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수가 전국에 45만
명이었는데, 2016조사에서는 그 수는 64만 명으로, 2005년 대비 19만 명,
40% 이상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자치단체 계층별로 다른데, 비정규직 공무원의 70%
에 해당하는 약 43만 명이 근무하는 도시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이
상에 달한다. 즉, 가장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市区町村)
의 직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공무원이다(표 6-5 참조). 직종에 따라서
비정규직 공무원이 더 많은 직종도 있다. <표 6-6>은 2016년 4월 1일 현
재의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다.
일손부족이 심한 자격직인 보육교사 등의 비정규직 비율은 51.4%, 그
리고 사서(65.3%)와 급식조리원(59.9%)의 경우,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
규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생활보호관련 창구상담원, 소비생활상담원, 취
업지원원, 여성(부인) 상담원, 가정아동상담원 등의 상담 대응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직원이 속하는 기타는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기타’에
는 대부분이 남성 정규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담원만 놓고 보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는 많은 비정규직 공무원
이 있으며, 오히려 공공서비스는 비정규직 공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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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자치단체계층별 비정규직의 비율(2016. 4. 1. 현재)

도․도․부․현
정령(政令)시

임시
비상근
직원

정규직
공무원

138,393

비정규직 비율(%)
2016.4.1.
현재

2012.4.1.
현재

2008.4.1.
현재

2005.4.1.
현재

1,500,778

8.4

7.7

6.2

5.8
12.8

58,046

234,513

19.8

21.3

14.6

시구

356,789

762,302

32.0

30.0

25.3

정촌

73,499

137,634

34.7

31.0

26.0

일부 사무조합 등

16,404

102,036

13.9

-

-

전체

643,131

2,737,263

19.0

17.9

14.7

22.9
13.0

주 : 1) 임시․비상근 직원의 숫자는 2016.4.1 현재(총무성 조사 2016).
2) 정규직 공무원 수는 2016.4.1 현재(지방공무원정원관리조사).
<표 6-4>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비정규직
공무원
A

비정규직 비율(%) A/B
정규직
공무원

총B

159,559

744,682

904,241

기술직원

9,316

217,443

226,759

4.1

3.9

3.0

2.8

의사

8,138

24,845

32,983

24.7

25.7

26.2

25.7

의료기술자

11,851

52,065

63,916

18.5

17.8

13.7

11.0

간호사 등

28,043

168,138

196,181

14.3

13.4

11.8

10.4

보육교사 등

99,958

96,025

195,983

51.0

50.8

45.1

40.0

급식조리사

37,985

25,406

63,391

59.9

54.1

44.7

38.2

기능노무직원

56,853

94,060

150,913

37.7

34.0

26.7

24.2

교원․강사

92,494

842,561

935,055

9.9

8.5

6.2

5.0

사서

16,484

8,768

25,252

65.3

-

-

-

기타

122,450

463,270

585,720

20.9

19.8

16.7

14.8

643,131

2,737,263

3,380,394

19.0

17.8

14.7

13.0

직종

일반사무직원

전체

2016.
4.1
현재

2012.
4.1
현재

2008.
4.1
현재

2005.
4.1
현재

17.6

16.7

13.3

11.9

주 : 정규직 공무원 직종 분류는「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조사 결과」의「제4표 직종
별 직원 수」의 구분․직원 수를 재분류 한 것.
자료 : 비정규직 공무원의 수치는 총무성「지방공무원의 임시․비상근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일반 공무원의 수치는 총무성「정원관리 조사」2016. 4. 1)를 바
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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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직종별․성별 임시․비상근 직원 수(2008～2016년)
2008
직종
일반사무직원
기술직원
의사
의료기술자
간호사 등
보육교사 등
급식 조리사
기능노무직원
교원․강사
사서
기타
전체

전체
비정규

중
여성

119,810 96,802
7,388
2,871
9,335
2,493
8,637
7,667
23,477 22,970
89,563 85,755
37,305 36,440
54,018 22,401
57,327 39,359
92,442 53,553
499,302 370,311

2012
(%)
(80.8)
(38.9)
(26.7)
(88.8)
(97.8)
(95.7)
(97.7)
(41.5)
(68.7)
(57.9)
(74.2)

전체
비정규

중
여성

2016
(%)

전체
비정규

149,562 119,133 (79.7) 159,559
8,855 2,880 (32.5)
9,316
8,743 2,355 (26.9)
8,138
10,969 9,747 (88.9)
11,851
25,947 25,229 (97.2)
28,043
103,428 99,498 (96.2)
99,958
39,294 37,783 (96.2)
37,985
59,254 24,028 (40.6)
56,853
78,937 50,974 (64.6)
92,494
- 16,484
113,988 74,499 (65.4) 122,450
598,977 446,126 (74.5) 643,13 1

중
여성

(%)

128,260
2,599
2,139
10,572
27,430
96,499
36,901
21, 973
61,440
15,295
78,488
481,596

(80.4)
(27.9)
(26.3)
(89.2)
(97.8)
(96.5)
(97.1)
(38.6)
(66.4)
(92.8)
(64.1)
(74.9)

자료 : 매년「임시․비상근 직원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2016 년은 동조사의 개별자
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또한 2016조사에서는 전국의 비정규직 공무원 수는 643,131명으로 되
어 있으나, 이 중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481,596명이 여성이다(표 6-4 참
조). 지방공무원의 3분의 1은 비정규직 공무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원 4명 중 1명은 여성 비정규직 공무원인 셈이다.
직종별로 보면 가장 인원수가 많은 것은 일반사무직원으로 약 16만 명
이지만, 이 중 여성 비정규직은 약 13만 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다
음으로 인원이 많은 것이 각종 상담원으로 구성된 ‘기타’로 분류되는 비
정규직 공무원(약 12만 명)이다. 이 가운데에서 여성 비정규직은 약 8만
명으로 64%이다. 간호사, 보육교사, 급식조리사와 같은 돌봄 노동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은 거의 모두가 여성이다.
나. 관제 워킹푸어 - 간접 차별과 비정규직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의 비정규화는 성별에 따른 격차를 수반하며 진행된다. 이 상황
을 분석한 것이 <표 6-6>과 <표 6-7>이며, 지방공무원과 민간노동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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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남녀 간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 <표 6-6>, <표 6-7>의 민간노동자의 정규직과 지방공무원의 정
규직 공무원의 각각 남녀 간 임금격차 상황을 보면, 민간노동자의 남녀
간 임금은 남성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정규직이 75인 반면, 정규
직 지방공무원의 남녀 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남성의 정규 지방공무원을
100으로 할 때 여성의 정규직 지방공무원은 89로, 정규직만 보면 지방공
무원 쪽이 남녀 간의 격차는 작다.
그러나 고용형태별로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 민간노동자의 정규직․비
정규직 간 격차의 경우, 남성은 남성 정규직을 100으로 하면 풀타임 남성
비정규직이 67, 남성 파트타임이 50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 정규직을 100
으로 할 때 풀타임 여성 비정규직이 72, 파트타임이 62다. 이에 비해 지방
공무원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남성의 정규직 공무원을 100
으로 할 때, 임시직원이 37로 약 3분의 1, 비상근 직원은 48로 절반 정도
이다. 여성의 정규직 공무원을 100으로 하여 임금격차를 계산하면, 임시
직원이 42로 약 40% 수준, 비상근 직원이 54로 절반 정도이다.
<표 6-6> 민간노동자 남녀 간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상황(2016년)
(단위 : 엔, %)

민간노동자

시간당
임금

풀타임 일반노동자

파트타임 단
시간노동자

정규직․비정
규직 간 임금
격차

정규직(A)

비정규직(C)

B/A

C/A

비정규직(B)

남성

2,262

1,526

1,134

67

50

여성

1,698

1,222

1,054

72

62

남녀 간
75
80
93
임금 격차
(남성=100)
주 : 1) 2016년의 민간 남성 정규직의 소정내 임금은 349,000엔, 여성 정규직의 소정
내 임금은 262,000엔 풀타임 남성 비정규직의 소정내 임금은 235,400엔, 풀타
임 여성 정규직은 188,600엔(후생노동성「2016년 임금구조 기본조사」제6표).
이러한 2016년의 민간의 월간 소정 근로시간인 154.3시간(후생노동성「매월
근로통계조사 2016년분 결과 확보」)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했다.
2) 민간의 파트타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후생노동성「2016년 임금구조기본
조사」제12표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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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노동자 쪽이 격차의 정도가 작
다. 즉, 지방공무원의 임금격차는 남녀 간의 격차도 있지만, 정규직․비정
규직 간의 격차가 더 크며,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의 정도는 민
간노동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4명 중 1명은 여성 비정규직 공무원이
다. 그 여성 비정규직 공무원은, 남성이 과반을 차지하는 정규직 공무원
월급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취급을 하는 ‘직접 차
별’인데 반해 성별과 관계없는 경우일지라도 운영 결과, 남녀의 어느 한
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간접 차별이라 한다.
위와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의 차이를 가장
한 전형적인 간접 차별이다. 지방공무원의 비정규화는 남녀 간의 간접적
인 임금차별을 수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56)
<표 6-7> 지방공무원 남녀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상황(2016․2018년)

지방공무원

풀타임

파트타임

(단위 : 엔, %)
정규직․비
정규직 간
임금격차
B/A C/A
37
48
42
54

정규직(A) 임시직원(B) 비상근직원(C)
남성
2,268
1시간 당
845
1,080
임금
여성
2.015
남녀 간
임금 격차
89
(남성=100)
주 : 1) 정규직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은 총무성 2018년 4월 1일「지방공무원 급여실
태 조사 결과」의 일반 행정직의 남녀별 평균 기본급 월액(봉급+부양 수당+
지역 수당)에 12를 곱해 이를 2018년의 연간 관청 업무일수인 245일과 하루
의 소정 근무시간인 7.75시간으로 나눠 계산했다.
2) 지방공무원의 임시직원, 비상근 직원의 임금액은 총무성 ‘임시․비상근 직원
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2016년 4월 1일 현재)’의 시구정촌의 데이터를
사용. 또한, 비상근 직원은 특별직 비상근 직원의 데이터를 사용.
56) <표 6-6>, <표 6-7>은 모리 마스미(森ます美),「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비정규직 노동정책과 관련하여」,『(쇼와여자대학) 학원․인간사회학 기요』No.
868 (2013.2)에 게재되어 있는 <표 1>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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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의 역할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간접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효
과를 초래한다. 이는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녀평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은 결정적이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스웨덴 사례를 보도록
하자. 원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특히 높지 않았던 스웨덴 사회였지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고도 경제성장기에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의 수용
을 거절한 결과,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 되었다.57)
실제로 피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① 공무원의 비율(표 6-8) 및 ② 전
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표 6-9)과 국가별 남녀평등순위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듯하다.
남녀평등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공무원 비율과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다. OECD 평균이 ① 19.3% ② 58.0%인데 반해,
2013년도 남녀평등순위 3위인 노르웨이는 ① 33.4% ② 66.7%, ４위인 스
웨덴은 ① 25.8% ② 71.8%, 8위인 덴마크는 ① 32.2% ② 67.7%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한다. 한편 남녀평등순위가 2013년 단계에서 세계 105
위인 일본은 ① 7.6% ② 41.9%, 한국은 ① 7.4% (②의 데이터는 미공개)
로,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공무분야에서 여성이 활약할 수 있
57) 마에다 켄타로(前田健太郎)『시민을 고용하지 않는 국가 - 일본이 공무원이 적은
나라가 된 길』도쿄대학출판회, 2014년, p.262. 또한 다음 내용도 참조. “스웨덴
여성은 양성평등이라는 관점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의 대안으로 국내에 의존
하는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었다. 그러나 1950년
대와 1960년대에는 스웨덴이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를 구축하게 되리라고는 아무
도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화되었고, 그래서 필요해진 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 1990년대 초 정부부문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 많
은 인력을 고용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이 가져온 정치적 현실로서 ‘정부의 축소’는
여성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스벤 스타인모 저, 야마자키 유키
코 번역『정치경제의 생태학』이와나미서점, 2017년,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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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리는 극단적으로 적어 ‘여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는 국가’인
셈이다. 일본은 앞서 언급했듯이, 절망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
정규직 공무원의 4분의 3이 여성이다
‘시민을 고용하지 않는 국가’를 저술한 행정학자 마에다 켄타로 도쿄대
학 준교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
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이 가정 내에서 하고 있던 가사․간호․육
아 등을 대체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지원
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는 정규직 공무원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불안정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고용형태를 통해 간접적으
로 공급받게 될 것이다. 불안정한 형태로 여성이 많이 고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유럽 국가처럼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피
드백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58)
일본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여성 비정규직 공무
원에 의한 제공으로 전환해 온 결과, 보육 및 간호 등의 공공의료서비스
의 공급이 부족하고 이것이 여성을 가정에 묶어 두는 원인이 되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방해하고 사회 진출의 저해 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를 통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모습
이다.

58) 마에다, 앞의 책, 주 6, pp.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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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노동자 수 대비 공무원 수의 비율(2013년)
(단위 : %)
노르웨이
33.4
그리스
17.5
덴마크
32.2
아일랜드
17.4
리트비아
27.5
스위스
17.3
스웨덴
25.8
이탈리아
16.0
룩셈부르크
24.8
오스트리아
14.3
헝가리
23.9
포르투갈
13.9
에스토니아
23.8
남아프리카 공화국
13.1
슬로바키아
23.3
스페인
12.7
폴란드
22.6
터키
11.7
영국
21.5
뉴질랜드
11.6
슬로베니아
20.9
브라질
11.4
우크라이나
20.1
멕시코
11.2
벨기에
19.6
칠레
10.3
OECD 평균
19.3
일본
7.6
캐나다
19.0
한국
7.4
프랑스
17.9
콜롬비아
3.7
자료 : <도표 6-10>, <도표 6-11> 모두,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06
July 2015, OECD.
<표 6-9> 전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2013년)
(단위 : %)
스웨덴
71.8
호주
57.5
슬로베니아
69.8
포르투갈
57.0
덴마크
67.7
스위스
56.5
노르웨이
66.7
벨기에
56.0
에스토니아
66.4
이탈리아
55.9
영국
65.9
스페인
54.3
라트비아
63.8
칠레
54.6
캐나다
62.8
남아프리카 공화국
52.6
프랑스
62.3
독일
51.5
헝가리
60.4
콜롬비아
49.1
폴란드
59.7
멕시코
48.6
슬로바키아
59.5
룩셈부르크
48.0
브라질
58.4
그리스
45.6
OECD 평균
58.0
일본
41.9
뉴질랜드
57.6
자료 : <도표 6-10>, <도표 6-11> 모두,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06
July 2015,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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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자의 노동자의 상황
정규직 공무원의 감소를 대체해 온 또 하나의 주체인 위탁사업자에 의
해 고용된 노동자 상황은 어떨까?
가. 노무제공형 업무의 민간위탁 상황
업무위탁 도급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노무제공형 업무인 청소나 급식
등의 현장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그림 6-3 참조).
현장업무 분야의 민간위탁의 역사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답신을 계기로, 이른바
행정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철도와 전신전화 등의 3공사의 민영화를 비롯
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인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연동하는
<표 6-10> 직종별 정원수 변동 추이(1994년 직종별 정원수를 100으로 계산)
1994 1999 2004 2009 2014 2018
사서(보)․학예사(보)

100

108

103

89

77

간호사
보건사․조산사
의료 기술자

100
100
100

109
120
109

112
128
112

103
131
107

95
123
104

보육소 보육자

100

99

96

85

79

100

120

140

180

생활보호 담당 사회
100
복지사
아동복지사 등
100
일반 사무직
100
운전수 차장 등
100
수위․청무원 등
100
조리사
100
청소직원
100
교육 공무원
100
경찰관
100
소방대원
100
전체
100
자료 : 총무성,「지방자치단체

비고
비정규직화․업무위탁화
75
등에 의한감소
89
114
107
비정규직화․업무위탁화
81
등에 의한 감소
190 증가

113 110 123 130 131 증가
100
96
88
84
86 감소
72
50
31
27
33
86
66
48
34
31 업무위탁화 등에 의한 감
89
70
49
35
30 소
102
90
72
58
50
96
92
89
89
92 감소
103 108 113 114 113 증가
105 107 109 107 106 증가
98
94
87
84
85
정원관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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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도 1984년의 임시행정조사회․지방행정개혁 추진 소위원회
답신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되어, 1985년 구 자치성 ‘행정개혁대강’ 통달에
입각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정원감축과 더불어 ‘민간위
탁 등 사업운영의 합리화․효율화’ 가 강조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지방
의 민간위탁은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다.
버블이 붕괴되고 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해진 1990년대에 들어선 후, 구
자치성은 재건을 위해 1994년과 1997년에 연달아 지방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사무차관 통지를 내린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원 감축과 민간업
무 위탁을 실시하도록 압박했으며, 이에 타깃이 된 것은 현장업무 분야였
다. <표 6-10>은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운전사․차장 등, 수위
․청무원(관청의 사무원) 등, 조리사, 청소직원 등의 정원이 1990년대부
터 다른 직종에 앞서 감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축분이 민간
으로 업무 위탁된 것이다.
나. 2000년대의 시설분야 업무의 민간위탁․지정관리자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설분야 업무의 민간위탁이나 지정관리자화
에 의한 아웃소싱이 시작된다.
<표 6-11>의 내용과 같이 문부과학성에 의한 2015년도 사회교육조사
에서는 공립 사회교육 시설(53,016개 시설) 중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
고 있는 시설은 15,297개소로, 그 비율은 28.9%이다. 각 시설 중 가장 비
중이 높은 것은 극장․음악당 등(57.7%)이고, 이어 청소년 교육시설 41.0%,
사회체육시설 39.0% 순이다. 지정된 단체는 공익법인 등 5,648단체, 주식
회사 4,551단체로 지정관리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표 6-11> 중에서 괄호에는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05
년의 상황을 기재했다. 지정관리자․관리위탁자가 도입된 시설의 비율은
14.3%에서 2015년에는 2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의
지정관리자 비율은 1.8%에서 15.6%로 10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즉 사회
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이 완전히 행정민간복합체에게 맡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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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사회교육시설의 종류별․지정관리자(관리위탁자 포함)별 시설 수

(2015 ․2005년)

주 : 1) ‘지정관리자’는 지방자치법 244조의 2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맡는 경우를
말한다. ‘관리위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동법 동 조항에 따라 관
리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괄호 안은 2005년도 조사의 수치.
자료 : 문부과학성,「사회교육조사 2015년도 및 2005년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다.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집 아웃소싱의 상황
아동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의 아웃소싱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
다. 2002년 재무성 ‘예산집행조사’에서는 공영 인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국가가 정한 기준의 2.5배, 주식회사에 운영위탁한 인가 어린이집은 1.3배
라고 언급한 후, ‘어린이집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이며 배치된 보육교
사 수가 국가 기준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공
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인
건비의 억제, 공설 민영․주식회사의 참여 촉진을 강조했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자, 어린이
집 민영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업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삼위일체 개혁’에 의해, 시․정․
촌(기초단체) 공립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출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일반재원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로 배분되자, 어
린이집 운영비, 특히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정
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59) 본래 어린이집의 경영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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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남은 재원을 다른 예산 항목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육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철수하고 그 운영은 민간단체에
맡겨져 왔다. 그 상황을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로부터 확인하
고자 한다.
어린이집 수는 25년 동안 큰 증감이 없었다(그림 6-5). 1991년 22,668
개, 2000년 22,199개로 저출산 영향을 받아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증가하여 2014년에는 24,509개가 되었다. 하지
만 저점이었던 2000년과 비교해도 2,310개 늘었을 뿐, 증가율은 15년 동
안 10% 정도에 불과하다. 즉 대기아동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대기아동
제로’를 정책과제로 중시하면서도 어린이집은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영형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공영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공영 어린이집은 1991년에 13,331개였던 것이 2014년
에는 9,312개로 7% 정도까지 감소했다. 한편, 민영 어린이집은 1991년에
9,337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11,598개로 증가하여 공영 어린이집 수를
웃돌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15,197개가 되어 인가 어린이집 전체의
62%를 차지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림 6-5] 경영형태 별 어린이집 수의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사회복지시설 등 조사」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59) 일본보육협회가 200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시의 59.4%가 인건비 부
분을 압축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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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경영형태별 상근(전임) 보육교사 수의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사회복지설 등 조사」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공영․민영을 합한 보육교사 수는 199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1년에는 전임보육교사(정규직 공무원인 보육교사의 명칭)가 183,819
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242,784명, 2010년에는 293,885명, 2014년에는
323,494명으로 24년간 약 14만 명 증가(약 76% 증가)했다. 그러나 보육교
사의 증가에 기여한 것은 주로 민간보육 부문이며, 같은 기간에 83,119명
에서 209,084명으로 약 12만 명, 2.5배나 증가했다.
한편, 공공보육 전담보육교사(상근, 비상근 포함)은 1991년에 100,700명
이었던 것이 2003년에 130,399명으로 약 3만 명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
작해 2014년에는 114,410명까지 줄었다.
라.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과 업무위탁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2001년 이후 보육관련 행정당국은 이른바 대기아동 대책으로 어린이집
을 증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시켜 왔
다. 그 결과, 정원 확대분에 상응하는 보육교사를 확보할 필요성에 직면
했지만, 공영 어린이집에서는 정규 보육교사를 비정규 보육교사로 대체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자체의 경영을 민영화함으
로써 동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을 국가가 정하는 공정가격 범
위 내에서 정해지도록 억제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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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임금․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수준은 현
저히 낮으며 보육업무에 내재된 책임의 무게와 리스크의 범위에 비해 현
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업무위탁은 갈수록 어려
워지는 지방재정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위탁비는 가능한 한 낮
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
자에 
대한 임금에 반영된다. 대인서비스 분야의 직종별 일반노동자의 평
균 월급여(세전)를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18년)’에서 추
출하면 다음과 같다.

전산업 평균

33만 3,700엔

간호사

33만 1,900엔

케어 매니저

25만 7,600엔

조리사

25만 3,700엔

보육교사

23만 9,300엔

복지시설 요양사

22만 6,300엔

방문요양사

22만 6,200엔

관리인

21만 2,200엔

보육교사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11만 엔 낮고, 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사도 12만 엔이나 낮다. 이러한 직종은 세금이나 보험료가 투입
되는 분야이며, 처우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대기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런 원인 때문이다. 또한 적은 재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했
기 때문에 채산성을 무시한 덤핑 수주가 유발되어 왔다. 그 결과, 도쿄도
미나토구의 공공 임대 주택 ‘시티하이츠 터캐시바’ 엘리베이터 사고(2006
년 6월 3일)60)와 사이타마현 후지 미노시의 수영장사고(2006년 7월 31일)
61)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는 열악해지고 있다.

60)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기업이 사고 발생 4년 전 수탁금액의 약 4분의
1의 금액으로 덤핑 수주한 결과, 충분한 관리․점검이 수행되지 않아 고교생을
문에 끼운 채 엘리베이터가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명사고. 도쿄지검은 2009
년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조업체의 당시 경영진과 사고 당시 보수점검
을 담당하고 있던 보수점검 회사의 사장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불구속 입건)
했다.
61) 후지미노시에서 관리 위탁을 받은 회사가 하청업체에 수영장 관리업무를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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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무엇을 해야 하나
일본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그 결과 공
공서비스 자체도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모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내거는 서울시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 종합적․체계적인 노동정책은 도시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하
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사업주로서의 서울’이다. 서울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
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선 시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공무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400명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
월에 걸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정규직화를 실
현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본의 노
동계약법 18조와 같은 내용의 같은 조치가 적용되어 근속 ３년차 이후에
는 무기로 고용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를 실행한 것
이다. 아울러 시가 업무위탁을 실시하고 있었던 청소나 경비 등의 업무를
다시 직영화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약 6,000명의 노동자의 무기계
약직 전환․정규직화를 진행했다. 또한 2017년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직원을 일하게 한 민간기업(다산콜센터)를 공사화(반직영화)하고, 동 공
사가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을 계속 채용함으로써 블랙
기업의 배제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의 개선을 도모했다.
두 번째는 ‘지역 최대의 경제 주체로서의 서울’이다. 서울시는 ‘생활임
금수준을 기반으로 질 높은 공공계약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가 선두를 끊자 한국의 95개 지자체(전체의

맡기고, 이 하청업체가 고용한 수영장 감시원에게 연수나 지도도 하지 않았으며,
수영을 못하는 감시원도 다수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뚜껑이 분리된 급수구
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소녀가 빨려 들어갔다. 수탁업자는 청소업체였으며 수영
장 관리운영은 대상 사업분야가 아니었다. 2007년 6월 8일 사이타마지검은 후지
미노시 체육과장과 관리계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
이타마지방법원은 2008년 5월 27일 체육과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관리계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발주자인 후지미노시의 책
임을 크게 물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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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분의 1)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세 번째는 ‘노동정책 주체로서의 서울’이다. 그 중 하나의 사례는 ‘감정
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는 전화로 성
희롱이나 폭언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상대에게 폭언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례는 또한 폭
언 등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를 위한 환경 조성 책임
을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취업활동에 사용하도록 일
본 엔으로 한 달에 5만 엔의 ‘청년수당’을 반년간 지급하고 있다. 세 번째
는 블랙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의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외식산업업
계단체 회장과 서울시장이 동 협약서를 체결하고 가맹음식점에는 표준노
동조건 통지서를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는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
으면서도 블랙기업을 배제하고 서울시라는 브랜드파워를 이용하여 좋은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부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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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회복지제도(개호보험제도) 붕괴와 돌봄 노동운동
타지마 케이코(但馬 けい子)62)

1. 들어가며
가. 아베 ‘일하는 방식 개혁’
돌봄 노동운동을 둘러싼 현황을 설명하기 앞서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에 드러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잠시 언급해보겠다.
아베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일본 노동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의미
한다. 언론 매체 등에서는 일제히 그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를 들고 있
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
회적 협업이 발전하면서 인건비 삭감(노동착취)을 강도 높게 추진할 법제
를 정비하는 데 있다. 2016년 8월, 일본 경제동우회는 ‘신(新)산업혁명으
로 인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침을 내놓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정된 ‘공장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일본의 노동
법은 ‘소정의 장소’ ‘소정의 시간’에 ‘노동시간과 성과가 비례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움 움직임(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고용정책의 전
환을 주장하였다. 경영(자본)의 관점에서 ‘가치(=이익)’를 창출하지 못하
는 노동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일하는 방
62) 복지․요양․의료노동자조합(케어워크) 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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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개혁’은 대체로 이러한 노선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
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고의 원래 주제인 “노동운동이 직면한 과
제 - 돌봄 노동운동”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만 언
급하기로 하겠다.
이 개혁은 기본적으로 노동정책의 근간에서 노동자 보호와 고용(사용
자 책임)이라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고용대책 추진법’
이 ‘노동시책 종합추진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노동생산성 향상’과 ‘다양
하고 유연한 근무 방식’이 핵심 내용이 되었다. ‘부업 및 겸업’ ‘텔레워크
(telework: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는 형
태를 의미함)’ ‘유사 자영업자(고용관계가 아닌 업무별로 위탁 및 청부계
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 등은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서 노동법의 범
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뤄야 하며 계약노동은 ‘노동법’이 아닌 경제산업
성이 관할하는 ‘독점금지법’으로만 다루면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시간을 보면, ‘과도한 장시간노동을 벌칙으로 규제한다’고 하
나 최대 근무시간은 과로사 기준인 월 100시간이며, 시간 관리가 없는 ‘고
도프로페셔널제도(고프로)’도 도입되었다. 재량노동제 개악은 이번에 넣
지 못했지만 분명 ‘고프로’ 제도의 밑거름으로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은 무제한이지만, 운수 등 인력부족으로 장시
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방향은 시간외노
동은 규제한다는 것이다. 잔업(야근) 수당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노동
자의 경우, ‘부업 및 겸업’을 하면 된다는 절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되었다. 오랫동안 임금․처우
에서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
고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미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20여 년에 걸친 임금 하락과 연봉 100만～200만 엔 이하의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편산업노조와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등이 노
동계약법 20조를 근거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승소하였다. 지배층들은 활용이 편한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나가려면 일
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정규직 고용노동자의 처

제7장 사회복지제도(개호보험제도) 붕괴와 돌봄 노동운동 139

우 및 임금 인하이다. 우편직의 경우 재판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정규
직의 수당을 삭감해버리는 폭거가 일어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장시간노동
및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일본의 거대 기업
들은 해외에 1,000조 엔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유보액은
500조 엔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 그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고 자본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노동력만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노동은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동하기 쉬운 나라’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정권은 관
주도라는 독재적인 수단을 동원해 그 실행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나. 노조운동이 직면한 과제, 돌봄 노동운동
아베 정권은 언론 매체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질 높은 생활이 가능
하다는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추진되면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노동자 보호는 약화되며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저항권․인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은 자본이 필요로 할 때
에만 쓰이는 재료가 되어 약육강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도입을 주장한 과거 ‘신시대의 일본식 경영(1995년)’
이라는 전략으로 인해 일본 노조운동의 근간이 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
으로 한 기업 내 노조는 와해되었는데, 이후 25년에 걸쳐 쌓아왔던 반격
을 위한 노력을 다시 처음부터 뒤집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케어워커즈유니온(복지․요양․의료노조)은 돌봄 노동(복지․요양․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혼자라도 가입할 수 있는 산업별 단결을 추진
하는 노조로 탄생하였다. 여타 산업에는 없는 특징이나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
즉 “경영 이익을 낳는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노동정책”은 돌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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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성격을 크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 노조가 점점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돌봄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우리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여러 사회단체와 협동하여 요양․복지 총
단결 행동이라는 공동투쟁 조직을 결성하였고, 미즈노 히로미치씨의 제
안으로 ‘요양 노동자 권리선언 운동’에 착수하여 돌봄 노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소개하겠다. 일
단 현재 돌봄 노동의 전제가 되는 개호보험법(2000년 시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법률은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심신의 변화에 기인한 질병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요개호 상태가 되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수발, 기
능훈련과 간호 및 요양 상의 관리, 기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을 대상
으로 이들이 존엄을 유지하고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자립하여 일상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
된 급부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 공동연대 이념에 기초하여 개호보험제도
를 마련하고, 이 제도가 이행하는 보험 급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을 목
적으로 한다.”(개호보험법․총칙 1장 제1조, 밑줄 필자)
‘개호(간병․요양)의 사회화’를 내걸고 도입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 및
개호보험의 이념은 ‘존엄성 유지’,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사회생활’, ‘서비
스의 선택 및 자기결정’이며, 돌봄 노동은 실제 여건과는 별도로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개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총칙 제1장 제1조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기본 이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자립’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고령자들은 계속 늘어나 ‘존엄성과 선택,
자기결정’을 중점에 둔 ‘자립 지원’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것
이다. 개호산업이 요구하는 ‘생산성’이란,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개호 재원을 전환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취할 수 있는 곳에서 철
저히 취하여 회전율을 높이는(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노동의 목적 및 성과는 개호보험을 쓰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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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함) ‘자립’의 개념을 바꾸려는 것이다. ‘사람답
게 살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개호 노동은 개호보험을 쓰지 않는
고령자로 관리․처리․훈련하도록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후 장애인 돌
봄도 그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경제산업성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도
모하자는 의미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뿐만 아니라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개편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개호 업계에서는 ‘자립’ 개념의 변경, ‘사람답게 살
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리․처
리․ 훈련으로 개호의 개념을 전환하고 개호비용 삭감이라는 ‘혁신(‘신기
축’,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재무성이 후생노동성에게 입김을 가하여 현재
개악을 추진 중이다.

2. 개호보험제도의 붕괴(‘국가적 사기’)
물론 정부와 자본가들은 개호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
상(이익률 향상)을 위해 ‘신기축(이노베이션)’을 제시한다고는 하지 않는
다. 정부가 언론 매체를 이용해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이 ‘재원의 지속가
능성’이다. 내각부 자료를 보면, 현재 사회보장비는 120조 엔이고, 2040년
에는 그 1.5배인 190조 엔이 되어 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조장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보장비의 국고 부담은 33.1조 엔이며(기타 지방세
13.8조 엔, 보험료 70.2조 엔+자산수입) 국고 부담의 절반은 국채(즉 부채)
다. 개호보험만 놓고 보면, 개호보험급여비 총액은 약 10.8조 엔이고 그
중 국고 부담은 22.5조 엔(정률 2.0조 엔, 조정 교부금 0.5조 엔)으로 국가
예산(99.4조 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다.
‘지속가능성의 위기’라고 선동하면서 아베 정권은 소비세 증세․서비스
삭감․이용자 부담 증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
위기는 정부와 언론이 선전하는 사회보장비 증대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증세와 사회보장 삭감으로 재정 위기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격차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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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의 현황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의 현황
사회보장 급여비 2006년도(실적) 89.1조 엔(국민소득 대비 23.9%)
【급여】
연금 47.3조 엔(53%)

의료 28.1조 엔(32%)

《국민소득 대비 12.7%》

《국민소득 대비 7.5%》

복지 기타
13.7조 엔(15%)
이중 요양 6.1조
엔(7%)
《국민소득 대비 1.6%》

【부담】

보험료 56.2조 엔(64%)

세금 31.1조 엔(36%)

운
용
수

이 중 보험자 갹출
29.2조 엔(33%)

이 중 사업자 갹출
27.0조 엔(31%)

각 제도에서
보험료 부담

이 중 정부
21.9조 엔(25%)
정부(일반회계)
사회보장 관련비 등

※2008년도 예산 사회보장 관련비
21.8조 엔(일반세출의 46%를
차지함)

이 중 지방

입

9.2조 등
엔(11%)

적
립
금
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반재원)

※ 사회보장 급여의 재원으로는 이 외에도 자산 수입 등이 있음

속 확대(노동자 민중의 빈곤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및 사회보장 삭감․축
소로 인해 팽배해지는 생존권의 위기, 사회 전체의 황폐화 등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재정 위기와 사회보장 위기를 가져온 것은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다
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먼저 법인세 감세와 소득 누진 과제의 수평화
등으로 기업과 부유층에게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40%가 되면서 연봉 300만 엔이 중앙값(가장 많은 층)이
되는 등 소득이 감소하면서 납세액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후
생연금․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회보장비까지 줄어들게 된 것
이다. 후생연금․보험의 절반은 사업주 부담이라서 사업주는 이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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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된 정사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임금이 줄
어들면서 일부 후생 기금이 파탄 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다음으로 적자 국채의 상환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재정 적자
가 100조 엔 이하였다. 거품 경제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적
자가 급증하여 2000년에는 350조 엔을 넘었고 2010년에는 650조 엔으로
불어나 현재는 1,000조 엔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비 증대(당
시에는 연 11조 엔 정도)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공약한 430조 엔의 공공
투자가 발단이 된 것이다.63)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응한 무기 대량
구매, 즉 군사비 증대 등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왜곡된 재정 구조 위
에 기존의 빈약한 복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실업,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
한 적응장애, 고령화 등의 사회보장 증가라는 문제가 물밀듯이 떠밀려오
는 형국이다.
현재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일본 사회가 공업화됨
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가족제도 안에서 ‘주부’가 간병과 요양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고령화 사회는 간병 지옥․간병 동반자살, 나아가 병원에 고령자를 유기
(사회적 입원)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당시에 장기 와상 및 치매 고령자를 돕는 것은 ‘조치’라는 제도였다. 기
초단체의 장이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비용은 이용자의 소
득에 따라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한다는 행정책임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상이 되는 것은 극소수의 빈곤층
뿐이었기 때문에 ‘조치(=처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일방적 복지’로서
고령자에게는 선택이나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대상에서 제외된 요개호
자는 노인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식당과 욕실, 재활치료실도 없는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침대에 묶어 둔 채 검사와 수액처치만 하
면서 폭리를 취하는 병원(사이타마현 미사토 중앙병원)도 있었다.
한편 가정 내 간병 학대와 간병 동반자살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대함에 따라 1994년 12월 구 후생성
63) 근래 태풍 재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공공투자는 주민생활의 인프라가 아
니라 건설업자의 이권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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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고령자 요양 및 자립 지원 시스템 연구회’(좌장 오모리 와타루 도쿄
대학 교수)가 네 가지 제언(① 고령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 ② 요양
서비스의 일원화, ③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및 확립, ④ 사회보험 방식 도
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및 후생성의 주된 목적은 의료비 삭감이었으며, 제도 원안을 작성
한 구 후생성 관료들은 거액의 공비(公費)가 필요한 북유럽 방식은 무리
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 방식을 주장하였다. 의료 및 요양 관계자들을
비롯해 ‘치매와 그 가족 모임’, ‘고령 사회를 생각하는 여성 모임’ 같은 시
민단체에서는 행정 책임이 모호해지고 빈곤층에게 가혹해질 뿐이라는 반
대 의견도 나왔으나 후생성은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덴마크
의 고령자 복지 3원칙 즉, 익숙한 지역에서 자택이나 자택과 가까운 환경
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계속성’, 스스로 삶의 방식을 정하는 ‘자기 결정’,
경험과 능력을 살리는 ‘자기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할 것을 약속하고 이들
을 설득하였다.
1996년 9월 ‘요양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1만 시민 위원회’, 이듬해인
1997년 11월 기초단체장 일동의 ‘복지 자치단체 유니트’ 궐기 등, 여러 가
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광범위하고 열성적인 시민운동에 힘입어 1997년
말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요지원․요개호 인정자 및 이용자가 늘어
나 국세의 2～3%에 불과한 개호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개호 보수의 삭감,
서비스 축소, 보험료와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호보험은 3년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2015년에 개호 보수가 대폭
적으로 인하되면서 개호보험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소가 도산하
거나 폐업하였다(제6기 계획). 2018년에는 요지원 1․2에 해당하는 경도
의 대상자들이 개호보험에서 분리되어 기초단체 사업으로 이전되었다(제
7기 계획). 이 제7기 안에 ‘자조(본인 및 가족)’와 ‘공조(주민 간)’가 강조
되었고 ‘공조(개호보험)’는 쓰지 말라, ‘(개호보험에서)졸업하라’는 행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개호보험제도에 관여했던 옛 관료들조차 ‘국
가적 사기’라고 말할 정도로 ‘보험료는 있고 개호는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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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2021년 제8기 계획이 이미 큰 틀에서 제시되고 있다. 케어
플랜(간병․요양 서비스)의 유료화, 20～30%로 이용료 부담 인상, 요개호
등급 2 이하 서비스 축소, 요양 인력부족을 이유로 AI 도입을 통한 서비
스 획일화 등이 총리 관저와 재무성 주도로 진행 중이다. 서비스 ‘적정화’
라는 명목으로 서비스 억제의 관점에서 케어플랜을 점검하고(‘자립지원
형 지역 돌봄 회의’ 등), 정부가 정한 ‘평가 지표’로 서비스 억제 실적을
채점하고 그 점수에 따라 ‘보험자 기능 강화 추진 교부금’을 배분하는 시
스템이 만들어져 요양 서비스 억제를 놓고 지자체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
다. 주체적인 생활을 돕는 ‘생활 모델(사회 모델)’형 돌봄이 크게 전환되
는 최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3. 돌봄 관련 노동자 현황
개호보험이 도입된 것은 2000년인데 그 이전, 즉 ‘조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의 간병․요양 노동은 가정봉사원(공무원 혹은 그에 준하는 신분),
행정 및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의 흐름이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무상 자원봉사다.
가정봉사원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복지정책이 전환되면서 홈헬퍼(방문
요양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당시에는 공무 헬퍼), 1980년대에는 수만
명에 불과했으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파견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폭 증
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적인 신분 보장(인건비 보조 방식, 당시에
는 공무원 수준의 임금)은 축소되고 사업보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급
제로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등록제 헬퍼(홈헬퍼)가 탄생하였다.
후자인 장애인 돌봄 무상 자원봉사는 1970년대의 후추시 요육(療育: 발
달지원)센터 투쟁으로 시작된 장애인의 공적 요양 보장(요양비) 요구 투
쟁을 통해 ‘장애인의 요양보장’과 ‘지원자의 생활보장’을 일원화하였다.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공무 헬퍼와 시설 직원은 장애
인의 24시간 지역 돌봄 요구가 노동조건(9시～5시 근무)을 악화시키는 요
구라며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보였다.
전술한 ‘개호의 사회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2000년에 개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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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55만 명(추정치)의 개호 노동자가 배출되었고,
2012년에는 대략 그 3배인 149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거 빈곤층에
대한 구제 조치를 담당했던 공무 헬퍼는 신분이 축소되어 고령자 요양 및
간병으로 바뀌었고, 무상 자원봉사는 돌봄에 따른 생활 보장을 얻어낸 장
애인 돌봄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모든 노동에 부당하게 낮은 평가와 임
금․노동 조건만 부여되었다.
다음은 요양 노동자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력부족>
개호사업은 ‘성장 산업’이라는 요란한 선전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노동
자 참여는 2012년부터 둔화되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사업자들이 채용
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그림 7-2] 요양직원 채용 곤란한 이유

요양직원 채용이 곤란한 이유
낮은 임금
힘든 업무
(신체적․정신적)
낮은 사회적 평가
휴가를 내기 힘듦
고용이 불안정

자료 : 요양노동안정센터.

이러한 이유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임금>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의 전체 산업 평균 월급은 32만

제7장 사회복지제도(개호보험제도) 붕괴와 돌봄 노동운동 147

9,600엔이다. 반면 복지시설의 요양원은 21만 9,700엔, 방문요양원(홈헬
퍼)은 22만 700엔, 케어매니저도 26만 2,900엔으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약
10만 엔이나 적다(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에서는 연봉이 300만 엔 남짓).
마이나비(이직 사이트)의 2017년 업종별 모델 평균 연봉 순위(113개 업
종)에서는 100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7-3] 요양 직종별 평균 급여 비교

요양 직종별 평균 급여 비교
상근
(월급)

(만 엔)

산

간

업

호

계

사

케
어
매
니
져

파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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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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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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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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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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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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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후생노동성.

<노동법 준수 여부>
오사카노동국에 따르면 11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개 사업소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2016년)
위반률은 84.7%였다. 전체 산업 평균인 75%과 비교하더라도 단연 높은
비율이다. 노동 시간관리는 시행 비율이 36.1%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후생노동성의 요양 노동자 배치 기준은 이용자 3명당 1명이다. 그러나
시설의 경우 24시간 요양 시스템이기 때문에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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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1명 꼴이며, 그 결과 야간에는 1명이 20～30명을 돌보는 경우가 일
상화 돼 있다. 또 데이서비스(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 및 간병서비스
를 받는 것)등의 경우, 영업을 겸한 관리직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로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최소한의 인원 배치 기준조
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소도 많다. 양심적 사업소라도 추가적으로 배정할
만큼의 보수가 없었다.
<휴가>
결근은 대체할 직원을 찾지 못하면 불가능하고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는(예: 휴가 사유에 따라 각하하거나 공휴일로 넘기는 방식 등)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사업소가 악덕인 경우도 있지만, 보다 근
본적인 이유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정부와 사업소의 안전 배려 의무는
문제시되지 않고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요양 노동자에
게 ‘봉사 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라서 번아웃․이직․산업 이탈이 끊이
지 않고 있다.
<노동재해>
사회복지 및 간병․요양 사업에서 노동재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2016년 상반기(1～6월)에도 전년 대비 4% 증가하였다.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작의 반동․무리한 동작’이나 ‘넘어짐’ 같은 행동 재해가 많
았다(넘어짐 재해는 2015년 2,259건으로 전체의 31%). ‘요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미 이 분야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에
서는 요통 예방은 노동재해 대책뿐만 아니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계도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과중한 노동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직과 인력부족>
이처럼 돌보아야 할 삶과 생명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
의 임금은 낮고 장시간 노동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데다가 만성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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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인력 과부족 현상
○ 인력부족을 느끼는 경우 방문요양의 부족감이 높다. 단계별로는 채용 단계에서 부족감이 높다
방문요양원
요양직원
매우부족

2009 2010

부족

2011

매우부족

2012

2013

2009 2010

부족

2011

2012

2013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이직률이 높음

채용이 어려움

사업을 확대하려
고 하나 인력 확
보가 어려움

기타

자료 : (공익재단법인)요양노동안정센터 <2013년도 요양노동실태조사>.
[그림 7-5] 노동조건 등 고민․불안․불만 등(복수응답)

○ ‘인력부족’, ‘업무 내용에 비해 낮은 임금’을 꼽은 응답이 많음
인력이 부족함
업무 내용에 비해 임금이 낮음
유급 휴가를 내기 힘듦
신체적부담이 큼(요통,체력적 불안감)
정신적으로 힘듦
사회적 평가가 낮음
휴식을 취하기 힘듦
야간․심야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함
건강상(감염,부상)의 불안함
근무시간이 불규칙함
복지기기 부족, 기기 조작 미숙, 시설
구조에 대한 불안감
근무시간이 긺
미지불 야근 수당이 있음․많음
의료적 행위에 불안감을 느낌
고용이 불안정함
업무 중 부상 등에 대한 보상이 없음
정규직이 될 수 없음
기타
고민 불안․불만 등이 딱히 없음

력부족으로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업자들
이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데, 노동집약형 사업인 복지사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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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노무 비용을 얼마나 축소할 지로 정해진다.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용자 확보를 위해 주어진 업무량과 서비스 양을 완수하
도록 요구 받으며 그 스트레스는 노동자 본인의 번아웃(이직․전직․질
병) 아니면 직장 내 인간관계 악화(업무가 느린 사람에 대한 불만), 혹은
이용자에 대한 분노(학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사회보장 삭감 위주로 생각을 하는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요양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이 아
닌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기능실습생 제도가 요양 분야에 도입되려고 한다.
<노동환경>
2015년도에 이루어진 요양보수 감액과 여러 제도 개악으로 인해 요양
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요양보수 감액은 돌봄
노동자의 계속되는 임금 하락과 수당 및 야근 대금 삭감으로 전가되면서
이직 및 전직이 늘어나 인력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생
활을 돕는 방문 개호의 경우 독거노인 증가(1,000만 가구 이상)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계속된 비용 절감 압박, 열악한 노동환경(심지어 이
용자나 그 가족들의 성희롱․갑질 등)으로 인해 이제는 일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요양직원

성희롱 ․ 갑질

없음

있음

요
양
직

노조조사 「상사와 상담해도 달라지지 않음」

원
70%
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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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호보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요양 노동자들
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이 끊이지 않아 만성적인 인
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 노동자가 없으면 개호제도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심지어 시설과 사업소를 갖추어 놓고도 요양 노동자가 없어 개
설하지 못하는 사업소가 많을 정도로 개호보험제도는 붕괴되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서비스 축소와 부담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양 노동자에 대한 방안은 겨우 ‘처우개선 가산’이라는 제도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뿐이다. 정부 예산으로 정식 편성되지 못하고 임시방
편적인 조치로 이용 요금에 추가시켜 충당하는 것이 ‘처우개선 가산’ 제
도다(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전국 약 8,000개의 요양 사업소 중 ‘요양 직
원 처우개선 가산’을 취득한 비중이 90%임).
요양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요양 체제 붕괴에 위기감을 느낀 후생노동
성은 올해 2019년 10월부터 근속 10년 이상의 개호복지사에게 전체 산업
평균 임금 수준인 연봉 440만 엔 혹은 임금을 월 8만 엔 인상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집약형 요양 노동자 전체의 저임금은 그대로
둔 채로 극히 일부만 임금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그렇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은 대형 사업소뿐이며, 게다가 이것은 직장 내
에 차별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처사다.
원래 처우개선 가산금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등도 포함한 돌봄 노동
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의무
화한 제도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는 돌봄 노동자들이 많고 배분 방
식이 업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제보가 있지 않는 한 그 사용처와 용도
가 매우 애매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한 임
금 차별은 요양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돌봄 노동운동의 가능성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간병 및 요양 직장에 남아 있는 돌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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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 대부분이 그 이유로 일의 보람이나 사회적인 의의를 들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사람다운 삶을 돕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이용자와 그 가족 중에는 그런 돌봄 노동자를 ‘하녀․하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성희롱이나 갑질도 끊이지 않아 돌봄 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기업을 넘어 횡적․사회적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양질의 케어도,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임금 및 노동조건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것이
돌봄 노동자들이다. 이런 문제를 가시화해 나간다면, 고령 사회의 사회적
인프라(기반)를 조성해 나갈 주역으로서, 새로운 돌봄 노동운동을 키워
나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과의 연계>
임금의 재원이 되는 개호보수, 요양 현장의 배치 기준, 그 외에 대책과
규제 등은 후생노동성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무성이 사회보장비를 삭
감하기 위해 현실과 괴리된 부담 증대와 서비스 억제를 지시하고 후생노
동성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예산과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 임금도 노동조건도 기본적인 틀은 정부 즉, 후생노동성이 쥐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 개호 산업이다.

사회보장비 억제로 공방
기다
다음
리달
재무성

한층 압축을

후노성

신중하게

며

재
정
건
전
화
계
획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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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조건의 동질성>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일부 고급 유료 요양원 등을 제
외하고 개호보험제도를 이용해 생활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돕는 돌봄
노동은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임금 및 노동 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요양
노동 및 노동 환경 악화와 개호 제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양심적인 사
업자와 함께 정부․후생노동성에 제대로 된 케어와 노동 조건을 실현하
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
재의 정부 방침은 대규모 사업소만 육성하고 양심적인 중소 사업소를 내
모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소는 비싼 서비스를 돈으로 사도록 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요양 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산’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낮
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보수를 인건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산업별(업종별)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ILO의 가치노동 기준) 등 새로운 임금 요구 투쟁의 가능성, 또 이를 실
현할 공동투쟁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연대>
돌봄 노동의 근간에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당사자 주권 존중이라는 가
치가 있다. 자기다운 삶과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돌봄 노동이
다. 정부와 탐욕에 눈이 먼 사업소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케
어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비를 낮추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당사자
를 마주 대하려는 돌봄 노동자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추세에 동조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무시
해야 할지, 아니면 힘들게 일하며 서비스 노동을 해야 할지, 혹은 맞서 싸
워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빈번히 놓이게 된다. 개별적․산발적
으로 대처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동조하면 학대가 될 수 있고, 그렇다
고 무상 서비스를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다.
개호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 주체는 기초 지자체이다. 조사를 받
을지, 처벌을 받을지, 협상을 할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부 즉, 후생노동
성의 방침 하에 보험료를 징수하고 서비스 실시 방침을 내놓는 보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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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자체는 돌봄 노동자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존재다. 지
역 단위의 개호보험을 둘러싼 개선 및 개량을 위한 투쟁은 그 성질상 노
동자의 횡적 단결, 양심적 사업자와의 협동, 장애인 및 고령 당사자와의
연대, 주민 자치 운동과의 연계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돌봄 노동운동의 특징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 노동>
학대를 거부하고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도 거부하면서 돌봄 현장에 남
아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상황을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 노
조는 헌법 및 법률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악덕 사업자와 경영
자 입장에서는 돌봄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돌봄은 노동집약적이라 탐욕적인 기업의 이익은 돌봄 노동자의
‘봉사 정신’에 기반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그리고 돌봄 당사자의 서비스
축소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해가 되는 노조와 이들의 권리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케어워커즈유니온은 결성된 지 7년째를 맞이
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부터 경영 측의 조합 말살 방침과 계속 싸워야만
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물론 극심한 노조 혐오와 조합 말살 방침을 겪으면
서 얼마나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지쳐갔는지 모른다. 돌봄 노동
자들이 안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운동체계,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나
갈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특정 기업․특정 노동 조건․특정 노조 범위 내
의 ‘집단’에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돌봄 노동운동을 목표로 삼아왔다.
<돌봄 관련 노조 전국 연계 추진 및 요양․복지 총단결 행동>
케어워커즈유니온은 원래 전국 일반 노동조합전국협의회(전노협계)가
대형 요양 업체인 콤슨(COMSN)64)에서 조직한 요양 노동자 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콤슨 노조는 콤슨과 UI젠센(전국 섬유화학 식품유통
서비스 일반노동조합 동맹)이 결탁하여 노조 간부를 이동 배치하고 징계
64) 굿윌그룹 계열사 중 하나. 2,061개 거점을 둔 업계 최대의 대형 업체였으나 개호
보수 부정 청구 사건으로 2009년에 해산되었고 2011년에 완전히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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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내모는 등 격렬한 다툼 끝에 결국 소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돌봄 관련 노동자들이 요양 노동자 조합에 집결되었다. 케어워커
즈유니온은 2013년에 간사이 지부로서 결성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요양
노조의 전국 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이듬해인 2014년, 복지․요양․의료노
조(약칭 케어워커즈유니온)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케어워커즈유니온은 각 사업소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5년, 개호보험제도 개악으로 궤도가 크게 바
뀌기 전에 본거지인 오사카에서 돌봄 관련 노조(유니온네트워크 오사카
가맹 노조)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요양을! 간담회’65)를 결성하였다. 아
울러 2017년에는 사업자와 시민단체, 의료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요양․
복지 총단결 행동66)을 결성하였다(5월 12일). 이를 통해 오사카부, 시, 후
생노동성과 협상을 거듭하여 전국에 산재된 돌봄 관련 노조67)․단체에
연계 및 결집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돌봄 관련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가 ‘복지정책과 직결되
는 점’, ‘임금 및 노동조건의 동질성’, ‘사회연대와 직면’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움직임이다. 이것이 없이는 돌봄 노동운동은 성립될 수
없다.
‘일하는 방식 개혁’이 내걸고 있는 ‘노동 생산성 향상’은 제조와 영업․
유통뿐만 아니라 의료․복지․요양 등 사람을 돌보는 산업에도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돌봄 노동의 변질을 가져오고 있다. 고령자․장애인관리․훈
련․처분이라는 노동 성격의 변화는 더욱 심각한 학대를 낳게 되는 토양
이 될 것이다. 사회적 분업 및 협업이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조운동,
특히 산업별 노동운동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산업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
65) 케어워커즈유니온, 항만합동노조,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제너럴지부, 간사이합
동노조,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센터 이코루 일동 등
66) 위의 ‘안심할 수 있는 요양을! 간담회’와 더불어 오사카 사회보장 추진협의회, 전
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연락회 일동 등.
67) 전국 일반 남부 돌봄 노동자 연합회, 후쿠시마 연대 유니온, 돈구리노이에(지역
밀착형 특별 노인복지시설) 노조,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국 센터(ACW2), 시
민단체 삶․노동․운동 네트워크 후쿠야마, 연대노조 야마구치, 가나가와현 공
동투쟁 등이 참가. 전국적인 캠페인과 관계 부처 협상 때마다 그 행보를 넓혀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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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명확히 하며, 관련된 모든 단체와 폭넓게
협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자본가들은 이러한 분업 및 협업에 내재
된 사회적 연결을 모두 끊어 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 착취하여 점점 ‘노동 그 자체’가 지닌 사회성을 박탈하
고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한 종속적이고 예속적인 냉혹한 육체노동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돌봄 노동운동은 명확히 이를 거부한다.
일본에서는 기업 내 노조 연합으로서 산업별 노조는 있지만 진정한 산
업별 노동운동은 전일본항만노동조합과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정도밖
에 없다. 지금 ‘일하는 방식 개혁’과 함께 정부 및 재계가 추진 중인 것이
바로 이러한 산업별 노동운동 말살 정책이다.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에
대해서는 그 중추인 간사이 지부의 조합원 총 90명 가까이를 부당 체포하
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1년 이상 부당 구류하는 등 조합을 말살하려는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전일본항만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산업별 최저임금
협상 거부와 항만 하역에 관한 사전 통고 협약 파기 등이 시작되고 있다.
케어워커즈유니온은 미약한 조합이긴 하지만 이러한 산업별 노조운동 말
살 정책에 항거하여 대중성에 뿌리를 둔 돌봄 노동운동을 일으켜 나감으
로써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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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장
취약계층의 새로운 노동운동 흐름과 가능성(청년, 비정규 등) :
작업장의 담을 넘어서는 시민결사체로의 가능성
조 성 주68)

1. 취약계층 노동의 현황과 특징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단
어로 대표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대표적으로 정규직/비정규
직이라는 구조로 나타나는데 현재 한국은 임금노동자 약 2,000만 명 중에
33%(연구에 따라 훨씬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특수고용직, 무기계약
직 등의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약 660만 명에 이르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특수
고용노동자, 그리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그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공식 통계상의 비정규직 노동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약 55.6%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
령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늘
어난 비정규직 12만 6천 명의 상당수는 여성(10만 4천 명)이고 주목할 만
한 지점으로 시간제 일자리(10만 1천 명)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69)
68)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69) 김복순(2019),「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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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이도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67%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다시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사업체 규모별
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조합이 다수 조직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
체에 비교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47%로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노동시장에서도 취약계층인데 특히 청년과
비정규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층 노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
이고 있다(40% 수준). 이는 약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 노동이 많아지면서 청년층 고학력
자 다수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거나 안정된 공공부문 또는 대기업 일
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아예 취업을 유예하고 ‘취업준비자’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에 따라서 한국의 ‘취업준비자’ 규모는 그 대부
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70만 명을 넘는 규모
를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상의 청년실업자 규모가 약 35만에서 40
만 명을 밑도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취업준비자가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이 한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
국의 청년들이 몇 년씩 취업을 유예하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시
험을 준비하게 만들고(‘공시족’이라는 신조어가 그 세태를 대변한다) 그
만큼 최초 취업 시기도 늦어지고 이에 따라 결혼연령, 자녀 출산연령 역
시 늦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처럼 한
국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를 준비하며 취업을 유예하고 있는 일명 ‘공시족’은 약 25만 명 수
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은 연간 6%,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연간 3.9%씩 증가하고 있다
고 한다.70)
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노동리뷰』2019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70) 시사저널e 2019년 3월, [‘공시족’ 열풍-상] “공무원․공기업 사원, 6만 명 뽑는다”
… 너도나도 ‘공시족’으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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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청년층 중 니트(NEET) 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니트는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OECD 평균(13.4%)보다 5%나 높은 18.4%에 이르며 특히, 대
학진학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니트의 비율은
42.5%로 일본 21.7%, 독일 7.7%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굳이 NEET 상태에 있는 청년 외에도 상당수의 청년들이 취업준비
를 하며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기간제 노동을 하다가 다시 취
업준비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 문제가 청년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
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이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
년, 여성, 노인 등이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노동으로 분류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발제문에서 청년층을 중심
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발제문에서 주목하는 취약계층 노동운
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같은 취약계층 노동에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에서
주목할 만큼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다른 취약계층 노동운동
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이에 청년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사례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노동운동과의 차이와 특징들을 조망해봄으로서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
201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흐름들은 노동운동
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등 서
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통한 변화, 그리고 취약계층의 새
로운 노동운동 흐름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특히 남성 정규직 중심의 조직현
황을 보이고 있던 한국의 노동운동이 201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비정규
직 노동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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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청 등 행정부들이 2010년대 초반 대거 등장하던 정치적 환경변화
와 맞물려 큰 조직화 성과를 내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노동존중 사
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노동운동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여기에 역량을 상당히 투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외에도 민간부문 역시 통신서비스 영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
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시도 역시 꾸준히 성과를 내어 희망연대노조, 삼성
전자서비스 노동조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성과들이 ‘정규직화’라는 명료한 목표가 실현가능한
공공부문 또는 교육분야(이 역시 공공부문이다) 또는 용역회사 등에서 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 서울시라는 대한민국 인구의 1/5이 거주 생활하는 거대
메트로폴리스 도시의 행정부가 노동친화적인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동정책들이 시도되었고 큰 성과를
내게 되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생활임금
제 도입, 청년수당 정책 등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큰 성과였지만 이후 다
양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확장되어 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
앙정부의 정책으로 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 역시 기본적
으로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안에 속해있는 지방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정책으로서 앞서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라는 흐름과 연계되며 큰 효과를 보았지만 역시 공공부문 내부에 한정된
성과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짚어볼 의미 있는 흐름은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청년층 비
정규/불안정노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이다. 이
영역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명확하게 비정규 노동으
로도 분류되지 않는 일종의 회색지대에서 시작된 흐름으로서 첫 번째로
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화와 근
로조건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두 번째로는 기업 단위,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서 사회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노동운동으로의 발전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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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세대별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창립한 노
동조합이다. 15～39세까지의 청년을 조합원으로 하며 특이할 점으로는
실업자, 취업자, 사업장 등을 구별하지 않고 청년이라는 나이만 놓고 조
합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이다. 2010년 전후
‘88만 원세대’ 등의 세대론 담론이 등장하던 시기와 청년실업 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등장하던 시기에 세대별 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등
장한 노동조합이다. 전통적인 형태로는 일종의 ‘일반노동조합’으로 분류
되어야 하겠으나 청소, 용역 회사 등에 집중해서 조직화하던 한국의 일반
노동조합들과는 다르게 사업장 단위보다는 개인가맹을 중심으로 활동한
다는 측면에서 조성주 초대 정책기획팀장, 김영경 초대 위원장 등의 언급
에 따르면 청년유니온 스스로는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 사례에서 아이
디어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둘러
싸고 당시 고용노동부와 오랫동안 소송전을 거듭했고 이 과정 자체가 하
나의 이슈파이팅이 되어 청년실업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초기에 알려졌으
나 실제 당사자들은 청년실업자에 국한하기 보다는 청년노동자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이후 활동에서 전통적인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조
직화하고 사용주와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이 아닌 30분 배달제, 커피
전문점 주휴수당 등과 같이 사업장 내부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과 체감도
가 높은 노동권 일반의 문제를 두고 대 시민 캠페인 및 제도개선 투쟁 등
을 통해 꾸준히 성과를 내며 활동했고 이러한 활동방식은 개인 가맹 조합
원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와 더불어 제도개선 투쟁, 시민 설득과정을
동반한 캠페인 등과 연결되었다. 2019년 현재는 조합원 1,000명 후원회원
1,000명 등 약 2,0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1) 故 이한빛 PD 사건
2016년 청년유니온은 조합원 중 1인의 가족의 죽음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조합원과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했다. 이 조합원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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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인이 된 이한빛 PD로 당시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의 조연출 PD였다. 그러나 이한빛 PD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
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
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청년유니온은 이 사건을 유가족들과 함께 문
제제기를 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청년유니온은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소위
이한빛 PD 사건을 사회이슈화하기 시작한다. 초기 CJ E&M 측의 다소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결국 회사 측이 유가족에게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 책임자 징
계조치 △회사 차원의 추모식 △이한빛 PD 사내 추모편집실 조성 △ 고
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금조성에 관련된 재정적 후원을 약속했다. 또
방송 제작환경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인력의 적정 근로시간․휴
식시간 등 포괄적 원칙 수립 △ 합리적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및 권고를
포함해 9가지 개선과제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서 일단락된다.
사실 드라마 등 방송제작 환경의 열악함과 노동권의 문제는 그간 방송
계에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방송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드라마 등을 연출하고 만
드는 제작 책임자들이 바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그것이 곧 회
사의 매출과 이익에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간 구조적인 대
안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청년유니온과 같이 외
부에 있는 조직이 유가족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개
인 차원의 유감표명이 아닌 방송제작환경 전반의 문제로 가져가기 시작
했고 이를 통해 반대로 방송계에 있던 기존 노동조합들과 다양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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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후 대책위는 서울
시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 요구하여 고인의 이름을 딴 ‘한빛 미디어 인권
센터’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설하게 되며 이 센터는 다시 다양한 드라마
및 방송 노동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큰 성과들을 내게 된다.
2) 영화제 스텝 노동권 개선 사업
2018년 청년유니온은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왔던 한
청년과 함께 영화제 스텝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다. 이 문제제
기는 한국의 대표 영화제인 부산영화제를 비롯하여 각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우후죽순 설립했던 수십여개의 영화제 운영 과정에서
정작 다수 청년들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대규모 임금체불
이 일어나고 있음을 폭로하게 되었다.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제 개
최 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3.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시간 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는 34명 가
운데 30명에 달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유니온에서 자체 추산한 부산국제영화제 임금체불
액은 1억 2,400여만 원이었으며, 영화제 준비기간 전체로 확대해 체불임금
을 집계할 경우 영화제 스태프 149명에 대한 임금체불금액은 3억 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대규모 임금체불사태에 대
한 해결은 스태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이들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지난 시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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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한국노총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공동기획
하여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고 고
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 이후 부산영화제를 비롯한 영화
제 사무국들이 임금체불 해소, 노동권 개선을 약속하고 정부기관인 영화
진흥위원회가 2019년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며 현재는
영화제 운영과정에서 노동권이 지켜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점검
과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3) 시사점
청년유니온의 이러한 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과는 다르게 사업장 단위
에서의 문제제기가 아닌 산업 또는 사업단위 영역에서의 문제제기를 통
해 비록 1인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산업과 사업단위에서 최소한
의 노동권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단체협약
확장률이 극히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점이며 특히 노동
조합의 활동이 해당 조합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다
양하게 노동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에게까지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과 노동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유의미하다. 사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초기에 대규모로 노동조합이 조직화되
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으며 당사자들 역시 개인으
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히려 노
동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다수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문제제기
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청년유니온의 활동사례에서처럼 소수의 문제제기 당사자와 국회의원
실, 시민단체 등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해당 산업의 노동권 기준을 세
우는 노동운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자연스레 문제해결 과정을 접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노동조합 활동 등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도 가
지게 된다. 실제 고 이한빛 PD 사건 이후 설립된 방송노동인권센터에는
다양한 방송계 노동자들의 제보와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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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당 노동운동의 확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 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동조합)로, 2017년
9월부터 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약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7년 12월에 설립한 신생노동조합이다.(2019년 말 현재 조합원 규모는
약 200여 명 규모) <대학원생>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인식되던 존재는 아
니었으며 현재도 다수의 법적 제도적 체계에서는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특수대학원을 포함하면 약 33
만 명(일반대학원생 15만 명)에 달하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 내부의 특유의 구조로 인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연
구실의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처럼 정기적인 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프로
젝트별로 근로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도 한다. 인문사회 영
역의 대학원생들 역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가 행정조교 또는 수업조교와 다름없는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어
왔으며 명확한 법제도적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특성화고실습생 문
제처럼 교육과 노동이 혼재된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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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노동운동에서도 각 대학의 교수, 교직원의 경우 교수노조, 대학
노조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불안정 노동의 영역은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
는 행정조교까지는 조직된 사례가 있으나 대학원생의 경우 노동자로 인
식되지 못하여왔고 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지도 못하였다. 가
끔 있는 교수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갑질, 성희롱, 또는 연구비 횡령 등이
사건화 되었지만 정작 대학원생들의 일상적인 노동권의 문제는 조명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불안정 노동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패션노조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되면서 대학원생들 역시 자신들의 문제를 단순히 대학사회
내부의 교수와의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노동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까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
학원생노동조합의 시작은 2017년 전후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되었던 대학
원내의 교수들의 대학원생 조교들에 대한 갑질 문제와 명목상 수업조교
로 등록시키고 실제로는 학과사무실의 행정조교와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거나(실제 시급으로 계산하면 4,000원 가
량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
다. 특이한 것은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학원생들의 문제들은
‘대학원총학생회’가 만들어져서 대학원생들의 권리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
고 있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청년유니온도 비슷한데 전통적으로 한
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대학생, 청년들의 문제는 학생회, 청년회 등을 통
해서 목소리가 발현되었고 대학원생 역시 ‘대학원총학생회’가 주도해왔
다.71) 이와는 다르게 대학원생노동조합은 노동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
제제기와 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원생노동조
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슬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학원생노

71)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 예정이다. 1987년 이후 만
들어진 학생회, 청년회, 대학원생총학생회와 다르게 청년층에서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 노동조합을 주목하게 된 것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한국사회의 다른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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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초기 멤버들 중에서는 대학원총학생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학원총학생회의 경우 엄밀히 이
야기하면 대학내 학생 자치조직으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다르고 대학원총학생회의 경우 대학내 중립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경
향이 큰 상황에서 좀 더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대학원총학생회의 경우 임기도 1년으로 짧고 활
동도 기본적으로 교비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당국
의 입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는 지점에서 노동조합을 선
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원총학생회는 1987년 이후 30여년간
존재해왔고 대학원생노동조합은 만들어진지 2년 정도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학원생노동조합이 가장 주력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조직화 활
동이며 언론과 이슈파이팅을 통해 조직의 존재를 알리고 지역을 돌며 직
접 대학원생들과 간담회를 하며 각 대학교의 대학원에 조합원들을 모집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학원생들이 겪는 문제를 정리하여 정책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대학원생들이 겪는 문제가 모두
다르고 이에 대한 제도도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이 겪는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로는 실제 대학원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보를 받아 해결해가는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제도하에서 대학원생
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학원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도 추진하고 있다. 각 대학 내에서 주로 교수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갑질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에서 2018년 전후로 대학 내 미투(MeToo)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 등에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대안들을 제시한다던지 해당 대학에
서 제대로된 징계와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연대하는 적극적
활동도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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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원생노동조합은 앞서 언급한 청년유니온과는 다르게 민주노
총 산하의 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상급단체를 두는 방식
으로 조직되었다. 2010년대 초기 나타난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패션노조
등의 경우 상급단체를 두지 않고 독립노조로 조직되어 활동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조직되고 있는 대학원생노조, 방송작가노조 등은 상급단
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대해서 구슬아 위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대학의 위계구조가 굉장히 억
압적이고 초기 조합원 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단체를 통해 조합원
과 조직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노하우
와 역량 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기존에 민주노총 산하에 교수노조,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공공연구
노조 등이 존재하지만 대학원생들 문제와는 각각 충돌지점이 있거나 이
공계, 인문계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하기 어려운 조건 등이 있어 대학을
바꾸는 것은 사회공공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판단하고 공공운수노동조
합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상급단체를 통해 주로 조합원 교육과
조직화 및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초기 조직안정
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생노동조합은 각 대학들과 교섭 또는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활동영역 중 하나는 정부부처들과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활동이다. 2019년까지 노동조합 역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4대보
험 지원과 노동권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국회의원실과도 협의하고 있었으며 성희롱, 갑
질 등으로 문제가 된 교원징계 과정에 대한 절차개선을 위해서도 마찬가
지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정부부처 역시 현재는 대학원생들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원생노동조합을 대표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지하고
각종 간담회 또는 정책협의의 대상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9년 각 대학별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때 대학원생노동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하는 등 이미 노동권을 포함한 대학원생 문
제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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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은 방송작가의 노동
권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 11월 11일 출범한 노동조합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유니온, 대학원생노동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방송작가라면 장
르, 연차,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며 대학원
생노동조합이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것처럼 방송작가유
니온 역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나 출범초기
부터 ‘방송작가유니온’이라는 일종의 별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노동조합의 별칭은 다수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노동조합
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자기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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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느끼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다. 최근 IT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
고 있는 노동조합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노동조합 별칭을 가지고 있다(네
이버노동조합 - 공동성명, 카카오노동조합 - 크루유니온, 넥슨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아름다운가게 노동조합 - 벼리연대 등)
방송작가유니온 역시 그 조직대상을 기존 노동운동에서 조직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한국의 노동법제에서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는 ‘방송
작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방송작가 직군은
여성이 많은 직군이며 고학력자가 많다. 그러나 정규직 직접고용은 최소
화 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을 외주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
(사실 이러한 계약 자체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PD의 사적 인맥을 통
해 임의로 제작해왔던 것이 현실이다)되어 왔던 불안정 노동 영역이다.
이 중에서도 방송작가의 경우는 TV, 라디오 등에서 자료조사, 출연진 섭
외, 진행원고 작성, 나아가 프로그램 기획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업
무계약을 맺고(이조차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프로그램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일조차 많다. 한국의 노
동법하에서 방송작가는 독립계약자(또는 프리랜서)라고 분류된다. 그러
나 출퇴근이 명확하고 절대다수가 재택근무가 아닌 라디오, TV 방송국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업무의 지시관계도 명확하다. 1990년대까지는
방송원고, 섭외 등을 모두 PD가 하던 것을 원고작성, 기획, 아이디어 제
출 등을 외주화하는 흐름이 1990년대 말에 생기면서 만들어진 신종직군
이며 이러한 직업들이 그러하듯이 관련 노동법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수가 여성인 이 업무에서 방송사 특유의 위계구조 아래서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인권침해 상황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지상파 방송국 지방지부에서 일부 방송작
가가 노동조합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불안한 고용상황, 사업장에 모여있
지 않고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씩 여러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하는 특
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조직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6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방송작가들의 노동권 문제가 작게나
마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2017년 고 이한빛 PD 사건, MBC, KBS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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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및 방송정상화 이슈 등의 흐름 속에서 방송작가들의 노동권 역시 주
목할 만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방송작가유니
온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방송작가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원고료 현실화를 위한 기획사업
․ 단체협약을 통한 표준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체결 확대
․ 방송작가들의 구체적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
․ 입법활동 및 거버넌스, 각종 캠페인 등
․ 성희롱 및 각종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활동
․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활동
․ 임금체불, 계약위반 등 각종 위법사례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 노동법 아카데미, 심리치유프로그램 등 조합원 참여 기획사업

특히 방송작가유니온은 조직의 특성상 언론영역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각종 인터넷 방송 및
언론기사에 등장하며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리고 조합원 수 역시 늘려나
가고 있다. 앞선 노동조합들과의 활동에서의 차이점은 방송사라는 구체
적인 사용자가 있어 지역지부별로 해당 방송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약
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송계 영역 전체
의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각종 캠페인 활
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라. 그 외 사례
앞서 언급한 세 노동조합의 사례 외에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불안정 노동,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 2017년
한국 최대 규모의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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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성했다. 이 제빵사들은 각 프랜차이즈 지점의 가게에 고용되어 있지
만 실제로는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대부분의 노동이 수행되고 있었다. 그
러나 이전까지는 제빵사들 자신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음
식업의 셰프처럼 일종의 전문계약자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높지 않은 임금과 매우 긴 노동시간,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다수의
젊은 제빵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노동자
로 인식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흐름이 등장하여 수
천명 규모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결국 직접고용까지 쟁취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전통적인 노동운동 또는 한국의 법제도에서는
노동자로 보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
를 쟁취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까지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서도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한국의 대표
적인 플랫폼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배달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노동조
합으로서 전통적인 노동조합들이 요구하고 정규직화 임금인상보다는 폭
염수당 요구 등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요구안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여성노조 산
하 웹콘텐츠 개발지부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다수이지만 방송작가들처럼
외주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일해왔던 웹디자이너 및 웹툰 작가들을
조직하는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여성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되기
도 하였다.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산업의 경우도
한국의 법제도 안에서는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노동운동에서 조직화
대상은 아니었지만 최근 이 영역에서 노동권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여성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조직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IT산업에서 조직되고 있는 노동조합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대기업 규모의 IT회사의 노
동자들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들 IT노동자들이 본인들은 노동자
라기보다는 IT개발자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기업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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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IT산업 역시 게임 또는 신규콘텐츠
런칭 과정에서의 장시간 노동, 소통 없는 사업변경 및 폐지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게임개발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불이 꺼지지 않는 판교’라는 이
름으로 악명이 높았고 산재사고 역시 자주 있었다. 이에 IT산업 노동자들
이 스스로를 노동자라 인지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회사경영 방
침 등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만
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로 주목할 만 하다.

3. 취약계층노동과 노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 취약계층에서 특히 청
년, 비정규(불안정)노동에서 나타난 노동운동의 흐름의 특징들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미라
할 수 있다. 청년층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노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운동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존 노동운동의
인식, 그리고 한국의 노동법 체계의 현실과 매우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법체계는 ‘사용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노동자임을 증
명할 수 있다. 즉, ‘누가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용자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하고 그래야만 사용자에게 요구 또
는 지워질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가 구체적으
로 확정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특징은 사업장, 또는 업무, 일 등의 영역에서 다양
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먼저 ‘노동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노
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단순히 임금인상, 고용
안정의 좁은 의미가 아닌 인권, 평등한 조직문화, 경영방침 등)들을 해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존 조직노동
운동의 조직화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는 대규모로 조직되고 있다. 그러
나 전통적인 조직노동이 조직한 50대 이상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의 경
우 사업장이 명확하고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이 이미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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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반면, 청년층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상 노동자임이 확실하지 않
거나 아직 규정되지 않은 노동자인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나아가 이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함으로서 ‘노동자’로
호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들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들 노동조합은 활동에서도 전통적인 50대 이상
이 주력이 된 산업영역의 취약계층 노동운동이 조직되었을 때의 활동과
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조직화 이후 임금인상을 먼저
요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정규직화 또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 청년층의 새로운 취약계층 노동운동은 고용
안정 등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도 전개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산업 또는
직업의 영역에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노동조합들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노동
이 기존의 산업과는 다르게 노동권의 경계가 명료하지 않고 더구나 이들
노동자 당사자들 역시 한 직장에 하나의 일을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해당
산업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며 다양한 회사와 일로 옮겨 다니며 일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영화제 스텝 노동자들의
경우 영화제 준비기간 부터 영화제가 마칠 때까지 3-5개월간 일하고 다
음 영화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송작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
그램을 옮기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방송국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한 직장에서 맺은 단체협약보다는 해당 산업에서 기준이 되는
공정한 근로계약서, 업무위탁서 등이 효과가 있고 임금과 근로조건 역시
이런 차원에서 기준이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한편 법체계에서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를 노동자로 먼저 인지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매우 다르다. 실제 대학원생노동조합의 경우 다수의 대학원생들
을 인터뷰해 보아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에 해
당할 정도로 높았으며 방송작가 등도 마찬가지였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등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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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자신의 노
동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이 노동자로서의 인식을 가지는데 필요한
요소였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기업단위별 노동조합이 대부분이며 노동조
합의 활동도 기업단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단체협약 중심의 활동
이 산업, 사업에 확장되지 못하여 시민적 동의 기반 역시 낮은 한국의 노
동운동이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그 규모
는 많게는 천, 적게는 수백단위로 규모에 있어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사회
적 영향력, 시민적 동의기반의 수준은 훨씬 높기도 하다. 이들 노동조합
이 단순히 자기 노동조합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선부터 정작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면식도 없
는 해당 산업 또는 문제 영역의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크게 받으며 활동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해당 노동조합이 비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정부부처와의 각종 정책협
의 및 해당 산업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 기반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거꾸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제대
로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떻
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쟁취해가는 것이 일반
적으로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많
은 연구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특
히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시민결사체를
통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민주주의가 작동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노동조합은 단순히 작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만
들어나가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전체에서 시민권
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노동조
합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시민결사체로의 역할과 가능성 보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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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약과 노동3권을 통한 작업장 안에서의 노동자 권리조직으로서의 역
할이 더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어쩌면 노동시장 양극화와
다변화가 진행되고 민주화가 완성된 이후 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과 발
전이 요구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을 사업장 안에서의 이
익집단 조직으로의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한계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의 다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불안정 노동에서 기존과 다른 형태와 활동을 보여주
는 노동조합들이 출현하고 활동하는 것은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제4부

노동법 제도로 본 노동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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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근로시간 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 근 주72)

1. 글을 시작하며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규
제법을 중심으로 초기 노동법이 형성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주의
로 대변되는 생산방식의 기계화는 장시간 근로를 가져왔으며,73) 산업화
된 국가에서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노동 문
제의 법적 규율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는 노동법이
라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하 ILO)의 설립
이전은 19세기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서 근로시간 규제의 법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흔히 공장법(Factory
Act)이라고 호칭되는 영국의 1802년 도제생의 건강과 도의적 의무에 관
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1802)의 1일 12시간
72)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73) 산업혁명 이전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산업
혁명 이후 사용자들은 거액의 자본을 들여 구입한 기계가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계가 멈추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인간인 근로자가
기계의 작동속도에 종속되게 되었으며, 교대제근로와 야간근로 등의 기형적 형태
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희(1992),『근로시간제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초개념과 근로시간규제의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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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프랑스의 1841년 법률과 1892년 법률에 의한 연소자 및 여성의 1일
근로시간 제한, 독일의 1869년 영업법(Gewerbeordnung)에 의한 근로시
간 규제 등은 근로시간 규제의 초기 형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
은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산업화에 따른 근로시간의 특성과 그 규제에
서 필요한 공통적인 모습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제적인 노동운동 또는 국제노동법의 정립을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
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다시 특정 국가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 국제 노동입법의 밀접한 상호 연계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규율의 국제
기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74)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산
업화를 경험한 한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변화와는 상관없는 경향이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을 중심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장시간근로는
‘관행’으로까지 인식될 만큼 현실에서 만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
시간근로 관행은 고용과 노동 전반의 ‘한국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안
이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근로기준법」개정
은 ‘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74) 근로시간 규제는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노동관계의 전통적인 화두이다. ILO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1919년 6월 28일 베르
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서는 제13편 “노동(Labour)”에서 ILO의 설립
근거(제1절 : 제387조부터 제425조)와 ILO가 추구해야 할 일반원칙(제2절 : 제427
조)을 규정하였는데, 당시 총 9개의 일반원칙 중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2개를
차지할 만큼 ILO의 설립단계부터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어 왔다.
ILO가 설립된 후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자 하였던 최우선적 사항 역시
근로시간이었다.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부
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4년「개정 해사노동협약」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에 관한 사항은 ILO 국제기준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근로시간만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1일․1주 근로시간 규제부
터 각 산업별․직역별 근로시간 규제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시간을 두고 그 기준
을 점차 강화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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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로시간법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 정부
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정책적 쟁점
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2. 근로시간 체계와 연혁
(1) 근로기준법 제정 [시행 1953. 8. 9.][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근로
기준법」제42조는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당 48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합의에 의해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법
제43조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를 규정하며, 1일 6시간, 주당 36시간을 기
준으로 하였다. 동법 제44조는 휴게로서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의 경
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동법 제45조는 주당 평균 1회의 휴일
을 부여하며, 정휴일․법정공휴일을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정하였다. 동
법 제46조는 연장시간근로, 시간외휴일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가산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정하였다. 동법 제47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
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정하며 적치 및 분할 사용을 가
능하게 하였다. 동법 제48조는 연차휴가로서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
여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하고 유급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동법 제49조는 근로시간과 관
련된 적용제외규정으로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
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사회부의 인가를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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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1961. 12. 4.][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45조 제2항의 내용이었던 정휴일․법정공휴일 등 휴
일개념을 삭제하였다. 동법 제46조의 제목을 시간외 휴일근로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로 야간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동법 제47조의 연차
휴가규정 중 적치 기간을 1년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동법 제47조의 2로 신설하였다. 1. 운수
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6시간, 주당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한다.
(3) [시행 1975. 1.1.][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42조 제1항의 단서조항 부분을 단,에서 다만으로 문구
수정하였고, 동법 제42조 제2항․제3항에서 연장 시 인가담당부처를 사
회부에서 노동청장으로 변경하였다. 동법 제43조 단,에서 다만으로 자구
수정하였다.
(4) [시행 1980. 12. 31.][법률 제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42조 전문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청장의 권한으로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동
법 제4항 규정을 시행하였고, 동법 제47조의 2규정에서 관련 담당부처를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노동청장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8조 연차
휴가 규정 중 제5항을 신설하여 1년간 유급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소멸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소멸의 규정에 있어 사용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 제한사유를 마련하였다.

제9장 근로시간 법제의 현황과 과제 183

(5) [시행 1981. 4. 8.][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근로기준법」제42조 제3항․제4항의 경우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사후
승인에 대하여 노동청장에서 노동부장관으로 담당부처 및 기관장이 변경
되었다. 동법 제43조의 경우도 노동청장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
은 경우 가능하게 되었다. 동법 제49조의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적용제외 된다.
(6) [시행 1987. 11. 28.][법률 제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42조 제2항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서 초과근로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2항이 삭제 하
였다.
(7) [시행 1989. 3. 29.][법률 제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42조 제1항의 근로시간 규정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
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단, 합의를 통해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3항을 통해 사용
자의 특별한 사정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본인의 동의’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43조의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주당 36시간에서 주당 34시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47조의 2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또한 위의 규정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위험작업 주당 34시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동법 제48조 연차휴가 규정
이 기존 8일에서 1년간 개근 근로자에 대하여 10일의 연차휴가로 변경되
었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49조의 해당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와 관련되
어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위원
회(기존 : 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은 자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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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행 1990. 7. 14.][법률 제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근로기준법」제43조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제43조는 삭제되었다.
(9) [시행 1997. 3. 1.][법률 제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
간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就業規
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
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
정일에 제42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46조의 2를 신설하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주
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
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법 제47조2의 제2항을 신
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면합의 내용
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유급휴가와 관
련하여 동법 제48조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
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동법
제48조의 2를 신설하여 유급휴가 대체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의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개정에서 동법 제49조 적용제외 제3호 부분의 노동위원
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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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 1997. 3. 13.][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 법
안 제정
기존 근로기준법을 모두 폐지하고 새롭게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게 되었
다. 기존 제44조부터 규정하고 있었던 근로시간 부분이 제49조부터 시작
되게 되었다.
(11) [시행 1999. 2. 8.][법률 제5885호, 1999. 2. 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 중 제5항의 내용이었던
서면 합의된 내용의 노동부장관 신고 내용이 삭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동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조항의 경우에도 노
동부장관에 대한 서면합의사항 보고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법 제58
조 제2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삭제되었다.
(12) [시행 2001. 11. 1.][법률 제6507호, 2001. 8. 14.,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의 용어 중 여자근로자를 여성근로자로 변
경하였다. 동법 제59조 제4항의 용어 중 산전․산후의 ‘여자’를 산전․산
후의 ‘여성이’...로 변경하였다.
(13) [시행 2003. 9. 15.][법률 제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49조 근로시간 규정이 처음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 제50조 탄
력적 근로시간의 주요내용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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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하였다. 그리
고 처음으로 동법 제55조의 2를 신설하여 보상휴가제도를 도입, 서면합의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만, 개정 전 월차유급휴가(개정 전「근로기준법」제57조)규정은 삭
제되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기존 10일에서 처음으로 15일의 유급휴
가를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에 부속되어 연차유급휴가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동법 제59조의 2가 신설되었다. 마지막
으로 동법 제60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에서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월
차유급휴가 용어를 삭제하였다.
(14) [시행 2006. 1. 1.][법률 제7566호, 2005. 5. 3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59조제6항 연차유급휴가규정 중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각 호로 구분하였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
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15) [시행 2010. 11. 18.][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근로기준법」제50조제4항의 노동부장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
칭을 개정하였다. 동법 제63조 제3호 노동부장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
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16) [시행 2012. 8. 2.][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
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
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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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
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
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
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7) [시행 2018. 5. 29.][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 통상
임금 논의의 결과로 인하여 개정이 되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
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
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리고 동법 제60조제3항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
61조 규정 개정하였다.
(18) [시행 2018. 7. 1.][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의 규정을 개정하여 상시 근로
자 규모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규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사태가 급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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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
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된 신설 조항은 2022
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시행도 유예되었다. 동법 제55조의
경우 서면합의된 특정근로일로 대체 할 수 있는 휴일 규정을 개정, 신설하
였으며 위와 같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각각 2020～2022년까지 단계적으
로 유예시행이 계획되어 있다. 동법 제59조의 경우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
리하여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
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 9-1>「근로기준법」제정법과 현행법의 비교
제정(1953)
전면개정(1997)
현행(2019)
제42조(근로시간)
근로시간
제42조(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제43조(유해위험작업)
제42조의2(탄력적 근로시 제51조(탄력적 근로시
간제)
간제)
유연근무
제42조의3(선택적근로시 제52조(선택적 근로시
간제)
간제)
제42조의4(연장근로의 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
근로제한
한)
한)
휴게
제44조(휴게)
제44조(휴게)
제54조(휴게)
휴일
제45조(휴일)
제45조(휴일)
제55조(휴일)
연장/야간/ 제46조(시간외휴일근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로)
휴일근로)
휴일 근로)
보상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
근로시간
제46조의2(근로시간 계산 의 특례)
계산
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
게시간의 특례)
유급휴가

제47조(월차유급휴가) 제47조(월차유급휴가)
제48조(연차유급휴가) 제48조(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제49조(적용의 제외) 제49조(적용의 제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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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접근 방식
가. 근로시간 규제의 의의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규
제법을 중심으로 초기 노동법이 형성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주의
로 대변되는 생산방식의 기계화는 장시간근로를 가져왔으며,75)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장시간근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ILO가 창립되기 이전인 19세기부터 근로시간 규제는 영국, 독일, 프랑
스 등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흔히 공장법(Factory Act)라고 호칭되는 영국의 1802년 도제생의 건강
과 도의적 의무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1802)의 1일 12시간 상한, 프랑스의 1841년 법률과 1892년 법률에 의한 연
소자 및 여성의 1일 근로시간 제한, 1869년 영업법(Gewerbeordnung)에
의한 근로시간 규제 등은 근로시간 규제의 초기 형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의
출범으로 인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기준을 통한 규제라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19년 10월 29일부터 미국(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이하 ILC76))에서는 총 6
개의 의제, 즉 ① 1일․1주 근로시간의 제한, ② 실업 문제, ③ 모성보호,
④ 여성의 야간 근로, ⑤ 최저 노동연령, ⑥ 연소자의 야간 근로가 다루어
75) 산업혁명 이전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산업혁
명 이후 사용자들은 거액의 자본을 들여 구입한 기계가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가 멈추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인간인 근로자가 기계
의 작동속도에 종속되게 되었으며, 교대제근로와 야간근로 등의 기형적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희(1992),「근로시간제에 관한 법적 연구 기초개념과 근로시간규제의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7
참조.
76) 국제노동회의는 ILO 총회의 공식 명칭으로, ILO 헌장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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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77) 이 가운데 첫 번째 의제인 1일․1주 근로시간의 제한은 ILC
제출안 작성 단계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었다.78) 이처럼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자의 건
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두였고, ILO
에서는 1970년대 후반까지 근로시간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협약 규율을
도입하여 왔다.
<표 9-2> 현행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
지위 79)

표제
1919

제1호 근로시간(공업)협약

잠정적

1921

제14호 주휴일(공업)협약

현대적

1930

제30호 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 협약

잠정적

1935

제47호 주40시간 협약

잠정적

1954

제98호 연차유급휴가 권고

잠정적

1957

제106호 주휴일(상업 및 사무직)협약

현대적

1957

제103호 주휴일(상업 및 사무직)권고

현대적

1962

제116호 근로시간 단축 권고

현대적
협약80)

1970

제132호 연차유급휴가(개정)

잠정적

1979

제153호 근로시간과 휴식(도로운송) 협약

개정대상

1979

제161호 근로시간과 휴식(도로운송) 권고

개정대상

77) 이들 의제는 총회에서 ILO 협약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승인되어 ① 제1호 근로
시간(공업)협약, ② 제2호 실업협약, ③ 제3호 모성보호협약, ④ 제4호 야간근로
(여성)협약, ⑤ 제5호 최저연령(공업)협약, ⑥ 제6호 연소자의 야간근로(공업) 협
약이 되었다.
78) 제1차 ILC 제출안의 공식 명칭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 원칙의 적용”이었
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제1호 협약과 동일하게 공업 부문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준은 ILO 창립 전 노동조
합회의 등에서 합의되었던 근로시간 기준보다 약화된 것으로, ① 1916년 6월 영
국 리즈 국제노동조합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모든 노동자에 대한 1일 10시간 제
한”, ② 1917년 11월 미국 버팔로 미국노동조합연맹에서 합의된 “공업 및 상업 부
문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제한”, ③ 1919년 2월 스위스 베른 국제사회주의
자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 제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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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시간법제의 역할 변화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
부터 100
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ILO 국제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근로시간 규제에도 공통적으로 나
타난 사항들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법제도의 변화는 산업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ILO 협약의 근로조건 규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
으로 하는 공업 부분과 사무직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를 수용하거나 참조한 유럽 국가들 역시 이러한 기본적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로시
간 단축이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통일적 규제에
서 세부적 규율”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근로시간 법
제도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
79) 한편 1919년부터 ILO 국제기준이 제정되기 시작한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로 인하여 현재의 노동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협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ILO의 기본적 방식은 개정을 통한 구(舊)협약 및 권고의 폐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협약 및 권고의 효력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2년 동안 ILO 이사회는 1985년 이전에 채
택된 협약 및 권고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현행 ILO 국제기준 중 71개 협약 및 권고를 현대적 국제기준(up-to-date
instruments)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국제기준들은 잠정적 국제기준(instruments
interim status)과 개정대상 국제기준(instruments to be revised)으로 구별한 후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80)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은 출근율에 따른 산정을 거쳐서 취득한 휴가를 다음 년도
(차년도)에 발생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제60조의 휴가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처럼 후불적 휴가 부여라는 우리나라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국제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지만, 이하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혼란을 방
지하기 위하여 Annual Holiday with pay, Annual paid Leave 등을 연차휴가 또
는 연차유급휴가라고 번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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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은 지
난 100여 년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870년부터 2000년까지 연
간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1870년에 연간 근로시간
은 3,285시간이었지만, 2000년에는 1,347시간으로 줄어들었고, 프랑스와
독일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나타내 왔다.81) 이에 따라 21세기의 근로시간
법제는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82)
다. 근로시간 결정제도의 유형
1) 법제도에 의하여 강제되는 근로시간 결정제도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제도, 즉 법령에 의하여 근
로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인 단체교섭
과 근로시간의 길이나 근로시간을 조직하는 방식을 다루는 단체협약은
드물다.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령, 즉 근로시간 법규는 근로자의 대부분

81)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시
간 노동과 노동시간단축(Ⅱ) - 장시간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
82) 근로시간법제의 고용보호법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은 형사처벌 규정이
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하나의 ‘기준’이라고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이는 사전
적 근로시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달
성하고자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
서는 형벌의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규범적
기능)이「근로기준법」상 벌칙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즉 침해하고자 하는 법익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형벌권 집행이 가능하
며, 이를 통하여 노사 모두에게 행위의 행동지침이 인지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 사례에서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제재를 어
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 현재 근로시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
양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대신 형사처벌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
그 태양에 따라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에서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다
양한 방식에 의한 단계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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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국가 단위에서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보호법으로 대변되는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의 표준적 길이, 즉 1
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규율함과 동시에 노동의 특성에 기초하여 근로
자들의 유형이나 특정한 직무에 따라서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헝가리에서는 위험한 조건(소음, 고온, 진동 등에 심하게 노
출되는 경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일하는 것으로
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법」
도 ‘절대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83)
이처럼 국가 단위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전반적인 단체교섭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제도에서 허용한 근로시간
의 특정 측면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근로시간 유연성과
작업스케줄에 관한 단체교섭은 산업이나 기업수준에서도 가능하고, 근로
자 개인별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의 원칙적 길이를 다루고 있는 단체협약
은 드물며, 그런 협약에 의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주로
동유럽국가(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들이 이런 제도 유형으로 근로시간 기준이 거의 전
적으로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율되고 있다.
2) 법제도를 보완하는 단체협약의 방식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규율에서 법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기준들은 일정 단위에서 단체교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들은 입법에 의해 주어지는 규제적인
틀을 보완하고, 법률의 기준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적용을 할 수 있는
83)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안
전보건법｣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1
항에서는 유해 위험한 작업의 범위를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아래에서 행하는
작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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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에 의한 조정은 산업부문, 기업 단위 또는 개별적 근로
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다른 수준에서 단체교섭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률은 근로시간 표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준이다. 이러한 조정은 법률의 규제 틀을 보완하거나 혹
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기존 법률로부터 완화(유
리한 완화, 혹은 불리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은 다른 교섭 수준
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보통 산업부문 수준이나 기업수준에서 일어나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 노사교섭의 역할과 근로계약 단위의 결정
이 외에도 노사교섭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결정하거나, 사용자에 의하
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노사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례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은 보통
산업수준에서 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산업수준의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조직화에 관한 기업수준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될 수 있고. 법률은 낮은 수준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법적인 틀을 정
의한다. 이런 결정제도에서는 근로시간의 길이나 근로시간 조직화를 포
함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사용자들과 노동자대표들과의 교섭과정절차의
결과가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법률이 근로시간 기준의 정의에서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구조도 매우 분산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시간의 길이나 근
로시간의 조직화 조건은 보통 개별 고용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제시하고 결정한 조건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4)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율 방식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규
제법을 중심으로 초기 노동법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규제
하는 방식은 입법구조와 노동현실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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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규제의 방식을 살펴보면 ①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규제하는 방식(자율 교섭형), ②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할
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비용 압력형),84) ③ 실정법에 법정근로시간을 규
정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효과와 공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직접
규제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통한 근로시간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
하는 ‘직접 규제형’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방식 역시 ‘직접 규제형’을 기본으로 하여 비용 압력형(가산임금 제
도)을 추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들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2차 산업(공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4. 현대적인 근로시간 규율 방식으로의 전환
근로시간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양하지만, 국제기준을 통한 근로
시간 규제는 국제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근로자의 휴식 확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85) 이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
확보는 ‘인권’ 내지 ‘권리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의 노동이 생산요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한 피로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
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접근 방식의 기본
관점은 근로시간 규제를 근로자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다. ILO가 국제
노동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주목했던 것도
84)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제7조 (a) (1)에서는 근로자에
게 통상임금율의 1.5배 이상의 비율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규제의 전부이다.
85) 浜村 彰(2005), “労働時間規制の目的と手段”,「賃金と労働時間(講座 21世紀の労
働法 第5巻」(第3刷), 日本労働法学会,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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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반영한 것인데, 근로시간 규율 방식은 국
가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근로관계 중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은 근로시간 규율 방식의 차이를 불문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근로조건’이기 때문이다.86)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로관계에서 휴식이
일간 근로시간과 주간 근로시간의 제한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
을 고려하면, 휴식제도는 근로시간 규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휴
식은 본래적으로 근로시간 규제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의 전통적인 목적(공정 경쟁과 근로자의 휴식)은 근로시
간의 상한 설정을 통해 달성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근로시간 규제 목적과는 별도로, 고용의 다양화와 경제 상황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근로시간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일자리공유(work-sharing) 문
제나 저출산․고령사회의 근로시간 규제 논의,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
화를 근거로 고용․근로시간의 탄력화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시
간의 획일적․통일적 규제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것
으로 보고 있다.87)
「근로기준법」도 1990년대 말부터 법정 근로시간 규제라는 원칙에도 불
구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적 이용이 가능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런데 법정근로시간을 통한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근로자의 ‘휴식 확보’는 점차 의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로서, 근로시간의
자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등은 근로시간
의 총량적 규제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근로자의 휴
식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아직까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들
의 휴식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전통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86) ILO의 구성절차를 담고 있는 베르사유 조약 제13편(노동편 : 1919년 6월 18일)은
‘1일 8시간, 주48시간’의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인권적 관
점에 입각한 근로시간의 최소한의 규제라고 하고 있다. 베르사유조약 제13편은
1946년 제29차 총회에서 ILO의 지도원리로 결의되어 국제노동헌장이 되었다.
87) 中島正雄(2000), “労働時間規制の原則と例外” 日本労働法学会編「講座 21世紀の
労働法 第5巻 賃金と労働時間」, 有斐閣､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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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휴식 확보’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완화를 통한 ‘근로자의 휴식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규율에서 ‘인권’ 내지 ‘권리’의 관점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
은 근로시간법제의 기본적인 법적 접근 방식이다. 오늘날 근로시간의 통
일적․일률적 규제보다는 세부적․탄력적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고 하더라도, 피로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가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자에서 시민으로 회복’시키는 휴식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에 따라 소극적으로 확보
되었던 휴식은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 속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확립이라
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휴식제도의 의의를 단순
히 근로시간 규제의 이면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20세기적 근로조건이
라 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물론, 최근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21
세기적 근로조건인 가족친화 휴가․휴직제도와88) 같은 비정기적인 휴식
제도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근로조건으로서 그 의의와 중요
성을 감안할 때 휴식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휴식은
‘근로자에서 시민으로’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 사회권임과 동시에, 개인의
존중에 관한 헌법적 보장들인 자기실현,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휴식권의 내용은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과 함께 근로자의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측면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휴식권의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시간의 세부적․탄력적 규제가 논의되어야만 그 정
책적 목적인 고용창출 내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달성될 수 있을 것
이다.
요컨대 정기적인 근로시간 규제와 상대되는 개념인 휴식제도는 점점
의의를 상실해가고 있는 반면, 근로관계 중의 휴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제조건인 휴
88) Lucy McLynn(2009),「Working Time and Holidays : A Practical Leg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p.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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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헌법」
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다양한 입법적 수단들을 통하여 적
극적인 휴식의 확보가 필요하다.89) 휴식의 개념과 범위의 논의에 있어서
도, 근로시간 규제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기적인 휴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휴직․휴가와 같은 비정기적인 휴식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휴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과근로화’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휴식제도’에 관한 논의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고정불변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대의 변화와 주변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규제방
식 역시 법률에 의한 전통적 규제방식이 가장 보편타당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적절하고도 다양한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
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노사 양 당사자의 문제임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용정책에서 갖는 중요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규제 개선의 현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시간 규율
시스템은 단순히 “1일 8시간․1주 40시간” 원칙 하에서 획일적인 사전적
규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이를 강제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국 근로시간이 갖는 노동보호법으로서
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형태에 따른 체계적
대응에도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이 갖는 공법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약정에 따른 다양한 효과적인 대
응을 할 수 있는 법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논
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방법 가
운데 하나로 휴식시간의 규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간접적 규제를 제안하
89) 일본 헌법 제27조제2항은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예시로 근로(취업)시간
과 휴식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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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휴식시간의 규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간접적인 규제는 현행 근로
시간 규제가 노동시간의 유연화 필요에 비추어 획일적이라는 점에서 가
령 탄력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는 사업장, 사업장 밖 근로 등 기타 근로시간 규제가 작용하지 않는 곳
에서 근로자의 건강이나 위험 방지를 위한 간접적인 방안으로서 적용하
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요구를 좀 더 탄력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있어서 큰 전제 요
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현재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제재인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규제 방식인지에 관한 재검토도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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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일본에서는 왜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가
와다 하지메(和田 肇)90)

1. 들어가며
본고는 일본의 노동시간, 특히 일반노동자(무기고용으로 풀타임노동,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긴 것과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이 초
래하는 폐해를 밝히고,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1)

2. 노동시간 현황
“OECD Data, Hours worked”에 따르면, 2018년 노동자 평균 연간 총
노동시간은 일본이 1,680시간(39개국 중 짧은 순으로 17번째), 한국이
1,993시간(긴 순으로 3번째)이다. 최단 노동시간 국가는 독일로 1,363시간,
최장 노동시간 국가는 멕시코로 2,148시간, 그 외에 미국이 1,786시간, 이
탈리아가 1,723시간, 영국이 1,538시간, 스웨덴이 1,474시간이다.

90) 나고야 대학(名古屋大学) 명예교수
91) 본고에서 논할 주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노동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의 변
천 과정」시마다 요이치(島田陽一)․기쿠치 요시미(菊池馨実)․다케우치(오쿠노)
도시(竹内(奥野)寿) 편저『전후 노동입법사』(준포사, 2018년) 131쪽 이하,「노동
시간 규제 개혁의 법적 분석」일본노동연구잡지 702호(2018년) p.6 이하, 졸고「연
차유급휴가의 법정책 검증」노동법률순보 1924호(2018년) 28쪽 이하에서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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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1인당 평균 연간 총 노동시간

자료 :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2018』.

[그림 10-1]을 보면 최근 40년간 일본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
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림 10-2]에서 일
반노동자(‘상용노동자’ 중 1일 소정노동시간 또는 1주 소정근무일수가 일
반노동자보다 짧은 ‘파트타임노동자’가 아닌 사람)를 보면, 최근 30년간
노동시간이 거의 단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총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은 주로 파트타임노동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수치는 1990년대 초의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시간 초과 현상이 현저하다.
[그림 10-2] 취업형태별 연간 총 실질 노동시간 및 파트타임노동자 비율의 추이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과로사방지대책백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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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것은
한 달에 80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기준 감
독서(署)에서 과로사나 과로자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수치이다.92) 특
히 한창 일할 나이인 30～50세에서 그러한 특징이 현저히 나타난다(그림
10-3).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과로사 등의 산재 보상 상황’을 공표하는데,
이에 따르면 과로사(뇌․심장 질환) 신청건수(사망에 한함)는 240건 이상,
산재 지급결정건수는 그 중 80～90%이며, 과로자살 신청건수는 200건 이
상, 결정건수는 90% 이상이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0-3] 월말 1주일의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고용자(성별․연령별)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과로사방지대책백서 2019년』.

장시간 노동은 곧 과소한 휴가 취득일수 문제와 연결된다. 연차휴가 부
여일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취득일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아, 취득률도
50%를 밑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0-4).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의 휴가 취득률이 일본을 앞질렀다(그림 10-5).
92) 2001년에 하달한『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 등(부상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
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노동기준국장 통달 제1063호)에는 ‘발병 전 1개월 간 대
략 100시간 또는 발병 전 2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 1개월 당 대략 80시간이 넘는
시간외 노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고 되어 있다.

제10장 일본에서는 왜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가 203

[그림 10-4]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취득일수․취득률(1984～2018년)

자료 :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데이터베이스』.
[그림 10-5] 세계 19개국 유급휴가․국제비교 2018년

자료 : 익스피디아(https://welove.expedia.co.jp/infographics/holiday-deprivati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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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통계에서는 서비스 잔업이라 불리는 무보수 잔업․미지급
잔업 시간 수는 잡히지 않는데(독일에서는 이 수치도 공식통계로 나온
다), 통계상 나타나는 수치의 배 이상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무보수 잔
업의 원인으로는 회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회사가 잔업 억제책을 강조
해서, 혹은 노동자가 인사평가에 신경 쓰느라 정확한 시간 수를 신청하지
않아서, 등등의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무엇이 노동시간 단축 요인이 되었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
본의 장시간노동은 미국으로부터 소셜덤핑(social dumping)이라는 비판
을 받게 되고, 내수확대형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정책과제가 되었다. 그
것을 구체화한 것이 1987년의 노동기준법 개정인데, 이로 인해 단계적이
기는 해도 주(週)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되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장시간노동 해소 분위기도 무르익으면서 그
후 몇 년간 노동시간 단축도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도 나름대로 운동을 펼
쳤다.
1980년대는 한편으로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고도성장기에 남겨진 고용
현장의 과제, 즉 장시간노동, 회사주의라 불리는 기업공동체 관념, 직장의
남성중심주의 등에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거품경제가 붕
괴되자, 그 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게 되고 노동시간 단축은 정
체되었다.

4. 어째서 노동시간 단축은 진척되지 않는가?
노동시간 단축은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 과잉’93)의 결과인 과
로사나 과로자살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이

93) 겐다 유지(玄田有史),『노동 과잉』(NTT출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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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입법의 미비․결함
첫째로 입법의 미비가 있다. 법학자인 필자로서는 아무래도 법제도 상
의 문제에 먼저 눈이 가게 된다. 유럽과 달리 일본에서는 뒤에서 서술할
노사자치형 노동시간 단축은 어렵고, 정책을 통해 실현해 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법률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에는 노동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제하는 ‘직
접규제방식’과 시간외노동에 대해 높은 할증률을 부과하는 ‘간접규제방
식’이 있다(양자병용방식도 있다). 독일의 노동시간규제(변형노동시간제
를 채택한 경우에도 1일 최장노동시간 10시간)가 전자이며, 미국의 노동
시간규제(시간외노동에 50% 이상의 할증임금을 부과)가 후자이다.
일본은 두 가지 방식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제정 당시의 노동
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주 48시간제’가 채택되어 있었으나, 36협정을 체
결함으로써 불과 25%증가 수당을 지급할 뿐, 상한 없는(천정부지) 시간
외노동, 휴일노동이 가능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8년 노동기준법 개
정에 따라 ‘주 40시간 1일 8시간제’이기는 하지만, 36협정으로 ‘1개월 45
시간, 1년 360시간’까지 시간외노동이 가능하고, 나아가 특별조항을 마련
하면 ‘복수 개월 평균 80시간 이내(시간외노동+휴일노동), 단일 월 100시
간 미만(시간외노동+휴일노동), 연 720시간 이하(휴일노동을 포함하면
920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노동이 가능해진다. 할증률은 시간외노동은
25%증가(2개월 60시간 초과하면 겨우 50% 증가), 휴일노동은 35%증가
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일본의 노동시간의 법규제는 직접
규제 면에서나 간접규제 면에서나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장시간노동이 가장 심각한 자동차 운전수, 근무 의사, 건설업에
서는 당분간은 이러한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인 학교 교
사의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시간
외․휴일근무수당 대신에 일률적으로 4%의 교직 조정액이 지급되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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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구조로 되어 있다(공립 의무교육 제반학교 등의
교육직원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급특법). 실제 시간외․휴일노동에
부합하는 할증수당을 청구하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
구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8년 5월에 일본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사무국장은 “유감스럽지
만 과로사(KAROSHI)라는 일본어는 좋지 않은 의미로 전 세계적으로 유
명하다. 과로사 문제는 잔업을 포함한 장시간노동이 사회에서 만연한 것
이 원인이다. 이번에 잔업시간 상한규제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최대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은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 너무 길다.”고 했
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노동시간의 법규제에 관해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휴식시간(노동종료 시점부터 다음 날 노동개시까지의 휴식) 규제는
도입 노력의무에 그치고 있다(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
법 2조 1항). 또한 연차휴가는 10일부터 시작되어 최대 20일에 불과하며
연속휴가 규정도 없고, 따라서 3노동주(15일 내지 18일)의 휴가일수와, 그
중 2노동주는 연속휴가로 하는 것을 규정한 ILO기준(1970년 유급휴가조
약)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일본은 조약 미비준).
나. 노사자치 기능 부전
둘째로 노사관계의 구조 문제이다. 필자는 독일의 노동시간과 법, 그리
고 노동조합 운동에 관해 연구를 해왔는데94), 이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
음과 같은 점이다.
(1) 노동협약으로 연차휴가 규제가 시작되고, 그 후 그것이 주정부에서
입법화되어, 1963년에 연방휴가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동법의 연차
휴가일수는 일률적으로 15일로, 그 뒤 1974년 법이 개정되면서 18
일로 늘어나는데, 노동협약상의 연차휴가일수는 이것을 훨씬 웃도
는 수준에서 증가되어 왔다.
94) 졸저『독일의 노동시간과 법』(일본평론사,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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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법은 나치시기인 1938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1일 8
시간 1주 48시간제였으며 1994년에 새로운 노동시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 사이에 법개정은 없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협약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되어 왔다. 그 점에서는 입
법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기법은 채택되지 않았고 노동시간
문제는 임금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사자치의 최우선 과제였다.
(3)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정면에서 문제로 삼고 운동을 전개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 독일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으로도 배분되어 왔다.
(4) 1970년대의 몇 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하며 독일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노사정의 공통 과제가 되었다. 노동
조합이 주력한 것이 금속산업의 주 35시간제 획득인데, 거기에는
워크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발상이 강력
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자치가 거시경
제정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노사자치
가 산업별․지역별(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차원으로)로 형성되어 있
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다.
위의 사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자치의 성격
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기업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기업별 조합이라는
조직형태,95) 거시정책에 관여하는 기능이 약한 기업별 조합의 역량․기

95) 독일의 노동협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임을 보여주는 예로서, 노동협약의 등
록제도(등록과 공개)가 있다. 노동협약법 제6조에서 ‘연방노동사회청에서 노동협
약의 체결, 변경, 폐지, 및 일반적 구속력 선언의 개시와 종료를 신고하기 위한 협
약등록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에서 노동협약 당사자는 위에서 서
술한 사태가 발생한 후 1개월 내에 연방정부 부처 및 주정부에 대해 서면을 송부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연방차원과 주정부차원에서 등록부가 관리․
운영되고, 노동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협약 등록제도는 연방부
처가 그 내용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관계자와 사용자단체관계자 뿐 아니라, 재
판소나 관청, 연구자도 모든 노동협약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제도
는 법률 공개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노동협약은 ‘사회의
보물’인데, 일본에서는 노동협약이나 취로규칙은 기업내의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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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 1950년대에 춘투방식이
고안되었으나,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1970년대 중반에는 ‘춘투의 종언’
을 표명했다.96) 이러한 기업별 조합의 한계는 오늘날까지 극복되지 못한
상태다.
다. 성과 배분에 대한 노동자의 임금선호
셋째로, 일본의 노동자는 생산향상의 성과 배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형태보다 임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환원되기를 바라왔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순조로운 경제성장의 성과는 임금인
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으로 배분되어 왔다. 그 슬로건으로서 내건 것이
‘토요일의 아빠는 나의 것’ 이었는데, 그에 비해 일본에서는 ‘가장은 열심
히 일하고 집에 없는 것이 좋다’고 하는 가족관이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약했다. 현재에도 많은 노동자
들은 일정한 시간외 노동수당을 예상하며 생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회사주의97)나 기업중심주의98)라 불리는 고용사회론과 관계가 있
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 속에서 겸업․부업 장려를 말
하는데, 이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고 생
각된다.99)
라. 멤버십형 고용과 그 폐해
넷째로,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은 직무내용이 명확화되어 있는 직무형
96) 오타 가오루(太田薫),『춘투의 종언－저성장 하의 노동운동』(주오게이자이사,
1975년).
97) 바바 히로지(馬場宏二),「현대사회와 일본회사주의」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편저『현
대사회1․과제와 시각』(도쿄대 출판회, 1991년) p.29 이하.
98) 오사와 마리(大沢真理),『기업중심주의를 넘어서』(지지통신, 1993년).
99) 리쿠르트의 ‘겸업․부업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2017년 2월)에서는 겸업․부업
을 용인․추진하는 기업은 22.9%로, 그 이유로는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다’
68.7%, ‘사원의 수입증가로 이어진다’ 26.7%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사실은 노동
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되며, 뒤집어 생각하면 노동자에게 그러한 수요
가 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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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아니라, 회사의 사원이라는 신분을 취득하는 멤버십형 고용이다.
이것은 하마구치 게이치로가 명명한 것인데,100)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활약하며, 세계대전 이후의 노동입법정책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스에히로 이즈타로가 이미 지적했던 것이기도 하다.101)
멤버십형 고용의 이점은 종신고용제로 드러나는데, 회사의 업무명령권
이 노동자의 사생활선택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되는 폐해를 수반하고 있
었다. 어느 이론가는 이러한 고용관행을 일본의 외부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를 보완하는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102) 그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사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업무명령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법원 판례는 이것을 시인하는 법리를 펼
쳐 왔다.103)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측면(언제든 업무명령에 부응하기 위
해 준비하고 있을 것)을 인사고과(승격 등의 인사처우, 보너스 사정 등)에
이용해 왔다.
마. 기업풍토와 준법감시
다섯째로, 고용사회에서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가 100% 관철되고 있
는 국가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일본만큼 ‘블랙기업(악덕기
업)’이 문제시되고 있는 국가 역시 드물지 않을까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100) 하마구치 게이치로(濱口桂一郎),『일본의 고용과 노동법』(니혼게이자이신문출
판사, 2011년) p.16 이하 등.
101)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厳太郎)는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노동계약은 일정 기
업에서의 노동자 지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주와 노동자와의 사이에 체결
되는 계약’이며, ‘단순한 책무적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 계약이다.’라고 논했
다(『법률학사전․제4권』(이와나미서점 1936년) p.2777). 이러한 인식은 2차 세
계대전 후에도 계승되어 간다(동『노동법 이야기』(이치요사, 1947년) p.43 이하,
동「노동기준법 해설(1)」)법률시보 제20권제3호(1948년) p.15).
102) 아라키 다카시(荒木尚志).
103) 시간외노동 명령에 대해 히타치제작소 무사시공장사건․최고법원 판결 1991년
11월 11일 최고법원민사판례집 제45권제8호 p.1270, 배전명령에 대해 도아(東
亜)이벤트 사건․최고법원 판결 1986년 7월 14일 노동판례 제477호 p.6 등. 일과
삶의 균형 중시 관점에서 최고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한 내용은 졸저『인권보장
과 노동법』(니혼효론사, 2008년) p.162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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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래 이것을 입사 직후 바로 퇴직을 하게 하는 기업이나 업계의 문제
로 다루었는데, 그 후에 서비스 잔업(무보수 잔업)이나 직장내 갑질 혹은
과로사․과로자살 등이 횡행․다발하고 있는 기업도 대상으로 삼고 대책
을 강구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NPO가 매년 블랙기업 대상을 선정하
고 있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은 매년 ‘감독지도에 따른 임금 미지불 잔업
시정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2018년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정기업수
1,768 기업(전년도 대비 102개 기업 감소)
그 중, 1,000만 엔 이상의 할증임금을 지불한 것은 228개 기업(전년도 대비 34
개 기업 감소)
＊대상 노동자수
11만 8,837명(전년도 대비 89,398명 감소）
＊지불된 할증임금 합계액 125억 6,381만 엔(전년도 대비 320억 7,814만 엔 감소)
＊지불된 할증임금 평균액 1기업 당 711만 엔, 노동자 1인당 11만 엔

5. 전 망
이상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과제도 명확해졌다. 이 중
노사자치 기능 부전, 기업의 준법감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현재로
서는 그다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입법 구상에 대해서는 독일형
노동시간 규제나 연차휴가 규제를 모델로 지금까지도 여러 번 논해 왔으
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온 힘을 쏟아 ‘일하는 방식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
이다. 첫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진행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각
해지고 있는데, 현재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고령자는 노동시장
에 참여할 수 없고 이것은 심각한 연금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을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으로는 보충할 수 없다.
둘째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옛날식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부
정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고용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일본사회 자체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셋째로, 현재와 같은 맹렬사원형,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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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model)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가도 기업경영자
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성이 장시간노동(죽을 만큼 일한
다)을 하는 것은 노동 과잉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은 가계 보조
적으로 비정규고용으로 일하게 하고 있는 낡은 가족관은 다양한 점에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용사회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사
실 필자는 Life-work balance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준법감시,
종업원 중시형 기업경영 등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미국 대기업 CEO로 구성된 단체인 Business
Roundtable이 2019년 8월에 공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이다. 그것
에 의거한 ‘기업 목적의 재정의’(Redefined Purpose of a Corporation)에
서 동 단체는 1997년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기업의 주요한 목적은 그 소
유주인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 ‘좋
은 기업을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성명에서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쉐
어홀더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기존의 성명을 변경한다고 명언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쉐어홀더란 투자가, 노동자, 커뮤니티, 공급
업자, 소비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각각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내걸었는
데,104) 노동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려 가는 것, 즉 ‘공정한 보수로 보답
하고 중요한 이익을 주는 것,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하기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것, 다양성, 사회적 포섭,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기업은 앞의 성명에 따라, 전통적인 종업원 주권에서 주주 주권으
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105) 언제나 외부압력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긴 하
104) 소비자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것, 공급업자에게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
래를 하여 좋은 관계를 구축할 것,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주민을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것, 투자가에게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
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05) 이 지적 내용은 로널드 도어(이시즈카 마사히코 번역)『노동의 의미』(주코신서,
2005년) p.30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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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미국에서의 기업론의 패러다임 전환은 새로운 기업모델106)을 제공
했고, 그것을 일본기업과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106)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세계가 노력해야 할 ‘다국적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존 제러드 러기(히가시자와 야스시 번역)『기
업과 인권』(이와나미서점, 2014년)을 참조.

참고문헌 213

참고문헌

강진구(2019),「문재인정부 2주년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희망은 여전
히 유효한가」,『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및
2020 총선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 자료집』.
김근주(2019),「일의 미래 : ILO의 미래담론과 한국에의 함의」,『국제노
동브리프』2019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______(2018),「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개념 : 익숙하지만 새로운 논의」,
『국제노동브리브』201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김대호(2017),「문재인 정부 1년 경제평가 및 제언」,『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보고서』.
김복순(2019),「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 2018년 8월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노동리뷰』2019년 1월호, 한
국노동연구원.
김순양(2010),「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한국정책학회보』19 (1), pp.35～70.
김유선(2019a),「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한겨
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주최」,『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정책토론회 자료집, pp.75～90.
______(2019b),「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
지」,『KLSI 이슈페이퍼』제102호.
김형렬(1999),「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사회과학논집』30, pp.1～
36.
김형배(2019),『노동법강의』제8판, 신조사.
김종범(2004),「정책실패」,『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52
6』541.
남궁근(2012),『정책학』, 법문사.

214

한-일 노동개혁 포럼

노광표(2019),「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KLSI
Issue Paper』제116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2019),「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이슈페
이퍼』2019-02.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
(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단축(Ⅱ) - 장시간노동과 노동법
제」,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2017), ‘뻥’ 축구의 유혹 중앙일보 7월 11일자 컬럼.
신세돈(2019), 해외로 ‘기업 디아스포라’ … 국내 일자리도 빠져나간다. 중
앙일보 5월 7일자 컬럼.
심준섭․김지수(2011),「갈등연구에서 프레임분석의 적용가능성 : 문헌연
구를 중심으로」,『국가정책연구』25 (3), pp.29～64.
안병철․이계만(2009),「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한국정책과
학학회보』13 (2), pp.1～19.
이병훈(2016),「노동개혁국면에 있어 노조운동의 대응전략에 관한 평가 :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양노총의 대응을 중심
으로」,『한국사회정책』23 (1), pp.1～23.
______(2011),「사회통합적 노동개혁, 진보의 좌절과 현실 타협」, 강원
택․장덕진(편),『노무현정부의 실험 : 미완의 개혁. 한울아카데
미』, pp. 279～310.
이병훈․유범상(2001),「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노동정치 연구 : 정
리해고제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35 (2), pp.177～204.
이원희(1992),「근로시간제에 관한 법적 연구–기초개념과 근로시간규제
의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
학원.
이정희․박귀천․송태수․이상준․최홍기(2019), 노동이사제 평가․분
석 및 노동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
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연구과제 보고서.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2),「외국계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방안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30권제2호, 한국가

참고문헌 215

정관리학회.
임종률(2019),『노동법』, 제17판, 박영사.
정광호(2005),「노무현 정부의 관료제 개혁에 대한 평가」,『행정논총』43
(2), pp.301～349.
정이환(2019),「노동시장개혁의 노동정치 : 민주화 이후 주요 노동시장개
혁 과정의 분석」,『산업노동연구』25 (2), pp.37～85.
______(2017),「노동시장정책의 성격과 배경요인 : 노무현․이명박 정권
비교」,『경제와 사회』116, pp.136～186.
조돈문․김주일․이승협 외(2017),「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
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용만․김홍영(2019),「로스쿨 노동법」, 제4판, 오래.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2016),『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
한종희․권용수(2013),「비정규노동정책과정의 동태성 연구 : 옹호연합모
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과 복합흐름(Multiple Streams)
이론의 적용을 통한 조직간 역학관계 분석」,『한국조직학회보』
10 (2), pp.1～28.
한지숙․유계숙(2009),「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과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
27권 제5호, 한국가정관리학회.
황선웅(2018),「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 정책 패러
다임의 전환?」,『산업노동연구』제24권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pp. 29～59.
황성수․김경대․오유미(2015),「정책과정,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논문 분
석 : 우리나라 옹호연합모형 및 관련연구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논의」,『한국정책과학학회보』19 (4), pp.1～26.
上西 充子(2018),「裁量労働制を問い直せ」,『世界』2018年 ５月号.
(2019),『呪いの言葉の解きかた』晶文社.
.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2013年度療養労働実態調査』
, 中央経済社.
太田 薫(1975),『春闘の終焉ー低成長下の労働運動』

216

한-일 노동개혁 포럼

大沢 真理(1993),『企業中心主義を超えて』, 時事通信.
,『都市問題』106.
大森彌(2015),「自治体の現場と職員の現状」
熊沢 誠(2017),「安倍 ‘労働改革’ にあ-げる ‘同一労働同一賃金’の 虚妄
性」,『職場の人権』100号.
(2019),「大阪医科薬科大学のアルバイト職員差別事件をめぐって」,
『民主法律』310号：2019年 8月.
, NTT出版.
玄田有史(2005),『働く過剰』
厚生労働省(2016),『賃金構造基本調査』.
(2018),『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2019),『過労死防止対策白書』
.
厚生労働省,『社会福祉施設等調査』.
,『毎月勤労統計調査 2016年 分結果確報』.
, 岩波書店.
末弘 厳太郎(1936),『法律学事典․第4巻』
(1947),『労働法のはなし』, 一洋社.
(1948),「労働基準法解説(一)」,『法律時報』20巻3号.
総務省(2005),「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行政改革の推進のための新たな指
, 総行整 第11号.
針の策定について」
総務省,「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調査結果」.

』
, 旬報社.
澤路毅彦․千葉卓朗․贄川俊(2018),『ドキュメント「働き方改革」
中島正雄(2000), “労働時間規制の原則と例外” 日本労働法学会編「講座 21
, 有斐閣.
世紀の労働法 第5巻 賃金と労働時間」
浜村 彰(2005), “労働時間規制の目的と手段”,「賃金と労働時間(講座 21世
(第3刷), 日本労働法学会.
紀の労働法 第5巻」
.
日本労働研究․研修機構,『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 2018』
濱口 桂一郎(2011),『日本の雇用と労働法』, 日本経済新聞出版社
舟木浩․五石敬路․田嶋康利(2018),「特集 韓国に学ぶ生活困窮者の就労
,『賃金と社会保障』no.1715.
支援」
馬場 宏二(1991),「現代世界と日本会社主義」, 東大社会科学研究所編,『現
, 東大出版会.
代社会1․課題と視角』
前田 健太郎(2014),『市民を雇わない国家～日本が公務員の少ない国へと至っ

참고문헌 217

た道』
, 東京大学出版会.
森 ます美(2013),「非正規労働者の公正な賃金―非正規労働政策と関わっ
,『(昭和女子大学) 学苑․人間社会学紀要』No.868(2013.2）
て―」
.
文部科学省(2015),「社会教育調査」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編,『2018 国際労働比較』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4),『裁量労働制等の労働時間制度に関する

, JILPT 調査シリーズ No.125、2014年
調査結果労働者調査結果』
5月.
, 日本評論社.
和田 肇(1998),『ドイツの労働時間と法』
(2008),『人権保障と労働法』
, 日本評論社.
(2018),「労働基準法の労働時間席の変遷過程」, 島田陽一․菊池馨
, 旬報社.
実․竹内(奥野)寿 編著『戦後労働立法史』
(2018),「年次有給休暇の法政策の検証」,『労働法律旬報』1924号.
(2018),「労働時間規制改革の法的分析」,『日本労働研究雑誌』
702号.
ジョン․ジェラルド․ラギー(2014), 東澤靖 訳,『正しいビジネス』, 岩波
書店.
スヴェン․スタインモ(2017), 山崎由希子訳『政治経済の生態学』岩波書店.
ロナルド․ドーア(2005), 石塚雅彦 訳,『働くということ』, 中公新書.
Bardach, E.(I974), The implementation game, Cambridge : MIT Press.
Dunn, W.(1981),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Easton, D.(1957),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9 (3), pp.383～400.
Freudenburg, W. and R. Gramling(1994), “Bureaucratic slippage and
failures of agency vigilance : The case of the environmental
studies program,” Social Problems 41 (2), pp.214～239.
Goggin, M.(1986), “The too few cases, the many variables problem in
implement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9 (2), pp.328～

218

한-일 노동개혁 포럼

347.
Hilgartner, S. and C. Bosk(1988), “The rise and fall of social problems
: A public arenas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 pp.53 ～78.
Kingdon, J.(1995), Agendas, a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 : Harper Collins.
Landau, M.(1977), “The proper domain of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2), pp.423～427.
Lindblom, C.(1977), Politics and markets :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 New York : Basic Books.
Lowi, T.(1979), The end of liberalism, New York : Norton.
Lucy McLynn(2009), Working Time and Holidays : A Practical Leg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March, J. and J. Olsen(1984), “The new institutionalism :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3), pp.734～749.
Nordhaus, W.(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2), pp.169～190.
OECD(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Ostrom, E.(2007), “Challenges and growth : The development of the
interdisciplinary field of institutional analysis,”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3, pp.239～264.
Poulantzas, N.(1978),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 New Left Books.
Preston, T. and P. Hart(1999),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bureaucratic
politics : The nexus between political leaders and advisory,”
Political Psychology 20 (1), pp.49～98.
Sabatier, P.(ed.)(2007),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 Westview
Press.
Sabatier, P. and C. Weible(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Innovations and clarifications in P. Sabatier(ed.). Theories of

참고문헌 219

the policy process. Boulder : Westview Pres, pp.189～221.
Schön, D. and M. Rein(1994), Frame reflection :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controversies, New York : Basic Books.
Zahariadis, N.(2007),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 Structure,
limitations, prospects. in P. Sabatier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 Westview Press, pp.65～91.

한-일 노동개혁 포럼
▪발행연월일

2019년 12월 26일 인쇄
2019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배규식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조판․인쇄
▪등 록 일 자
▪등 록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1988년 9월 13일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9
ISBN

정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