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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Ÿ 2018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

은 2004년 이래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4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33%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 

Ÿ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2018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인 300만 9,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퇴직급여 수혜자의 비율 역시 정규직 노

동자의 2분의 1,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수혜자의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분

의 2 수준이다.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는 2010년까지는 줄

어드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다.2)

l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Ÿ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

대’를 선언하고 2017년 7월「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국공립 교육기관(1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

계), 민간위탁기관(3단계) 순으로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 이뤄지고 있다. 

Ÿ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1단계 대상 기관인 총 853개의 기관에서 

17만 7,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 인원인 20만 5,000명의 86.3%에 달하는 수치이다.3) 

Ÿ 공공부문과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사

용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 제한의 방식을 기간을 한정하는 방식

에서 사유⦁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4)  

1) “비정규직 661만 명, 임금근로자의 3분의 1…6년 만에 최고 비중” SBS 뉴스. 2018년 10월 30일.  
2) 다만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꾸준히 수혜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경사노위). 2017.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고용차별개선 연구회 보고서』. p.51-52).
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2.27.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p.2.
4)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기간제 사용 규제 방식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제한으로 변경하는 법

안을, 이인영, 김경협 의원은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까지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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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재계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에 보다 유

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비정규직 사용은 가변적⦁일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파견 노

동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사용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l 그러나 현 정부의 비정규직 남용방지 정책으로는 현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의 노무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

동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노동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지난 30년 간 비정규직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 규모보다 정규직과의 격차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 따라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정책은 추진하되, 이와 더

불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역시 적극적으로 병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논의에 가려져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마치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악용되어온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

춰질 것을 우려해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l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그간 비정규직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온‘비정규직 처우 개

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 구체적 정책대안을 임금, 사회보험, 노동

조건, 선택권 보장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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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현황과 증가 원인 

1. 인건비 절감 

l 서론에서 언급했듯,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임노동자 대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

은 33% 정도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은 국제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위 지표로

는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다.5)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가 제시하는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employment) 및 시간제 노동자(part-time 

employment)의 비율을 임의로 합산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이 지표에 따라도 2017년 기준 우

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32%로 OECD 국가 중 평균 이상이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네

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OECD 국가 중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그래프 1. OECD 국가별 비정규직 비중(2017)

   출처 : OECD 「Temporary employment 2017」및「Part-time employment 2017」을 합산. 

l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나 파견을 포함하는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이는 비정

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확연히 드러난다.

Ÿ 아래 그래프 2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기간제, 파견 등을 포함한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이 차지하는 비율은 64.4%로, 그래프 1 상 전체 비정규직 비

5) 통계청에서 설정한 비정규직 통계는 OECD가 제시한 것과는 달라,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한다. 
통계청의 경우 비정규직의 범위를 크게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하는 한시적 노동자,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
하는 시간제 노동자, 파견⦁용역⦁호출 노동 등을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 그에 반해 OECD
에서 제공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통계는 크게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과, 시간제(part-time 
employment)로 나뉜다. 이 중 임시직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간제, 파견, 계절, 호출, 일용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신철. 2011. “OECD 임시직의 개념과 
각국의 규제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41-42). 시간제 노동자는 통상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
만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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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들 중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다음으로 높다. 그에 비

해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35.6%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프 2. 국가별 비정규직 고용형태 비중 비교(2017)

            
출처 : OECD 「Temporary employment 2017」및「Part-time employment 2017」 

l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중 기간제나 파견직 등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도 기간제 및 파견직을 채용해왔기 때문이다.  

Ÿ 우리나라에서 기간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한국에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되어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

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사용기간을 법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관⦁기

업들이 광범위한 정규직 전환 예외 규정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간제를 사용해오고 있다.  

-“12년 간 채용계약서만 23번6)”썼다는 한 기간제 교사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단기 계약 

을 맺은 후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해 기간제 사용을 장기간 지속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상시⦁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

규직 전환 예외 업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선웅(2017)에 따르면 전체 기

간제 업무 중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는 50% 이상에 달한다.7) 

6) ““12년 간 채용계약서만 23번” 기간제 교사의 설움”, 오마이뉴스, 2016년 1월 14일. 
7) 황선웅. 2017. “통계로 살펴본 기간제법 10년의 영향”.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토론회』. 국가

인권위원회.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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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10개월에서 

11개월짜리 계약을 맺은 후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는 관행 역시 만연해왔다.8)

Ÿ 파견직의 경우에도 허용과 금지 규정이 모호해 입법취지에 걸맞지 않게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현행‘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견직은 전

문적 기술을 요하거나 임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하는 업무에 사용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모호하여 사무지원과 같이 파견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전문성

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직이 남용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9) 

Ÿ 또한 생명⦁안전 관련업무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현행 파견법에 의해 파견직 사

용이 금지된 업무에 있어서도 사내 하도급의 형태로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사내하도급은 파견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우

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제조업 핵심공정에 대해서는 파견 사용을 금지한 현행 파견법의 규

제를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업체의 인력을 사실

상 파견직의 형태로 활용해왔다.10) 

-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 자동차는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한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업무를 지시, 감독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파견직으로 

사용해왔다.“오른쪽 바퀴는 직영노동자(정규직)이 왼쪽은 비정규직이 끼웠다”는 노동자

들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11)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였으나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임금, 사회복지 및 노동권 보호 등에서 차

별 대우를 받아 왔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역시 현행 파견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내 하도급의 형태를 띤 사실상의 파견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다른 나라에서는 사내하도급이 청소나 경비와 같은 주변적 업무에 한정해 사용되는데 반

해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생산 공정 등 핵심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8) ““나라가 고용해서 믿었는데”…지자체 ‘쪼개기 계약’의 민낯”, 한겨레, 2015년 12월 14일. 
9) 서정희. 2015. “비정규직의 불안전노동-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정책연구』15(1), 

한국노동연구원. p.20. 
10) 도급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업체가 도급인이 수주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민법 상의 계약형태

로, 수급업체의 노동자는 수급업체 사용주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 도급은 근로계약이 아닌 경제적 계약관계에 속하
기 때문에 도급인은 수급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반면 파견은 파견업체
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노
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와 간접적인 고용관계에 놓이므로 파견노
동자에 대한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수급업체 노동자들이 도급 사
업장 내에서 도급인의 업무 지시를 받아 사실상 파견직의 형태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기에 
그 어떤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조경배. 2016.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민주법학』 
62, p.18.).

11)“현대차 분신 노동자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은 제가 달았는데…””, 한겨레, 201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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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12)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l 이렇듯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Ÿ 2018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은 176만원, 파견

직의 월 평균 임금은 193만원으로13), 정규직 임금 300만원의 약 60%에 불과하다.

Ÿ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격차는 심각해서, 정규직의 국민연금(직장), 건강보험(직장), 고용보험 

가입률이 95.3%, 98.8%, 84.1%인 반면 기간제의 경우 각각 51.3%, 65.3%, 58.8%, 파견직의 

경우 59.4%, 74%, 74.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프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8.8, 단위 %)

출처 : KOSIS(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8); 김유선. 2018.“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

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 결과-”『이슈페이퍼』10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26. 

Ÿ 임금격차는 기본급보다는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특별급여에서 더욱 벌어진다. 아래 

그래프 4에서 알 수 있듯 정규직의 기간제 노동자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

가 적용 비율이 99.3%, 93.4%, 67.4%, 88.7%인 반면 기간제의 경우 57.8%, 48.8%. 33.3%, 

47.8%에 그치고 있다.  

그래프 4.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적용률 (2018,8. 단위 %)

출처 : KOSIS(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8); 김유선. 2018. 같은 곳. p.26.  

12) 은수미. 2011.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과 사례”.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 p.42. 
13) 이하 파견직의 월 평균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및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적용률은 김유선. 20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 결과-”. 『이슈페이퍼』10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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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 밖에도 파견직과 같은 간접고용은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용이하

며14),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어 해고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15)

2. 산업구조 및 노동인구 구성의 변동 

l 이런 점에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정책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 

l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남용 방지만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단순화 할 수

는 없다. 산업 구조 변동으로 인해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인구 구성 및 가치관 변

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고용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l 비정규직의 증가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고 노동

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 역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Ÿ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사회 통념처럼 굳어져 왔지만 국

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라 보기 힘들다. 물론 임시직 비율만 따

져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율은 2017년 OECD 통계 기준 20.6%로 OECD 평균인 

11.2%의 두 배에 육박하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래프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임시직과 시간제를 합산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

중이 다른 나라들에 두드러지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Ÿ 게다가 임시직과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나라들이 네덜

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및 사회보장 정도가 높은 이른바‘선진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Ÿ 이들 중 많은 나라들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아래 그래프

에서 보여지듯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덴마크의 비정규직 비율은 29.9%에서 33.3%, 네덜

란드의 경우 35.8%에서 59.2%, 독일의 경우 24%에서 35.1%로 상승했다. 

14) 손정순. 2008. “한국 자본주의와 사내하청 체제의 역사적 변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표문. p.14; 홍민기. 2012.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사용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4에서 재인용. 

15) “기업들이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2017년 10월 2일. 



9

그래프 5. OECD 주요국 비정규직 (임시직+시간제) 증가추이 (1990-2017)

출처 : OECD「Temporary employment 1990-2017」및 「Part-time Employment 1990-2017」합산.  

Ÿ 물론 몇몇 논자들이 지적하듯,16) 80년대 이후 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데

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고용을 유연화하는 경영 전략이 확산되고, 노

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국가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권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보호 수준이 더 열악한 한국에 

비해서도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노동권의 실질적 법적 보호 정도를 평가하는 국제 지표인 세계 노

동조합 총연맹(ITUC)의 세계근로자보호지수(Global Rights Index)에서17) 2015년 기준 최상

위 등급을 받았다.18) 덴마크의 경우 2015년 OECD 통계 기준 노조조직률이 68.6%에 달해 

OECD 평균인 29.1%의 두 배를 웃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2015년 

기준 17.6% 및 17.7%로 높지 않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2015년 OECD 통계 기준 각각 

56.8% 및 79.4%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

능하다. 그에 비해 한국은 세계근로자보호지수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2015년 

OECD 기준 노조조직률은 10.1%로 덴마크의 6분의 1수준, 단체협약 적용률은 11.8%로 독

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현저히 낮다.19) 

16) 뒤메닐⦁레비.2006. 『자본의 반격』. 필맥; 가이스탠딩. 2014. 『프레카리아트』. 박종철출판사; 데이비드 하비. 
2017.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17) 국제노동총연맹이 발표한 세계근로자권리지수(GRI)는 각국 노동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와 가맹노조가 제출한 
각국 노동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점수화한 지표로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에 관한 항목을 5가지 영역,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에 관한 항목,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항목,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항목,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해 1) 법적 규정이 이를 보장하고 있는지와 2) 실제 각국에서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지켜지거나 위반되고 있는지를 규범화된 설문지를 통해 파악해서 등급을 매긴다.  

18) ITUC. 2015. 『Report-ITUC Global Rights Index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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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동권 보호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한국보다 높다. 앞서 그래프 1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임시직과 시간제를 합산한 비

정규직 비중은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이 각각 33.3%, 59.2%, 35.1%로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인 32%보다 높게 나타난다. 

l 이것은 비정규직의 증가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 목적 및 노동세력의 약화로 환원되지 않는 다

른 원인에서도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중 하나는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이다.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구조 역시 변화한 것이

다. 

Ÿ 지난 20년간 주요 OECD 국가, 특히 선진국의 경우 국가 경제와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지난 20년간 전체 산업별 취업자 중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5년부터 2015년 사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55.1%에서 70.4%, 덴마크의 경우 74.7%에서 82.1%, 네덜란드의 경우 77.2%

에서 84.7%, 독일의 경우 67.2%에서 75.2%로 증가해왔다. 그에 비해 전체 임노동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한국의 경우 33%에서 24.4%, 덴마크의 경우 23.3%에서 16.3%, 

네덜란드의 경우 21%에서 13.9%, 독일의 경우 31.3%에서 23.7%로 감소했다. 

그래프 6. 국가별 산업별 취업자 수 

출처 : 한국 KOSIS(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수 조사 1995, 2015).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OECD 

「STAN Industrial Analysis 1995, 2015」

Ÿ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고용구조 역시 변화시킨다. 서비스 산업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제조

업에 비해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 2018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전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6.4%

19) OECD. 「Trade union density 2015」,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2015」.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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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조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인 23.7%보다 1.5배 가량 높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

자 중 서비스 산업 비정규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조업 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661만 4천명 가운데 서비스 산업 비정

규직 종사자는 523만 4천명으로 79.1%를 차지하는데 반해 제조업 비정규직 종사자는 130

만 9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에 불과하다. 

표 1. 국가별 산업별 비정규직 종사자 (단위: 천명, %)

주 1. 제조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합산한 수치. 

주 2.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Eurostat이 제공하는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employment) 및 시간제 노동자

(part-time employment)를 합산해서 구함. 

출처 : 한국. KOSIS(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8). 산업별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 Eurostat. Employees by economic activity(2017); Temporary employees by sex, age and economic 

activity(2017);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2017).

- 유럽의 주요국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Eurostat 취업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덴

마크의 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4%로 제조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

율인 17.7%의 2.4배에 달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2% 인데 반해 제조업 내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은 21.7%, 네덜란드 역시 서비스 산

업 내 비정규직 비중은 87.5% 인데 반해 제조업 내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은 38.5%로 

서비스 산업 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l 서비스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Ÿ 첫째, 서비스 산업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아 사업체의 창⦁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 제조업에 비해 고용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다.20) 전병유(2004)의 연구가 보여주듯, 

“2002년 기준 서비스업에서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율은 전년대비 18.4%로, 제조업 7.6%

에 비해 두배 이상 크고, 폐업에 따른 일자리 소멸율도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15.9%로 

제조업 7.6%에 비해 두 배 이상 크다.”21) 

Ÿ 둘째,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높다. 

- 서비스 산업은 크게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과 같은 단순 서비스 부

20) 전병유. 2004. “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p.13.
21) 전병유. 2004. 위의 책. p.269. 

구분 서비스 산업 전체 종사자 수 서비스 산업 내 비정규직 종사자수 비정규직 비율
한국 14,388 5,234 36.4
덴마크 2,229 946 42.4
독일 30,284 13,999 46.2

네덜란드 6,379 5,579 87.5

구분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제조업 내 비정규직 종사자 수 비정규직 비율
한국 5,525 1,309 23.7
덴마크 493 87 17.7
독일 10,769 2,340 21.7

네덜란드 1,219 469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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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지식·정보집약산업과 같은 고도 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서비스 부문

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조업에 비해 업무 

간 연계성이 낮고,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간제나 시간제 노동

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실제로 앞서 그래프 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서비

스 산업이 발달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 또한 지식⦁정보집약산업과 같은 고도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노동자들의 

재량도가 높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전략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22)파견

근로, 프리랜서, 재량 근로23), 재택근무 등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추세이

다. 

Ÿ 더군다나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 재편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 최근 들어 일반 차 소유주가 직접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나 일반인이 자신

의 상황에 맞춰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 나우(Amazon Prime Now)와 같은 

플랫폼 및 온디맨드(on demand)24)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정식 노

동 계약을 통해 특정회사에 전속으로 고용되는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그 때 그때 필요

에 따라 단기계약직, 임시직 혹은 사업자 계약 등의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를 지

불한다.25) 

- 이러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정규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유연화된 고용형태가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고용형태는 처음에는 

숙박, 차량 등에서 시작하여 배달, 청소 등 단순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

는 변호사, 컨설팅 등 고도 서비스 부문에까지 확장되고 있다.26) 

l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 등 노동인

구의 구성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Ÿ 맞벌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과 출산, 육아, 가사, 자녀교육 등을 병행하기 위해 노동 

시간 선택에 제약이 있는 정규직보다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취업을 선호하는 인구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 2016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비취업 여성 중 시간제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31.9%

에서 2016년 61.4%로 30%p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 중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시

2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웃소싱 연구센터. 2007.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p.1.
23)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와 같이 업무의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

간 수와는 관계 없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노동형태. 
24)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와 시점에 공급이 이

뤄지는 경제 시스템을 일컫는다.
25) 노용관. 2017.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은조사월보』 제 738호, 산업은행. p.37. 
26) 노용관. 2017. 위의 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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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를 구한다는 비율은 0.7%에 불과했으며 육아⦁가사⦁자녀교육⦁가족구성원 돌봄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사유가 88.1%에 달했다.27) 또한 정부가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정

책에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34%로 보육시설확충(24.4%),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23.6%)을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28) 

Ÿ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취업률 증가 역시 비정규직의 공급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

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이후에도 노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필요와 욕구 모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퇴직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정규직 수행에 따른 육체적 부담

도 있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60대 후반(65-69세)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46.9%로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46.7%)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29) 60세 

이상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역시 2018년 기준 67.9%로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3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30) 

Ÿ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평생직장에 대한 규범 역시 이전 세대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 201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 응답자의 60.5%가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음’이라는 

항목에 동의를 표한데 반해, 79-92년 사이 태어난 에코세대의 경우 49.1%만이 동의를 표

명했다. 에코세대의 절반 정도는 더 이상 평생직장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다.31)

l 이렇듯 산업구조 및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보았을 때,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은 

줄이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l 이어지는 장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크게 임금, 사회보험, 차별시정 그리고 

선택권 보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조사분석』. 여성가족부. p.333-334.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위의 책. p.338.
29) 정현상. 2018. “65세 이상 노인 노동시장 동향.”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67-68. 
30) 실제로 55-79 고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중 수입 있는 일을 계

속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역시 2005년 59%에서 2018년 64%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일자
리 선택의 기준 역시 ‘일의 양과 시간대’가 ‘계속 근로가능성’ ‘임금수준’ 등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식
의 변화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KOSIS(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성별 일자리선택기준)」; 김복순. 2014.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27.). 

3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KRIVET Issue Brief』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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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 처우개선 1 : 임금 

l 비정규직의 임금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크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서 정규

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

하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임금 차별 시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 임금체계의 개혁

1) 한국 현황 

l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임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있어서 동종 노동에 종사하

는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비교 기

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Ÿ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

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비교 가능한 정규직) 및“차별적 처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임금차별을 발견하고 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Ÿ 우선“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대다수의 차별시정 신청 

사건들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특히 직무 

전체가 비정규직화되어 동일 사업장 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 

Ÿ 또한 “차별적 처우”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기간제법 2조 3항에서는“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허용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 차별을 판단하고 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l 이렇듯 차별 시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형태별, 기업별로 임금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l ‘근로의 내용’에 연계된 통일적 보수체계가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차별의 발견 및 시정을 어렵게 만든다.  

Ÿ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비중을 의미하는 임금구성과 기본급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임

금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32) 한국의 경우 임금구성 및 임금구조 모두에 있어 정규

32) 유규창(2014)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크게 지급되는 급여의 평균 수준을 의미하는 임금수준(pay level)과 고정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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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먼저 임금구성에 있어 정규직은 기본급의 비중이 작고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중이 큰데 반해, 비정규직은 임금체계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반면 수당이

나 상여금 등의 항목은 없거나 비중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33) 

- 또한 기본급의 비중 뿐 아니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임금구조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근속연

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이 적용되며, 그 연공성의 정도 역시 국제적으로도 가

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34) 비정규직은 연공급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한다. 

Ÿ 임금구성 및 임금구조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형태별로 명확한 차별판단의 기준을 만

들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차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정이 어렵다. 특히 동일호봉 연

공급제 하에서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다르

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Ÿ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금구성 및 임금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지금과 같이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 변동급이 높은 임금구성 하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대기업 

정규직 역시 최저임금 영향권에 포함되어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급뿐 아

니라 기본급과 연동된 상여금도 함께 인상되면서 상여금 비중이 적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보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35)   

- 더군다나 임금에서 성과급, 수당 등 변동급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산별, 업종별로 임금을 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 비정규직의 경우 장기고용이나 연공임금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른 임

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l 또한 한국의 기업별 임금 체계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 산업 차원에서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를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Ÿ 만약 산업 차원에서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개별사업장 내에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없어도. 동일 산업 내 다른 사업장에서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를 찾

아 임금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동급, 복리후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임금구성(pay mix), 기본급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임금구조(pay structure)로 나뉜다. 이 중 임금구조는 협의의 임금체계를 지칭하는 말로도 통용되며, 임금 등급의 
수, 등급 간 임금차이, 기본급의 결정 기준, 기본급의 인상 기준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유규창. 2014. 
“한국기업의 임금체계: 직무급이 대안인가?”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39-40). 

33) 201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의 기본급 비중은 54.6%, 상여금은 24.5%로 기본급의 비중이 73.7%, 
상여금의 비중이 6.3%을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1~4인 사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기
본급 비중이 88.2%, 96.6%에 육박해, 대기업 정규직일수록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초봉 5천만원 대기업도 불법? 기본급 적은 기형적 임금체계 탓”, 한겨레, 2018년 12월 25일).  

34) 한국노동연구원. 2015.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연구』. 고용노동부. p.1-2.
35) “기본급 동일한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805만→1185만원 벌어져”, 한국경제, 201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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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임금체계가 기업별로 상이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의 범위를 개별 사업

장 바깥으로 넓히는 것이 어렵다.  

- 한국과 비슷하게 기업 중심적 임금교섭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

아도 한국 임금체계의 분산적, 고립적 성격은 두드러진다. 일본의 경우 임금체계도 회사

마다 다르고 인상률도 기업별로 정해지지만 사업자 간의 조정이 일반화되어 임금 인상률

의 전국적 조율이 이뤄진다.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임금체계가 기업별로 구축되어 있으

나, 임금 산정에 있어 개별기업을 넘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직무의 임금수준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노-사간 교섭과 조정이 모두 

미흡하여 동일 산업 내에서도 임금 교섭시기, 요구액, 타결액이 기업별로 제각각이다.36)  

 

2) 해외 현황 

l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성별에 따른 동일가치 동일임금원칙을 법에 명문화 하고 있는 

반면,37) 고용형태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그 자체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38) 그러나 입법지침 및 특별법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Ÿ EU 차원에서는 95년부터“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의 안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으로 97

년“단시간 근로에 관한 지침”, 99년“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2008년“파견근로에 관

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EU 입법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특별법

이 제정되어 왔다.

l 이 지침에 따라 제정된 유럽 각국의 비정규직 법안들은 차별 판단의 준거점이 되는‘비교 가

능한 정규직 노동자’의 범위 및 차별의 사유가 되는‘합리적 이유’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

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임금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설정이 가능한 것은 

임금체계에 있어 고용형태 간 차이가 없고, 개별 기업을 넘어서 산업, 업종별로 표준화 된 임

금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l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임금수준이 고용형태가 아닌 직무에 따라 결정되기에, 고용형태에 따른 

36) 정이환. 2013. 『한국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p.94-95.
37)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들은 아니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0년 제정된 ‘동등임금
법(Equality Act of 2010)’을 통해 “두 개의 노동이 유사(like)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거나(rated as 
equivalent), 혹은 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노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조건이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일에 요구 되는 노력, 기술, 의사결정 등의 요소에 비추어 유사한 가치를 가진 경우 동일노동에 
해당되어, 직무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 간 유사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사업체로 하여금 
성별 급여 격차와 보너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급여정보 비밀준수조항을 요
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성별뿐 아니라 인종, 종교 등에 따른 고용차별까지 포함한다. 독일에서
도 2017년 제정된 ‘공정임금법’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정하고 노동자에게 반대 성의 유사 노동 
근로자에게 임금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오계택⦁윤정구⦁양동훈. 2018.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의 ‘공
정한 임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73-79).

38) 경사노위. 2017.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고용차별개선 연구회 보고서』.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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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별을 판단하기 용이하다. 

Ÿ 영국, 독일에서는 고용형태가 아닌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직무급이 보편

화되어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체계의 차이가 없다. 

Ÿ 이에 더해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산정체계나 임금지급단가체계에 차

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9) 

Ÿ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판단과 시정

이 쉽다.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직 법안의 해석 및 적용 실태를 보면 급부의 성질이 기본급 

등 직무내용에 관련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고용형태를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양적으로 분할 가능한 급부는 비례원칙에 따라 급부가 청구

될 수 있으며, 양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급부(식대 등)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등은 전체로

서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경향이 보인다.40) 

l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산업별, 업종별로 표준화된 임

금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Ÿ 영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비교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역시 산별 단위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근거하

여 같은 산업 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찾아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41) 

Ÿ 아울러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지침의 경우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를 가상의 비교 대상

자로 설정해 해당 사업체에서 비교 가능한 정규직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2) 이에 따라, 영국의 파견법은 파견노동자에게 사용기간 동안“사용

사업주에 직접 채용될 경우 적용될 기본적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다뤄지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43) 

Ÿ 이것이 가능한 것은 초기업적 단위에서 노사협의 하에 공동으로 직무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해 산업별, 업종별로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일의 경우 산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체계가 결정된다.44) 산별 임금협약은 크게 3-5

년 단위로 직무등급과 이에 따른 임금등급을 결정하는 임금기본협약과 매년 임금수준을 

39) 경사노위. 2017. 위의 책. p.278-279.
40) 경사노위. 2017. 위의 책. p.349.
41) 경사노위. 2017. 위의 책. p.350.
42) 경사노위. 2017. 위의 책. p.257; 조돈문. 2016. “유럽연합 파견노동 지침의 정치와 유연성-안정성의 이중적 목

적”. 『산업노동연구』22(1), p.57. 
43) 경사노위. 2017. 위의 책. p.268.
44) 연방제 국가 독일에서는 지역분권의 정도가 높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서 산별교섭 역시 전국적 단위에서 이뤄

지기 보다는 지역별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해 분권적인 단체교섭이 이뤄지지만 가장 조직력
이 강력한 핵심지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이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단체협
약이 체결되어 전체적 통일성을 유지한다(이승협. 2008. “독일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유럽의 산별단체교
섭.』 한국노동연구원. 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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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임금협약으로 나뉜다. 임금기본협약을 통해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상호합의 

하에 해당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무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임금 및 

봉급구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이나 지역사회의 동일직무 종사

자에게는 공유된 임금체계가 적용된다. 또한 일정조건이 충족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확

장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협약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45)

- 영국의 경우 산별노조 차원에서의 임금 협상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 단위에서 

표준화된 직무평가나 시장임금이 개별 기업의 임금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지방정부나 국가보건서비스국(NHS)와 같은 공공부문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노

사 합의하에 공통된 직무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별 등급과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것

이 전국 지방정부, 교육부문의 협약 대상 종사자 및 국가보건서비스국 산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46) 

3) 개선방향 

l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확

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상이한 조건에서는 이를 제도화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개편과 산업별, 업종별 표준화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l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임금체계의 개혁이다. 임금체계의 개혁은 크게 전체 임금 

구성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임금구성의 개혁과 기본급이 결정되는 방식을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임금구조의 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Ÿ 첫째, 임금구성에 있어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 앞서 언급했듯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의 구성이 달라지는 현행 임금체계 하에서는 고용형

태에 따른 차별의 확인 및 시정이 어렵다. 

- 따라서 임금구성을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변동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임금구성의 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비교 및 차별 시정을 용이

하게 할 뿐 아니라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 부작용을 줄

이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기업별로 편차가 큰 변동급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업적 단위에서 임금체계를 조정, 통일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Ÿ 둘째, 기본급의 비중(임금구성)뿐 아니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방식(임금구조) 역시 바꾸어, 

직무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직무급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 앞서 언급했듯, 직무가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한 기본급 결정 방식은 정규직과 비

45) 오계택⦁윤정구⦁양동훈. 2018.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임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108-110; 
김유선⦁윤정향. 2015. 『한국형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탐색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p.33 

46) 오계택 외. 2018. 위의 책. 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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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간의 차별 시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게다가 정규직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확대 시킨다.  

- 그러므로 동일호봉 연공급에 기반한 지금의 임금구조를 직무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직무급 도입시 개별 기업에서는 각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역량 

등을 고려해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무별로 기본급에 차

등을 두게 된다.

- 오계택 외(2018)에 따르면“직무급은 직무 간의 비교를 체계화하고 시장 임금 조사 결과

를 임금에 결합하는 등 임금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매커니즘을 담고 있기에”47) 동

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비교가 용이하고 차별의 시정 역시 쉬워진

다.  

l 임금구성 및 임금구조의 개혁과 함께 개별기업을 넘어 초기업 단위에서 산업, 직종별로 임금

체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에서 표준화된 직무정보 및 임금정보 인

프라를 구축하고 산별 교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Ÿ 먼저 초기업적 단위에서 표준화된 직무 평가 시스템 및 임금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

다. 

- 직무급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을 넘어서 산업 및 업종 수준에서 표준화된 직무 분

석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직무의 명칭을 통일하고, 직무의 난

이도, 중요도, 책임도 등을 평가 측정하여 그 상대적 가치 및 임금수준을 평가할 공통의 

기준 및 도구를 만들고, 개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8)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기업들이 시장임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초기업적 차

원에서 임금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49)국가 차원에서 전국 기업, 노동자를 대상

으로 주요 직무별 임금정보를 분석해 공시하는 방안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Ÿ 아울러 산별, 직종별 표준화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산별 교섭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 해당 산업에 공유된 임금체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업별 임금 교섭 체계

를 넘어서 산업 차원에서 통일된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50) 산별교섭의 효력을 비노

조원에게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7) 오계택 외. 2018.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임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84. 
48) 오계택 외. 2018. 위의 책. p. 127-128. 
49) 오계택 외. 2018. 위의 책. p. 128-129. 
50)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 내 동종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으로 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김유선⦁윤정향(2015)의 주장처럼 “노사 쌍방이 
초기업 수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유선⦁윤정향. 2015. 『한국형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탐색 연구.』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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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공급에 기반한 현행 임금구조

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업종별로 표준화된 직무분석 및 평가 매뉴얼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Ÿ 2017년 10월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로드맵을 통해 공공행정부문 직무평가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종, 직급별 임금수준을 분석해 공공기관 임금구조를 호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51) 그 일환으로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청소, 경비, 사무보조, 시설관리, 조리 등 5개 직종에 대해 표준임금체계를 마

련하고, 정규직 전환 시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Ÿ 아울러 기재부는 2018년 12월 <2019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 하에 단계적⦁점진적으로 공공기관 직무급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Ÿ 또한 공공부문을 넘어서 직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업종별 직무분석 및 평가 매뉴얼을 마

련하고,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며, 경사노위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지원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52) 현재 고용노동부는‘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

며 2019년 6월 중 제작 완료⦁배포할 예정이다.53)

l 그러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무급 개편에 대해 노동계는 동일 직무 내에서 임금

이 인상되는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 인상이 지금보다 제약되거나, 성과급과 연동될 위험

이 크다는 점, 여성, 저숙련 노동자의 직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직종 간 차별이 합리화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급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반

발을 의식해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강제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지은 상황이

다.54)55)

l 물론 임금체계 개편 그 자체로 임금격차가 해소되거나 공정임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현재의 임금체계를 고수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 및 임금 격차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없음도 분명하다. 게다가 노동계가 제기한 대부분의 우려들은 직무급 자체에 기인한 

문제들이기보다는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Ÿ 노동계는 직무급 개편이 임금 상승의 억제 및 성과급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오랫동안 재계가 직무급의 도입을 성과 중심의 보상체

계와 연동시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급의 결정 기준과 기본급의 인상 기준은 

별도로 생각될 필요가 있다. 직무급은 기본급을‘결정’하는데 있어 직무를 기준으로 삼겠

다는 것이고, 성과급은 기본급의‘인상’에 있어 성과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직무급과 성

과급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기본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직

51)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10.18. 『일자리로드맵』. p.46.
52) 관계부처합동. 2018.12.17. 『2019년 경제정책방향』. p.27.
53) 기획재정부. 2019.04.15. “직무급제 무산 사실 아냐…6월 중 개편 매뉴얼 배포”. 대한민국정책브리핑. 
54) “공공부문 개혁 또 '후퇴'…정부, 직무급제 도입 포기” 한국경제. 2019년 4월 12일. 
55) 대신 정부는 직무별 임금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임금공시제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공공기관 내년부터 `직무별 임금` 공시” 매일경제. 2019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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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을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급의 인상에 있어서는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나 숙련

의 정도를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56) 즉, 기본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직무를 기

준으로 삼되, 그 인상의 방식 및 정도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가능한 것이

다.57) 

Ÿ 우리나라보다 노동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도 직무급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무급 도입 자체가 임금 등 노동조건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

지 않다. 

Ÿ 또한 노동계에서는 직무별로 그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직무평가 과정에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고 저숙련으로 평가된 직종들이 저

평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일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 주변화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평가가 자칫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합리

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면 타당한 우려이나, 직무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노동자의 참여를 늘리고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l 그런 점에서 직무급 도입 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충분

한 협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결정 기준

을 바꾸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며 서구의 직무급 역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민주적 협의를 거침으로써 

직무급 개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이러한 인프라가 마련될 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노

력 역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Ÿ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58)

Ÿ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일자리로드맵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에 명시된‘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원칙을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59) 이러한 계

획의 연장선상에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

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56) 유규창. 2014. “한국기업의 임금체계: 직무급이 대안인가?”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45-46.  
57) 더군다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왔듯 연공급, 직무급, 숙련급 모두 그 가중치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기본급의 결

정 및 인상에 있어 연공, 직무, 성과는 모두 고려되기 마련이다(노광표. 2017. “노동의 대안적 임금정책.” 『2017
년 이후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종합보고서』. 더미래연구소. p.41). 

58) 김상호. 200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p.6-10; 국가인권위원회. 
2005.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p.3; 김준. 2017.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5)“ 입
법적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1312호. 국회입법조사처. p.2-4.

59)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10.18. 『일자리로드맵』.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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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안은 본회의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Ÿ 아울러 2019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체계

를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주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체계에 차이를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및 설명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동등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60) 

Ÿ 이렇듯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들은 임금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

시 이뤄져야 할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임금체계의 개혁 및 산업, 직종별 표준화가 선

행되지 않으면 설혹 법제화되어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에 앞서 임금체계

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저임금 구조 개선  

1) 한국 현황 

l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상대적 임금 차별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절대적 임금 수준 역시 문제

이다. 현재 대다수 비정규직은 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Ÿ 2016년 OECD 통계 기준, 중위(median)임금의 2/3 미만을 지급받는 한국의 저임금노동자는 

475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23.5%로, 미국 아일랜드에 이어 OECD 3위를 기록했다.61) 2019

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19%로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하였으나,62) 통계청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5.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저임금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

다.63) 

Ÿ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 2018

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은 

34%로 전체 임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며, 정규직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인 10.1%의 3배에 육박한다.64)

Ÿ 현재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월 174만 5,15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 가구의 평균 생계비인 286만원은 고사하고,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

60) ““비정규직 차별하려면 사업주 설명 의무” 법 개정 추진”, 한겨레, 2019년 4월 18일. 
61) OECD. Wage Levels – Low Pay (2016). OECD Data.
6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4.25.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p.6.
63)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15.5%…숙박·음식점업 급상승”, 동아일보, 2019년 4월 14일. 
64) 김복순. 2019. “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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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비인 193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65) 

Ÿ 게다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는 실업급여와 같이 임금과 연계된 다른 사회보험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사실상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l 문재인 정부 역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저임금 비정규직 전체의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Ÿ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한데 이어, 2019년에도 전년대

비 10.9% 인상하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66)

Ÿ 최저임금 인상은 한편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을 줄이고 임금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일

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노동

자 비중은 19%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 대를 기록하였다. 

- 또한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증가하였다. 2018년 8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 급여는 지난해보다 4.8% 상승해, 지난해 증가율인 

4.7%에 비해 0.1p%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의 폭은 크지 않지만,“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31.2시간)이 지난해(32.7시간)에 견줘 1.5시간이나 감소했는데도, 월 

급여 증가율은 1년 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67) 

-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역시 완화되었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300인 이상 정규직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41.8로 집계 되어 전년 

대비 1.5%p 상승하였다. 아울러 임금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로 나눈‘임금 5

분위 분배율’역시 전년 동월 5.06에서 4.67로 감소하였다.68)

Ÿ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제고하는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노동자 간의 소득분배율은 개선되었으나, 전체적 소득분배율 

및 1분위 가구의 소득수준이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통계청 가계동

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소득과 5분위 소득의 격차를 나타내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2018년 4/4분기 기준 5.47배로 집계되어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65) “[삶을 위한 임금](3)최저임금 노동자 78%가 집안 생계 책임지는데···생계비 현실 반영해야”, 경향신문, 2018년 7
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 2018.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p.7,26.

66) 명목인상률은 높으나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적 인건비 지원을 제하면 실질 인상률은 7%
대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최저임금 탓에 고용악화?] 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둔화 주요인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2018년 8월 3일.

67) “비정규직 비중 ‘6년만에 최고’…고령층서만 12만여명 늘어”, 한겨레, 2018년 10월 30일. 
6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4.25.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p.5-6. 



24

기록했다. 이는“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사상 최대폭인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증가”했기 때문으로 특히 2018년 4/4분기 

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36.8% 감소했다.69) 

- 일각에서는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및 자영

업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를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77%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이다.70)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71) 통계청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

상이 단행된 2018년 한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판매업, 사업시설관리 등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에서만 총 1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일용·임시직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로 인해 소득 1분위 중 무직가구 비중은 

지난 2017년 4분기 43.6%에서 지난해 4분기 55.7%로 12.1%포인트(p) 급증했다.72)”

- 물론 통계청의 발표나 취업률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

기된 바 있다. 먼저, 소득 5분위 통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통계 표본 구성이 다르

기 때문에 둘의 단순 비교를 통해 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통계 표본에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1인가구 및 고

령층 가구가 대폭 추가되었기 때문이다.73) 또한 음식업, 도⦁소매 판매업 등 일부 업종

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원인 역시 1인 가구 증가, 음식을 포함한 인터넷 구매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 심화 등 자영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자

영업자,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제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부 업종에

서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l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정규직의 소득분배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의 지불능력 자체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Ÿ IMF 이후 금융화가 진행되고 주주가치경영이 일반화되면서74) 한국의 대기업들은 하도급 기

업들에게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기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

다. 그 결과 하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되었다.75)  

69) “50조원 쏟아붓고도 양극화 더 심화…참담한 '소·주·성' 성적표”, 조선일보. 2019년 2월 21일. 
70) 유영성. 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진단』 No 308. 경기연구원. p.11.
71) “[文정부2주년]②中企 바라는 1순위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데일리. 2019년 5월 2일; “600만 자영업의 절규 "폐

업 외엔 답없다…나를 잡아가라". 매일경제. 2018년 7월 13일. 
72) “50조원 쏟아붓고도 양극화 더 심화…참담한 '소·주·성' 성적표”, 조선일보. 2019년 2월 21일.  
73)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시사인, 2018년 9월 16일.
74) 지주형이 지적하듯, IMF 위기 이후 기업이 주식시장에서의 자산가치로 평가받게 되면서 위기를 감수하기보다는 

위기를 관리 혹은 회피하려는 경영전략이 일반화 되었다. 이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영업이익을 늘리지 못하는 투
자는 억제되고 단기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선호되었고 하도급 업
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과 형성』. 책세상. p.432-451.)   

75) 조성제. 2018.1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
득주도성장』.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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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아웃소싱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

란히 전가되었다. IMF로 인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이후 남아있는 대기업 정규직 임노동

자들은 상대적 고임금을 보장받은 반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악화로 인해 임금인상이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 장지연(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0,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60,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40 수준이

다. 또한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76.6%, 대기업 비

정규직은 73.4%인데 반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46.2%, 비정규직의 경우 

36.3%로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76) 

Ÿ 영세 자영업 역시 인터넷 쇼핑 증가와 같은 소비패턴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대기업 프랜

차이즈의 불공정관행, 높은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에 상당한 제

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매출 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아 수익을 챙

기는 대신, 식재료 등 영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들에게 강매

함으로써 유통마진을 통해 이익을 챙겨왔다.77) 또한 중간거래비용, 고객유치를 위한 부

가서비스 비용 등을 높은 카드 수수료의 형태로 가맹점에게 전가해온 대형카드사의 영업 

관행이나,78) 영업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인상 역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

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79)  

2) 해외 현황  

l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증진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거나 산업이나 국가차원에서 연대임금전략을 채택해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 

Ÿ 일찍이 프랑스, 벨기에 등 OECD 국가 중 17개 나라에서는 1990년 이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왔으며, 1990년 이후 독일, 영국 등 유럽의 10개 국

가에서도 법정 최저임금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산별단체협약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자,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노

동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80)   

Ÿ 또한 스웨덴,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고수익 기업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억제하고 저수익 기

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연대임금전략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

76) 장지연. 2017.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고용⦁노동브리프』 제 69호(2017-02). 한국노동연구원. 
p.5.

77) “프랜차이즈, 내몰린 창업ㆍ갑질이 만든 ‘자영업자의 무덤’”, 한국일보, 2017년 7월 13일. 
78) 김기식⦁김지연. 2019. 『모바일 직불카드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더미래연구소. p.6-16.
79) “[삶을 위한 임금](2)붕괴 위기 자영업, 노동시장 양극화···최저임금은 '만능키'가 아니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6

일. 
80) 오상봉. 2017.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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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해왔다.  

- 스웨덴의 경우 1950년대를 전후로 고수익을 내는 내수부문 산업 노동자들과 저수익에 시

달리는 수출부문 산업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산업 및 기업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임금 전략을 추진하였다. 전국

단위에서 내수부문 노동자들에게는 낮은 임금인상률을, 수출부문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상당부분의 임금격차를 성공적으로 해소하였다.81) 

l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에 따라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비

정규직이 지닌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을 감안해 이들에게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Ÿ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기간제 노동이 가지는 고용불안정성을 감안해 기간제 노동 종사자들

에게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은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신 임금의 15%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계약 

종료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고용자에게‘고용계약 종료 수당’등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82)“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만큼, 그 

대가인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들이다

.”83)

Ÿ 마찬가지 원리로 몇몇 나라들에서는 파견직이 가지는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파견

직 노동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임금이나 수당 혜택이 주어진다. 스웨덴에서는 업무가 없는 

비파견 근로기간 중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84) 프랑스에서는 파견 노

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파견직을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파견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85)

3) 개선 방향

l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은 지금과 같이 지속

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지불능력이 제고

될 필요가 있다.

l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적극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

다. 

81) 이정완. 2014. 『격차축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p.57-60.
82) “비정규직 천만 시대 해법, 스웨덴에서 찾다”, 한겨레, 2016년 9월 1일; 조돈문. 2019.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p.79.

83) 김정호. “한국 특색의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 정립을 위해” 레디앙, 2018년 3월 28일. 
84) “비정규직 천만 시대 해법, 스웨덴에서 찾다”, 한겨레, 2016년 9월 1일. 
85) 조돈문. 2019.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

과발표 및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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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공정거래위원회), 2018년‘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등을 통해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근

절에 관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하청기업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유통 3법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과징금 범위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Ÿ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과 관련해서도 2017년‘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및 

2018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등을 통해 가맹본부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

해배상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모바일 직불카드 도입 활성화,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및 임대료 상한선 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Ÿ 위와 같은 정책들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l 이와 더불어 연대임금전략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Ÿ 대기업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임금

보전, 사회보험 및 교육 훈련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86)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

상을 자제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Ÿ 노동계는 노동자 내부의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연

대임금전략을 중요한 노동운동의 방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임금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확대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보수

진영에게 노동운동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침식하

는 주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

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대임

금은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

이다. 

Ÿ 정부 역시 연대임금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

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87)

Ÿ 그런 의미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후상박식 연대임금전략이나 문재

인 정부 들어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금격차해소운동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대임금 전략을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 참조할만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88)  

86) 노광표. 2017. “노동의 대안적 임금정책.”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아젠다』. 더미래연구소. p.39.
87) 노광표. 2017. 위의 책. p.39. 
88) 조성제. 2018.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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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했는데 돌이켜보면 정권과 자본

에만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노력을 한 바 없다”89)는 문제의식 

하에 2018년부터 원청업체의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임금전략을 채택했다. 그 일환으로 현대차 노사는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그 차액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보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하였다.90) 

- 또한 2018년 들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3자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지불능력 및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임금격차해소운동을 추진하

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가인상을 제대로 중소기업 임금인상에 반영하고, 대

금을 제때 지급하며, 현금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3원칙을 준수하고 기

업 규모 및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91) 그러나 조성재가 지적하고 있듯 참여 기업의 숫자가 저조한 점, 대기업 원청과 1

차 하청업체 사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1차 하청과 2차 및 3차 하청업체 간의 문

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92)   

l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제고가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하여 해외 사례와 같은 비정

규직의 고용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수당 도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도성장』. p.28.
89) ““납품단가 정상화 요구 1년 만에 관철…‘재벌 해체’ 32년 투쟁보다 낫다”, 경향신문, 2019년 4월 21일. 
90) “현대차 지부가 '3년 프레임 전쟁' 선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9년 4월 22일. 
91) “대·중기 임금 격차 해소 21개사 참여” 매일경제. 2018년 12월 25일 
92) 조성제. 2018.1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

득주도성장』.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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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규직 처우개선 2 : 사회보험  

l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과 관련한 주된 과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때 사각지대는 

크게 급여 수급의 사각지대와 적용대상의 사각지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급여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1) 한국 현황 

l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법적으로는 사회보험 대상자이나,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사업주의 의무 

회피 및 노동자들의 기여 회피로 인해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Ÿ 2018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직장), 건강보험(직

장),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6.6%, 45.9%, 43.6%로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절반 정도

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대다수의 비정규직이 법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임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Ÿ 중소⦁영세 사업체 고용주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일부만을 가입시키고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을 기타소득 처리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보험 가

입을 회피하고 있다.93) 

Ÿ 생계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노동자 역시 사회보험금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임금을 조금이라

도 높일 목적으로 가입을 회피하거나, 정보 부족, 고용지위 불안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적극

적으로 가입 요구를 하지 못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94) 

l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세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금전적 지원

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 

Ÿ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지원금

을 제공하는‘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원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 먼저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 보수 수준을 2017년 140만원 미만에서 2019년에는 210만원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두루누리사업이 신규가입자들보다는 기가입자들 

위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가입 사업장의 지원수준을 2017년 보험액

의 60%에서 2018년 80~90%로 대폭 확대해 신규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렸다. 

Ÿ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의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소

93) 은수미. 201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기여회피인가 규제회피인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
원. p.42-46.

94) 은수미. 2012. 위의 책. 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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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장려세제(이하 EITC)를 도입하여 사회보험료 가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역

시 문재인 정부 들어 지원 대상 및 액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EITC의 수급자격에서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50%에

서 65%로 완화하였으며95),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원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

구로, 지원액수도 1.2조원에서 3.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Ÿ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면서 그 지원요건으

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지원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Ÿ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

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 사업 실시 이후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지원기간이 한시적이고, 사업주 부담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유도하

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두루누

리사업 실시 이후 전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중 가입자의 비중은 2013년 74.2%에서 17년 

77.6%로 상승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률 역시 13년 25.8%에서 17년 22.4%로 줄어들었

다.96) 

- 그러나 가입률의 증가 폭이 크지 않으며,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

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오히려 2013년 이후 하락하거나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아 비

정규직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l 그러므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리감독 

시스템은 조사 역량과 실질적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가 많다. 

Ÿ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회보험공단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직권 가입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97)

Ÿ 그러나 담당기관인 사회보험 공단들에 관리감독의 역량과 제재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Ÿ 관리감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출과 비용 등에 관한 조사 역량과, 적발 시 과태

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역량과 

95) 2019년부터 수급이 가능한 소득 상한선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또
한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1.12.) “2019년 근로⦁자녀장려
금 개편 핵심내용”).

96) 고용노동부. 2017.1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p.3. 
97) 고용노동부. 2017.12. 위의 책. 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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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지닌 기관은 국세청 정도로, 사회보험공단들은 국세청 협조 없이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98)

2) 해외 사례 

l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불법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겨나는 제도 밖 사각지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 가입이나 기여를 회피해서 발생하는 제도 내 사각지대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99) 

l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회보험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가입 사용주를 엄격히 제재

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00)  

Ÿ 가령 영국,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발이 쉽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하다.101)

3) 개선 방향 

l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보험 징수 및 관리감독을 국세청 중

심으로 일원화해서 미가입 사업주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Ÿ 앞서 언급했듯,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루누리사업의 경우 이미 신규가입자 위주로 전체 보

험료의 90%까지 지원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늘린다 해도 사회보험 가입률

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Ÿ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과징수 및 관리감독을 국세청 중심

으로 일원화한 후 세무조사 시 사회보험 관련 내용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Ÿ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

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기능을 국세청 산하‘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으로 통합하는‘사

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혁신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추진되지 못하였다.102) 

Ÿ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세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98) 한국노동연구원. 201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p.151. 
99) 한국노동연구원. 2017. 같은 곳. p.147. 
10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2013. 『EITC 사회보험지원 해외사례 조사』. 고용노동부. p.35. 
101) 장신철. 2006. 『사회보험적용⦁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74,77.
102) “4대보험 통합, 건보공단↔국세청?” 국민일보. 2009년 2월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인력 

절반은 신규서비스 투입”, 200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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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시행되면서, 국세청 일원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

다. 

Ÿ 사회보험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

고할 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사, 관리감독 및 제재 역량의 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별 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

회보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재검토하여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적용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l 법적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및 가입 회피로 생겨나는 급여수급의 사각지대 외에도 

애초에 법적으로 일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생겨나는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초단시간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가입자격

은 주어지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

험의 적용은 받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고, 고용보험은 노동자로서의 가입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103)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 가입자격의 

배제문제가 아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문제로 보험료 부담 주체와 분담 

방식, 기여와 혜택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논외로 하

고, 본 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에 집중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초단시간 노동자 

1) 한국 현황 

l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특히 저조하다. 

Ÿ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8%, 국

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비율은 18.6% 및 25%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104)

l 시간제 노동자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시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노

103) 산재보험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일부 업종의 경우 자영업자 자격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
다. 고용보험 역시 2012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자격으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박지순⦁ 조준모.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경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포럼11(2), p.142; 이주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월간복지동향』 242.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04) 김유선 20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 결과.” 『이슈페이퍼』. 한국노동
사회연구소.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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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경우 일부 사회보험에서 노동자로서의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등한 사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 혹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은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Ÿ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일자리의 고용을 늘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노동자 대비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3.8%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해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부터 2015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인 9.2%를 

상회하는 수치이다.105) 

2) 해외 현황

l 초단시간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거리이

다. ILO 협약은 일정 근로시간 및 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을 제외한 일부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초단시간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 편입

시키는 사례도 있다.  

Ÿ ILO 제 175호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에서는 일정 근로시간 및 소득 이하의 노동자에 대
해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적용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초
단시간노동자들을 둘러싼 일부 적용제외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106)”

Ÿ 그러나 ILO의 입법지침 역시 “근로시간 또는 소득의 특정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단시간근로
자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시행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 및 노동환경에 따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권에 대해 추
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107)

Ÿ 네덜란드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과 사회보
험에서의 적용배제가 이루어져 왔지만,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그러한 규정을 하나씩 폐지하여 왔다108)”  

3) 개선 방향 

l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 고용보험 시행령을 개정해 생업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105) “[이슈] 법도 정책도 보호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아웃소싱타임즈. 2019년 3월 22일. 
10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129. 
107)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위의 책. p.129.
10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위의 책.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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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Ÿ 현행법상 주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정작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보험료를 지불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법

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는 이들에게만 실업급여 수급을 허용해 주 2일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09)

Ÿ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는 이

들로 개정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110)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다.111) 

l 우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혜 범위를 확장할 필요

가 있다. 

(2) 특수고용노동자 배제  

l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일부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의 노동자로서의 수급자격

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Ÿ 최근에는‘플랫폼 노동’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노동과 자영업자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거 양산됨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첨예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l 노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을 확장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기존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노동 3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영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

수고용노동직의 성격상, 이들을 기존 노동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이 맞서

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l 전통적인 노동자는 아니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이들을 유사근로자, 취업자 등의 개념

으로 분류해 부분적인 노동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조차112) 기존노동법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용종속성

109) 고용노동부. 2018.10.30. “초단시간 근로자,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한민국정책브리핑. 
110) 고용노동부. 2018.10.30. 같은 곳. 
111) “환노위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보험매일. 2019년 3월 23일. 
112) 독일에서는 1)일신적 노무를 제공하고 2)경제적 종속성을 가지며 3)노동자와 비슷한 보호 필요성을 지닌 이들을 

유사근로자로 분류해 단체협약체결, 휴가, 노동법원관할 등에 있어 부분적인 노동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
고법, 근로시간법, 종업원대표제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역시 전통적 노동자(employee)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자를 취업자(worker)로서 노동법의 일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취업자의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는 각주 122에 상술)이에 따라 취업자에게는 최저임금법, 근로시간법령 등
이 적용되나 해고보호나 휴업 및 휴일수당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박지순⦁ 조준모.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 경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포럼』11(2), 121-123,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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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고 전속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존 노동법의 특성 상 사용종속성113)이 약

하고 전속적이지도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경제적 종속성

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여러 난점이 따르기 때문이

다.114)

l 이렇듯 노동권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 과제이므

로 이번 장에서는 사회보험,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한국 현황 

l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몇몇 특수고용직종을 산재보험 특례가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험혜택을 확장해왔다.115)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도 이들 직종에게까지 적용확대가 이뤄져 왔던 것은 노동자들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에 있어, 적어도 특정 사용주에 전속되어 있고 전통적 노동과 노무형태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

문이다.  

l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

적 보호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의 경우 일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

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조차 기존 노동자와 같은 가입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 아울러 현행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역시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숫자와 종류에 비해 

가입 허용 직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113) 대법원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적 종속성(사용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조직 종속성을 들고 있다. 이
중 사용종속성이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로 판단한다.”(박지순⦁조준모. 2018. 
위의 책. p.120; 유승경. 2018.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시대』56, p.47.)   

114)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노동법의 적용 근거가 인적 종속성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성은 노동법적 
보호입법의 필요성과 부합하지”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 경제적 종속성을 노동자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적용대상
이 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 현행 노동법을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경우 
전통적 노동자에게 맞추어져 있는 노동법 보호 수준을 낮춰야 해서 기존 노동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bhahn, R., Zell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in Neumayr; Reissner (Hrsg), 
Facultas, §1151 ABGB, 2009. p.245. 박지순⦁조준모. 2018. 위의 책에서 재인용. p.126).

     또한 최근 들어 늘어난 비전속적인 노무형태를 보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전속된 사용자를 전제한 전통적
인 노사교섭 방식을 따르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전제로 하는 현행 노조법 
상, 대리운전기사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한 사업에 전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교섭 대상이 되는 사
용자를 특정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유승경. 2018.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시
대』 56, p.50; 박은정.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법적 보호”. 『월간 노동리뷰』. p.38.). 

115)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종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며(단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적용제외가 가
능하다),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1/2씩 부담한다. 2019년 현재 현행 산재법 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건설기계 종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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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현재 2019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66만명에 달하며, 번역가⦁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비해 자영업자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새로운 유형의 특수노동자 역

시 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비해 현행 산

재의 적용직종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116) 

Ÿ 특히 현 산재법에 마련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전속될 것을 요구

하고 있어 복수의 사업체에 단기간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7) 

l 이에 한국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

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Ÿ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실

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산재 허용 직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

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118) 이후 고용보험위원회가 마련한 내용 및 노

사정 TF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8년 11월 특수고용노동

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후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Ÿ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고 밝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용이 확대된 대상은 건설기계업종 종

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119)   

2) 해외 현황 

l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장

해나가고 있다.120)

Ÿ 영국에서 원칙적으로 노동법은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나,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121)의 적용대상은‘취업자’122)로 노동법의 원칙적 적용범위인 

116) 정흥준. 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용⦁노동브리프』88호.
117) 이병희 외. 2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29-30. 
118)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어” 비즈니스포스트. 2018년 8월 6일. 
119)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적용” 매일노동뉴스. 2018년 7월 3일 
120) 박지순⦁ 조준모.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경제의 관점에서. 한국경

제포럼11(2) p.122-124; 이병희 외. 2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46-54.
121)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통해 연금, 실업수당, 의료급여, 아동수당, 장애자급부, 산재급부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장신철. 2006. 『사회보험적용⦁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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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employee)보다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통상 광의의 노동자(worker)에 속하는 특

수고용노동자들에게까지 산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

Ÿ 이탈리아에서 사회보장법제는 종속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 

준종속노동자(lavatore parasubordinato)123)에게도 확대된다. 2000년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

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일부 준종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2015년 별도의 고용

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 가입이 의무화되었다.124)

Ÿ 프랑스에서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전통적 임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사용종속성은 없으나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는 일부 직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전체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에 대한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125) 

3) 개선 방향 

l 우리나라 역시 우선 산재보험의 적용직종에 대해서만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Ÿ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직종들의 경우 업무의 성격 상 전통적 노동자와 유사하고 전속

적인 성격이 강해 사용주를 특정할 수 있어 보호의 필요성 및 보험료 부담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직종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Ÿ 아울러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

되어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혀 상대적으로 전속성은 약하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

는 플랫폼 노동자 등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22) 임금노동자(employee)가“근로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하는자(하였던 자)”를 의미하는데 
반해, 취업자는 임노동자에 더해 “그가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체의 의뢰인 내지 고객의 지위를 갖는 계약이 아
닌 계약의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근로 내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자” 역시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박지순⦁ 조준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경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포럼11(2). p.122-123.)

123) 준종속노동자란 법적 의미에서 종속성은 없지만 종속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적 유사성 (즉 경제적 종속성이나 계
약 입장의 취약성 등)을 가지는 자”를 일컫는다(박제성 외. 2016.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에 관한 외국법
제』; 이병희 외. 2017. 같은 책. p.48에서 재인용)

124) 박제성⦁양승엽⦁신수정. 2018.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한국노동연구원. 
p.131-132,144

125) 박제성 외. 2018. 위의 책. p.3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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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정규직 처우개선 3 : 차별시정제도 내실화 

1) 한국 현황 

l 노동과 관련한 차별의 문제는 크게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른 고용에서의 차별, 임금 차별 

그리고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용차별은 본 보

고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임금에서의 차별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에 집중해 살펴보도록 한다. 

l 비정규직은 단순히 임금뿐 아니라 명절 귀향비⦁체력단련비, 휴게실 및 복지시설 사용, 비품 

지급 등 복리후생 처우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Ÿ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다뤄진 것과 같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급 휴가 기간에 차별을 두거나126), 목욕탕이나 휴게실 등 사

용하는 공간 자체를 분리하거나127), 유니폼, 개인사물함, 비옷⦁장화, 방한복 등 작업에 필

요한 비품들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128) 반인권적인 차별 처우를 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l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차별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Ÿ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르면 기간제, 단시간노동자, 파견직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전반적 노동조건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적인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처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Ÿ 그러나 차별시정제도가 처우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행 첫해

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3,532건으로 2007-2008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136건에 불과하다. 이 중 차별을 인정한 비율은 19.8%로”노동위원회의 다른 업무

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사건의 구제비율(31.9%)에 비해 현저히 낮다.129) 

l 이처럼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 및 판정 절차에 있어 몇 가

지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l 먼저 노동자가 차별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별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혹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판정 절차가 

복잡해 판정이 내려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Ÿ 현재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중화⦁중복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 1차

적 결정이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내려지더라도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

126) “‘주차장 사용 금지, 목욕장 분리’ 제조업 비정규직들이 당하는 차별” 민중의 소리. 2019년 2월 28일. 
127) “한국잡월드, 비정규 ‘개미집 라커룸’…정규직은?” 참세상. 2018년 11월 29일. 
128) “비정규직은 사원증·이메일도 달라… 치졸한 차별에 멍드는 靑春들” 조선일보. 2015년 7월 17일. 
129)  강성태. 2017.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노동법연구』(4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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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순으로 상고할 수 있어 사실상 5심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별의 인정이 확정되고 시정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130)    

2) 해외 현황 

l 해외 국가들의 차별시정방지제도는 신고 및 판정의 절차에 있어 제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l 먼저 신고절차에 있어 직접적인 차별 신고가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신해“사업장 내 차별을 

확인하고 차별 구제를 대행해줄 시스템”131)이 마련되어 있다. 

Ÿ 가령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와 같은 고용기회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통해서 근로감독단계에서 차별을 확인하고 조정을 유도할 수 있

다. 또한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후 소송에 

이르는 전 비용을 부담해 법적 지식, 시간, 비용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132) 

l 또한 판정의 절차가 간소해 효율적인 차별 시정이 가능하다.   

Ÿ 해외 국가들에서는 영국의 고용심판소 (Employment Tribunals)나 독일의 노동법원(Gerichte 

fűr Arbeitssachen)와 같이 노동분쟁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원

들은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송절차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노동자들

도 쉽게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거나 소송비를 지원하

며,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133) 

3) 개선 방향 

l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

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판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l 먼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개인을 대신해서 신고 및 

소송을 대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Ÿ 노동자 개인이 회사의 보복 등을 우려해 차별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 

130) 물론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과
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사용자는 행정소송에
서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정명령의 이행을 미룰 수도 있다(이성희. 201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38). 

131) 경사노위. 2017.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고용차별개선 연구회 보고서』. p.15.
132) 경사노위. 2017. 위의 책. p.166-168,186; 물론 EEOC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으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징벌적 배상명령 등이 내려지기에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진다(이성희. 201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
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49).  

133) “유럽에서는 흔한 노동법원” 시사인. 201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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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차별 시정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

위원회 조사관이 근로 감독 단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확인할 경우, 직권으로 차별시정 신

청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l 또한 차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기능을 조정해 빠른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5심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절차를 지노위-중노위-대법원 순의 3심제

로 간소화하거나 노동법원과 같이 노동문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심판기구를 두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134)

l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17년 경사노위에서는 차

별시정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135)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일자리 로드

맵을 통해 차별시정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에

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보제공청구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에게 차별시

정 신청권을 부여하며, 지방관서별 차별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차별시정제도

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36)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계획에 따른 구체

적 제도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문제 상황들을 점검해 

조속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4) 정의당 정책위원회. 2018.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p.33.  
135) 경사노위. 2017.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고용차별개선 연구회 보고서』. 
136) 고용노동부. 2018.1.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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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정규직 처우개선 4 : 선택권 보장 

l 앞서 언급했듯,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선호하는 고용형태가 다

양화됨에 따라 근로시간에 있어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논의되

고 있다. 

l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간

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의 도입이 확산된 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Ÿ 정부는 2002년부터 한시적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

입하고 2010년에는 기존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실시해왔다.137) 또한 정부는 민간부

문의 시간선택제 도입 및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채용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Ÿ 그러나 시간선택제의 활용률은 저조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보기도 어렵

다.  

- 공공기관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기준 공

무원 정원 대비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138) 또한 시간제 공무원의 신규채용 역시 박근

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일시적으로 확대 되었다

가 정권이 바뀐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139) 

-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선택제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국의 10대 재벌그룹이 2014년까지 창출하기로 한 1만 

865개의 일자리 중 7,000개 가량은 2년 미만의 기간제로 밝혀졌다.140) 시간제가 지속가능

한 양질의 일자리이기보다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로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l 물론 시간선택제의 확산이 당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여성이나 노년층에서 생애주기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제 일

자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노동권 문제는 앞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l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노동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해왔다. 

137) 박동민. 2018.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활성화 방안- 일본 단시간 정사원제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행정안
전부. p.76.

138) 박동민. 2018. 위의 책. p.77.
139)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35명 선발…대폭 축소” 매일경제. 2018년 7월 1일. 
140) 노광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대로는 안 된다” 프레시안. 201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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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99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자들

의 시간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잇따

라 마련되었다. 

Ÿ 2000년 제정된 <근로시간조정법>은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하고, 이를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141) 특히 이 법안은 근로

시간의 단축 뿐 아니라 연장까지 보장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만이 아닌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 역시 가능하게 하고 있다.142)  

Ÿ 아울러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시간조정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994년에는 <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규제>, 1996년에

는 <근로시간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 시간제 노동자 역시 임금, 휴가비, 연장근로시간, 

상여금 및 훈련에 있어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게 되었다.143)

l 재계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인용해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유연화하고, 자발적 비정규직의 사

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같은 자발적 비

정규직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선택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시간제 

노동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l 먼저 법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

로시간 전환 청구권을 보장하고 시간선택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Ÿ 우리나라 역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 역시 가능할 수 있도록, 전일제 채용 시 기존 시간제 노동자

들에게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 및 겸업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l 이와 더불어 시간선택제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제 선택에 있어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

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Ÿ 설사 제도적으로 시간선택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처우가 열악

할 경우 노동자들의 시간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간제 노동자들이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시정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앞서 유럽의 사례에서도 보았듯144), 양적

으로 분할 가능한 급부는 비례원칙에 따라 급부를 제공하되, 식대와 같이 양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급부에 대해서는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41) 한국노동경제학회.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p.68
142) 김은경. 2017.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이슈와 진단』 No. 

290. p.14.
143) 배규식 외. 2014.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고용노동부. p.23.
144) 경사노위. 2017.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고용차별개선 연구회 보고서』.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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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울러 전일제에서 시간제 전환 시 노동자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시간제 노동

자들에 대한 시급을 인상하고, 조직 내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조직 내에 시간제 전환

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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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l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남용방지 정책은 

그 방향은 바람직하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도 분명하다. 산업구조 및 노동인구 

구성의 변동을 고려해보았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정규직화 논의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온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임금, 사회보험, 노동조건, 선택권 보장으로 

나누어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l 먼저, 임금에 있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 및 산업별 업종별 표준화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Ÿ 우선,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설정된 현행 임금체계를 통일해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을 낮추며, 동일호봉 연공급에 기반한 임금구조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

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로 임금체계가 통일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를 비

교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Ÿ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함께 산업별 업종별로 임금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전국단위에서 

표준화된 직무평가 및 임금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동일 사업장 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을 찾

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금 차별의 시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Ÿ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 및 표준화가 진행된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실효

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l 이와 더불어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연대임금 전략 등을 통해 대다수 비정규직

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지불능력을 제고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l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회피 등으로 인해 실제 급

여 수급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부과 징수 업

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 자격에서부터 법적

으로 소외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그 자격을 확대해 적용대상에

서의 사각지대 역시 축소해야 한다. 

Ÿ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출과 소

득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역량과 적발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세청으로 부과⦁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급여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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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초단시간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실업급여 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우선 산재보험 적

용직종에 대해서만이라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l 노동조건에 있어서는 차별시정제도 내실화를 통해 복리후생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

한 차별을 방지하여야 한다. 

Ÿ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개인을 대신해 신고를 대행해 줄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l 선택권 보장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간제노동자의 처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Ÿ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시간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히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상호전환 역시 가능하도록 전일제 채용시 시간제 노

동자들에게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간

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간제 노동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 첫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어도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

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Ÿ 사실상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금,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극단적으

로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

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정규직화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l 둘째,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l 셋째,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택할 수 있는 양

질의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 

l 따라서 비정규직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규직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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