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용인지부 부설

노동대학 노동세미나(2회)

<간접고용의 문제점>
1. 간접고용의 개념

-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로 직접고
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용어는 아님.
- 현실에서는 용역, 도급,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
장제, 분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법상 구별개념>
개념

근거법률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
도급

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민법

약정하는 계약. ※ 위장도급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근로자파견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자를 위한 근로에

관한 법률

종사하게 하는 것.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
근로자공급

는 사업을 말함. 현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허
가를 통해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음.

직업안정법

2. 간접고용의 확대추세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비용절감, 고용조
정의 용이함, 사용자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인해 사용자들은 직접고용에서 간
접고용으로 비정규직 활용을 더욱 확대 추세.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직접고용

12,766,026

14,419,850

16,228,672

18,446,545

파견

130,371

117,715

210,698

209,888

용역

319.371

430,661

608,375

655,541

전체노동자

13,215,768

14,968,226

17,047,745

19,311,973

직접 고용하지 않고 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직접고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큰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
보유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장비나 작업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함.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간접고용은 단순인건비 절감이나 법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3. 공공부문의 외주화 증가원인

(1) 공공부문은 약 360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임.
비정규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공공부문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

축을 실시했고, 이 기간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양산.

(2) 2011년 정부가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
간에서 간접고용을 하는 이유는
① 간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활용’과 ‘일시적 업무 증가’는 합쳐서 27.2%에 불과.
②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인사노무관리 용이’,‘정원확보 곤란’ 등이 나머지
72.8%를 차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

25.8%

45.1%

44.8%

인사노무관리 용이

4.7%

0.9%

2.3%

정원확보 곤란

47.8%

24.7%

27%

전문인력 및 시설 활용

19.2%

20.4%

19%

일시적 업무증가

1.6%

7.7%

4.9%

기타

0.9%

1.3%

2%

(3)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가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인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지만, 실제로 비용절감이 되는지 분석해보면 결과는 그렇지 않음.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위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
우, 오히려 비용이 줄어듦.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및 경비는 동일하게 소

요. 위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위탁업체이윤, 일반관리비만 합치더라도 총비
용의 12%~14%가 절감됨.
이는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는 간접고용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민간위탁
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근로자들이 얼마나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
는지 알 수 있음.

※ 용인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가위탁[1권역] 예산내역

구분

노무비

수집운반

직접노무비

1.729.941.948

간접노무비

183.897.885

계

1.913.839.832

가로청소

434.475.326

계

2.164.417.274

183.897.885

434.475.326

2.348.315.158

감가상각비

120.370.557

120.370.557

수리수선비

87.797.537

87.797.537

인적보험료

165.403.791

41.780.775

207.184.566

복리후생비

87.946.647

34.630.956

122.577.603

유류비

152.625.884

152.625.884

세금과공과

14.841.571

14.841.571

기타경비

125.681.858

28.531.992

154.213.850

계

754.667.846

104.943.723

859.611.569

순 운영원가

2.668.507.678

539.419.049

3.207.926.727

일반관리비

213.480.614

32.365.141

245.845.755

이윤

224.795.086

44.599.166

269.394.252

3.106.783.000

616.382.000

3.723.165.000

경비

운영원가

4.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문제점 (환경노동자를 중심으로)

(1) 고용안정성 저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는 청소위탁업체
와 계약만 해지하면 청소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음. 환경노동자들의 지자체의 청소업무를 책임지면서도 고용안정성
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음.

(2) 산업안전
① 야간, 새벽 근무로 베임, 찔림 사고가 다수 발생
②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누적으로 근골격계 및 호흡기 질환에 시달림
③ 톤당 단가 방식계약으로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④ 예산상 문제로 차량 안전 미확보 및 안전장비 미비(후방카메라 등)
⑤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 미실시

(3) 낮은 근로조건
① 직접고용 환경노동자 대비 위탁업체 종사자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②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비율도 다양(동일노동 동일임
금원칙 위배)
③ 지자체의 위탁업체 변경 시 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상존

(4) 노동 3권 제약
지자체가 노동조합법상 환경노동지자체가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환경노조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위탁업체를 상대
로 노동3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5.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 추진
① 1단계 :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② 2단계 : 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공기업 자회사
③ 3단계 : 민간위탁

(2) 전환대상 비정규직
① 기간제 근로자 : 직접고용방식
② 파견 근로자 :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③ 용역 근로자(민간위탁 근로자)

(3) 전환기준
① 일반원칙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이상)
-생명, 안전업무는 직접고용(기관이 판단)
② 예외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
-기간제 :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교강사, 전문직 등
-용역파견 : 민간의 전문성, 시설, 장비가 필요한 경우

(4) 채용방식
① 원칙 : 전환채용
② 예외 : 경쟁채용(청년선호일자리 등)

<현황>
-17년 0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배포
-18년 06월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배포
-18년 09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1차)
-19년 01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2차)
-19년 07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3차)
-19년 12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20년 02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4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 체계적 임금관리 등 처우개선
-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6. 개선방안

(1) 공공부문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및 양극화 문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은 비정규직을 줄임으로써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노
동정책이 사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노동
자들을 우선 직접 고용해야 함.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철회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비정규직을 예외
적으로 허용해야 함..

(2) 차별처우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줄여야 함. 환경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뿐 아니라 수당, 휴게실, 식당 등에서 직접고용 환경노동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가 간접고용으로 일정정도의 사용자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함.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환경노동자들의 임금체계 및 임금수
준을 재정자립도에 맞춰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