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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인

권실태를 살펴보고 그 정책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본 연구는 네 부문으로 나 어 연구조사

작업을 진행하 다.

첫째, 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이하 OES)분석이다. OES 원자료를 이용하여 

체 인 청소용역노동자의 규모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둘째, 각기 다른 3종류의 실태조사․분석이다. 여기서 세 가지 형태의 조사

란 노동자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용역계약자료․노동조건자료조사를 가리킨

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 청소용역노동자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인권실

태를 악하 다. 

셋째,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실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

고 그 안을 마련하기 법 제도  문제 을 분석하 다.

넷째, 앞서 조사한 실태조사와 법제도 분석을 토 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Ⅲ. 실태조사 연구방법

첫째, 설문조사는 2006년 9월 제주도를 제외한 국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759사례를 수집하 다. 표집된 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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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39개 고, 청소노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35개에 달했다.

둘째, 심층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상으로 2006년 10월 한 달 동안 진

행되었다. 면 참여자는 10개 용역업체에 의뢰되었던 노동자(10명)와 이 면

에 동석하 던 노동자 4명, 용역업체 련자(4명), 원청업체 련자(4명) 등 총 

22명으로 집계되었다. 면 은 녹음을 원칙으로 하 으나, 면  참여자가 거부

한 경우 즉석에서 기록․정리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법을 병행하 으며, 참여 

노동자와 계자로부터 여명세서, 단체 약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용역계

약서 등 련 자료를 받아 면  내용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셋째, 자료조사는 국에 걸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 으며 자료 

수거 방법은 1차 으로 국가인권 원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직  수거하되, 부

족한 자료들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각 공공기 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

로 보충 하 다. 이 게 하여 총 수거된 사례는 73개 기 , 96개 용역업체이다. 

Ⅳ. 연구결과

1. OES 원자료 분석 결과

OES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용역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직 종사자들의 체 직업구조상 치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인

구를 기 으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

났고, 임 노동자들을 기 으로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직이 사회에서 매우 필수  직업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직 종사자들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본 결과, 체 청소직 종사자 

522,464명의 82.8%인 432,410명이 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77.4%

가 비정규직이며, 나머지 22.6%가 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정규청

소노동자의 구성을 보면, 견/용역직이 38.0%, 아르바이트가 4.8%, 해당없음

(기간제)이 57.1%로 집계되었다. 요컨 , 청소직은 부분이 임 노동자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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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비정규직 임 노동자이고 다른 직업에 비해 견/용역직의 분포가 컸다.

셋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사업장 특성을 살펴보면, 상외로 무기계약이라

고 응답한 이들이 68.0%에 이른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것은 고용계약의 

반복 갱신이 행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자들의 주평

균 근무시간은 48.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임 은 722,586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는 소규모사업장이 부분이었으며 사업장 근무기간은 평균 3.5년

이었고 청소직 총경력기간은 약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 이 매우 높았고

(74.3%), 교육수 은 매우 낮았다( 졸이하 81.4%). 한 연령은 5,60 에 편

되었는데(평균 57.2세), 특히 남성의 연령  편 도가 심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 으로 연령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은 직업선

택 폭이 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도 은 나이부터 청소직을 

선택하는 반면, 남성은 직업선택 폭이 상 으로 넓기 때문에 은 시 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퇴직 이후 직업선택 폭이 좁은 연령 에 진입하면서 

청소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섯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돈벌이를 하는 가구원수가 

자신뿐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49.7%에 이르 고 이들  70.9%는 재 배우자

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어도 가구원수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수도권․ 도시 집도를 살펴본 결과, 다

른 직업이나 일반청소노동자에 비해 집도가 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사실들과 앞서 노동자 평균 임 이 70만원  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구소득은 매우 형편없는 수 인 것으

로 평가된다. 

여섯째, 종합하면 청소노동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필수  노동의 하나이지만, 

청소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부분 비정규직, 그 에서도 가장 열한 노동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용역직 노동자로 임 을 포함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상과 같이 OES 원자료 분석을 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OES 조사는 가구조사방법상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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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조사가 그 듯 본인이 조사에 직  응답하는 것이 아닌 가구내 타구

성원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고 객  자료를 보고 답하는 것이 아닌 ‘자기선

언식’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에 일정한 오류가 존재한다.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설문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 과 

건강문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월평균 임 총액은 76.5만

원으로서 산업 평균임  240만원의 1/3 수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법

정최 임  미만 수 의 임 을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둘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근무 기 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학과 병원이 타 기 들에 비해 열악하며,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

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병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내에서 노

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근무처로 드러났다. 학과 병원은 타 기 들에 비해 임

수 이 낮고,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별 발병의 비율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작

성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물질  곤궁으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들에 한 물질  보상 수 은 매우 열악하여 임  수 과 그로 인한 생활

고는 청소용역노동자들 불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넷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임 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한 기 수 이 별로 높지 않아, 기 와 희망까지 포기한 체념상태의 삶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다섯째, 청소용역노동은 도 용역계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원청업체 리

자의 실질  개입 상은 불법 견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다.

여섯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존 되지 않고, 노동 계법 반 

상이 확산․고착되어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노동부를 심으로 한 정부에 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불신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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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한 지식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권리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극 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조사분석 역시 일반 으로 설문조사방법이 부여하는 제약을 벗어

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심층면 조사 분석 결과

심층면 은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을 맞추어, 개인 ․가족  사항, 

직업  취업경로, 임 과 노동시간을 포함한 고용조건, 복지수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조에 한 인식, 고충처리 방식과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 다.

첫째, 가구소득과 생계참여자를 비교해 보면, 면  참여자가 가족의 주요 생

계활동 성원  하나이므로, 임 이 가구소득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응답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가구별 최 생계비

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4인이나 되었으며, 체 응답자들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113,362원(2004년도 기 )과는 매우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가구소득

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생활수 이 빈곤에서부터 평균 이하의 수 에 머

물러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생계  생활유지를 해 본인

이 일을 해야 하는 가족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 인 원인은 

남편의 실직과 퇴직, 부정기 인 가구소득,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생계의 어

려움, 자녀에게 생계를 부 의존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별히 이들이 “청소일”을 하게 된 데는 연령이 많아 다른 곳에서는 일할 기

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짧게는 6개월~1년, 길게는 10년, 20

년을 근무하고 있었다. 원청업체가 외주화 한 뒤에도 상시  업무이다 보니 수

차례 계속 고용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청과 용역업체 모

두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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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용 계를 보면,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도 계는 매년 혹은 격년으

로 변경되는데, 노동자들은 체로 고용이 후속업체로 승계되었다. 비록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소속업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식

으로 이들은 새로운 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가 되는 셈이

다. 후속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완 히 새롭게 노동자를 채용하

지 않는 데는 용역입장에서도 기존의 숙련된 노동자가 일하는 게 훨씬 더 효

과 이고 효율 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열악한 노동조건은 잦은 소속업체의 변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잦은 소속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노사간에 노동조건 반을 놓고 반복

인 갈등과 다리기 게임을 하도록 강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업체

의 특성과 장의 소장  반장의 인성에 따라 작업의 순서나 속도가 달라진

다. 그 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동일 작업에 숙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

자들의 요구가 작업속도나 업무수행에 비효율 이라는 단을 한다고 하더라

도, 리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 지 않으면 업무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직 인 경징계나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2년을 후한 계약기간은 기존의 업체와 고용 계가 안정단계에 

어들 시 이 되면 새로운 업체로 교체되기 때문에, 노동조건 개선의 가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다.

여섯째, 청소노동자들의 임 체계에는 근속기간, 업무숙련, 연령 등 노동자의 

노동경력과 물가인상이나 평균임 인상율 등의 경제  변수가  반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용역업체들이 간수익을 남기기 해 포 임 제 방식을 취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체로 업체들이 총 여를 최 임 에 맞춰 지 하

다보니 기본 여가 최 임 에 미달하는 경우도 지 않았다.

일곱째, 최근 몇 년 사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 외  노동량이 

늘어나거나 원청업체의 사업장 규모 확 로  업무량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지만 인원은 감소되거나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청소노동자들의 불만이자 가장 큰 업무스트 스는 작업지시  감독

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이나 소장에게 ‘ 히면’ 따라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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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와 업무진척도를 감시하고, 폭언과 힐난하는 말투로 괴롭히며, ‘그만두

라’는 말을 아주 쉽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두려

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홉째, 원청업체의 직원들이 작업 상태를 공식․비공식 으로 평가한 후, 

직 으로 노동자들에게 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의 주문이

나 평가가 용역업체로서는 재계약에 유리할 것 없는 사항이므로 노동자에게도 

매우 강한 퇴사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비공식 으로 행해지는 지시와 감독이 

노동자들의 업무스트 스를 가 시켜 노동의욕을 상실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열째, 청소노동자들은 비근무시간으로 임 계산에도 산정되지 않는 휴게  

식사시간 조차 제 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식

사시간에 조회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런 이다. 한 휴게  식사가 이

루어지는 휴게 공간이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의 경우 청소

노동자에 비해 작은 휴게공간으로 제 로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법정복지를 살펴보면 면 자 부분이 산재보험을 제외한 4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여부를 노동자들은 알지 

못했다. 퇴직 의 경우 부분 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조가 들어

서기 에는 지 받지 못하다가 노조가 생긴 후 지 받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문제는 법정 휴가사용이다. 법정 휴가인 연차, 월차, 생리휴가  청소노동자들

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연월차휴가가 부이며 이마 도 보장되지 않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원(경조)휴가도 통상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오

히려 체인력 투입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열둘째, 소장이나 반장들의 여성 노동자들에 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면 조사결과 밝 졌다. 한 개인의 업무 과실로 인한 지 사항을 체의 문

제로 확 하여 체 노동자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경멸 인 어투로 말하

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셋째,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다른 문제 은 ‘청소노동자’들에 한 인격

 무시가 만연하여 일을 하면서 축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장의 모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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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으며,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 왜 자신들

을 함부로 하는 지에 해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자존감 상실도 경험하기도 

한다. 

열넷째,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서 상 으로 합법 인 노동조건 개선

과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 히 상 노조의 극 인 

지원과 노동조합의 건설 덕분이었다는 이다. 그런 에서 면 에 참여한 노

동자들  상당수는 노조의 요성을 인정했다.

4. 자료조사분석 결과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태를 악하기 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 의 계약자료들과 노동조건자료들을 조사하 다. 이러한 

조사결과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 계약서와 그 부속자료인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과 시방서를 분석

한 결과, 청소용역의 장도  성격은 모든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것으로 드러

났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 어 비교해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

문에서 장도  징표들이 상 으로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 별로 비교하면 다른 기 에 비해 국공립학교가 장도  징표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계약서와 임 자료 그리고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을 분석하여 청소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

다. 이 게 임 이 낮은 것은 장도 의 결과 간착취에 따른 비용이 상승한 

결과이다.

다섯째, 임  외에 다른 노동조건도 열악하 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장도

의 과정에서 발생하 다. 

여섯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역시 장도 의 과정에서 발생하 다. 

근로계약기간은 게 용역기 과 일치하는 1년이었고 부분 도 계약 해지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다(79.4%). 그리고 원청이 용역노동자의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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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때, 용역업체와 용역노동자간 근로계약이 종결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54.8%).  

5. 법․제도 분석 결과

청소용역에 있어 장도 의 요소들이 강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업무가 이른바 ‘핵심업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 운 에 있어 상시

이고 지속 인 필수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도

인의 직 이고 구체 인 여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진정한 도 계만으

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행 근로자 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견 상업무에 ‘건물청소원의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 지만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견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과하여 계속 으

로 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상

시업무에 해서는 일시 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견근로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직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시 인 업무로서 청소업무는 일시 으로 인력이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직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와 같은 청소업무의 성질과 근로자 견법의 내용을 볼 때, 청소업무에 

한 순수한 외주화가 가능한지, 타당한지에 한 구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20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에서는 기 의 

업무를 ‘주변업무( 는 부가업무)’와 ‘핵심업무( 는 본연의 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하 는데, 이에 해서

는 근본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은 국회에 계류 인 비정규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련하여서도 문제가 된다. 이 비정규법안에서는 기간제근로나 

견근로에 해 기간을 제한하고 차별을 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외주화 여부의 단 기 으로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만으로 제시할 경우에 외

주화를 통해 쉽게 비정규법안의 내용을 우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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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 모범 으로(?) 비정규법안의 회피방안을 제시하여 그 실효성을 부

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의 분리 자체가 비

정규직 활용을 한 신자유주의  노무 리제도의 핵심개념임을 생각하면, 이

러한 개념도입 자체가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보호에 한 정책 포기를 선언하

는 것이나 다름 아닐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주화의 사유로서 비용

감  경 효율화(70.6%), 리의 용이성(14.7%)등이 제시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유만으로 외주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인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요컨 , 청소업무의 외주화 사례를 보면, 외주화가 타당한지 직 고용이 타

당한지 그 기 과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재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직 고용

한다면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Ⅴ. 정책 안

1. 저임금 해소

1) 인건비 기  실화

재경부령인 ‘원가계산에 의한 정가격작성 칙’ 에 의하면 매년 행자부가 

작성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산편성기 ’, 한건설 회가 반기별로 공표하

는 ‘공사부문 시 노임단가’, 기 이 매년 공표하는 ‘제조부문 시 노임단가’ 

등이 청소용역노동자 인건비의 기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 들이 

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 발표

로 시 노임단가가 그 로 용된다면 실질 인 임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 노임단가가 정임 수 인가 하는 에서는  다른 검토가 필요

하다. 300인 미만 제조업에서 ‘보통인부’에게 지 하고 있는 임 이 보통수

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 ’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청소

용역 노동자의 정임 기 을 고려할 때 기본 으로는 생활임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고, 정부기 이나 지자체의 경우 유사노동을 하는 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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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을 동일하게 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낙찰제도 개선

재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실시하는 용역공사의 경우 법률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 가낙찰제이다. 1999년 9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후 제한없는 최 가낙찰제가 실시되자 상식이하의 가낙찰로 인한 문제가 빈

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회계 규를 통해 용역업무에 따라 낙찰하한률을 용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청소용역

의 경우 조달청 내부기 으로 정가격의 87.7% 선에서 결정된다. 물론 정

가격에는 직 인건비, 간 인건비, 재료비, 일반 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다. 따

라서 정가격 산정시 인건비 기 을 설정하더라도 낙찰률에 의해 인건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소용역노동자에게 용될 수 있는 실 인 

인건비 기 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지만, 낙찰과정에서 인건비가 하락

할 수밖에 없다면 정한 인건비 기 도 의미가 없어진다. 우선 으로, 인건비

가 입찰과정에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책정된 인건비에 해서는 낙

찰률 용을 배제해서 애 에 나름의 기 에 의해 책정된 인건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동권에 한 계약 수제도 도입

용역업체가 용역단가에 책정된 인건비를 노동자들에게 제 로 지 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단 책정된 인건비를 제 로 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노동조합 등 법 부당한 행 를 통해 용역노동

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재경부 격심사기  

개정을 통해 낙찰자 선정을 한 격심사 평가항목에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한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발표했다. 낙찰률 기  인건비 이상 지 , 

퇴직 ․ 4  보험료 별도책정․지 , 포 인 재하청 지, 일정기간 근기법, 

최 임 법 반이 없을 것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국

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격심사 평가항목 반업체에 해서는 일정기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평가항목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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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의 ‘부정당업자’ 개념을 노동문제로까지 확 하여 련 노동법  계약내

용이 수될 수 있도록 엄격한 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고용 안정화

1) 사용기 의 직 고용 

청소업무의 경우 상식 인 외주화 사유인 외주업체의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장비 등이 필요치 않은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외주화로 인해 청소서비스의 질

이 높아진다는 것도 객 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의 성격 역시 일시 인 

것이 아닌 상시  업무이다. 원청업체의 고용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직  운

할 수 있고, 외주화로 인해 총비용의 20~30%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을 고려할 때 직 화로 인한 격한 비용상승 우려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우 바람직한 고용 행을 정착시킨다는 명분을 해서도 청소업

무 직 화를 극 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록 단순업무이기는 하지만 기 유지

를 한 필수업무이고 상시  업무라는 에서, 그리고 종사자가 임  여성

노동자라는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는 에서 공공부문 청소업

무 직 화에 한 극 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공공부문 청소업무를 장하는 기 설립을 통한 공 화

직 화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일시  직 화에 한 부담이 있다면 한시 인 

공 화를 고려할 수 있다. 앙행정기 , 지자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산

하기  등 기 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범 를 정하고, 이에 한 건물청소업

무를 총 하는 별도의 기 을 설립하여 운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 운 )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

립하는 시설 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환경미화업무, 건물시설 리업무, 공 주

차장 리업무, 공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임하고 있다. 공공부문 기 의 

유형별로 묶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묶어서 시설 리공단이나 지방공사와 같은 

별도기 에 상기 의 건물청소업무를 총 하도록 하여 체계 으로 리하도

록 하는 공 화 방식은 민간용역회사에 외주를 주는 것에 비해 사업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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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공 화 방식은 계약의 형식상 민간 탁

과 유사하지만 수탁자가 이윤추구를 목 으로 하는 개인사업주가 아닌 공  

기 이므로 계약내용의 수, 부당한 간착취 방지, 고용안정 확  등 세한 

민간 용역회사에게 기 할 수 없는 일자리의 양질화를 확보할 수 있고 직 의 

장 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직 화나 공 화 이 이라도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한 제도마련

이 시 히 요청된다.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용역회사의 변경에도 불구하

고 청소용역노동자는 반복된 고용승계를 통해 동일사업장에서 상당기간 일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 에서 느끼는 고용불

안은 여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 변경시 부 는 일부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용역업체 변경 시 을 이용해 간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원천 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간 리자( 장 소

장, 반장 등)의 횡 등 불합리한 원인으로 인해 고용불안 요소가 발생하는 것

을 제도 으로 방지하여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  

3. 노동환경 개선

임 , 고용불안 이외에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의 하나가 

휴게공간 확보, 식사 문제 등 노동환경과 련된 것이다. 청소용역노동자가 일

하는 장소가 원청사업장이고 휴게공간도 사업장내에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원청사업주가 조하지 않으면 용역회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다.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련해서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내의 

식당,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청소용역노동자가 직 고용 노동자

와 동일하게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청소용역

노동자만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원청이 청소노동자 1인당 일정면 의 

휴게 공간을 갖추도록 표 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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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 예방,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노무제공 장소가 원청사업장이라는 특성과 원청 리자가 노무지휘명령에 직

간 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에서 성희롱 방에 한 의무교육을 원청 리

자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거나, 용역회사의 의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에 

해 원청이 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방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 방교육 뿐만이 아니라 근로기 법, 최 임

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 인 노동법에 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청소용역노동자의 열악한 지 를 개선하는 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부분 

상 으로 고령이라는 과 사회 으로 천 받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법  권리를 스스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을 이 하더라도 유사직종

으로 옮긴다는 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노동법 교육을 

연간 일정시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법 반 사항

에 해 시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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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노동자들, 특히 그 에서도 건물 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그 어

떤 집단 보다 열악하다. 90년  후반 경제 기 이후 진행된 노동유연화 과정 

아래, 청소노동자들의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환되었다. 즉 회사 직  소속

에서 용역 업체 소속으로 환된 것이다. 이 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환된 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더욱 열악해졌다. 최 임 수 의 임 과 열

악한 노동조건은 물론이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

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청소용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상황의 배후에는 불법 인 간 고용

의 문제가 놓여 있다. 용역업체와 원청업체가 맺은 계약은 형식 으로 본다면 

합법 인 도 계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 으로는 그 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 계약이 합법 이라면,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 지만 개는 그 지 않

다. 부분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원청 즉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의 지휘․명

령을 받아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실질 으로는 불법 견 계․ 장근로 계 

즉 장도 이 이루어지는 샘이다. 이러한 장도 의 결과, 근로계약은 용역

업체와 이루어지고 실질 사용 계는 원청업체와 이루어져 간 고용 고유의 문

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장도 계약의 결과 노동자들은 원청의 인사권․노무권 행사의 역 안에

서 이 으로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한되고 한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도 계

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한 간 고용의 형  문제인 간착취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 은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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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공기 의 경우, 청소용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상황은 최 가격낙

찰제로 인해 더 나빠진다.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한 법

률｣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계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의 경우 물자조달에 해당되어 경쟁입찰

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경쟁입찰이 최 가낙찰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가격에 책정된 인건비 보다 낮은 수 으로 낙찰되며, 그마 도 

제 로 지 하지 않고 최 임  이하로 지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임 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연구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태, 특히 건물 내 청소용역노동자에 

심을 갖는  다른 이유는 이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인 

고령의 학력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령, 학력, 여성은 각각 

은, 고학력, 남성에 비해 사회 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다. 그런데 이들 청소노

동자들은 연령, 학력, 성으로 인한 층  차별에 더해 청소용역노동자라는 직

업  차별까지 추가로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이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에 한 개선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 

비 작업인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정확한 실태조사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 의 청소부문을 담당하는 

여성청소용역노동자들을 심으로 노동조건실태와 더불어 용역계약실태를 주

요하게 살펴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가장 열악한 계층인 청소용역노동자 인권상

황 개선의 기 작업이 될 것이며 특히 공공기 의 간 고용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 을 악하고 그 정책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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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 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 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1) 청소용역과 련된 국내외 연구논문  자료 검토 

2) 사회통계분석을 통한 청소용역노동자의 특징 검토

3)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법․제도 검토

2.  실태조사

1) 조사내용

실태조사의 방법은 세가지이다. 첫째 설문조사, 둘째 심층면 조사, 셋째 자

료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한 조사로서 노동자들의 인구학  특성

과 가구실태, 그리고 노동경험과 노동조건실태, 인사 리실태와 노사 계실태

를 조사하 다. 

심층 면 조사는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을 맞추어, 개인 ․가족  사

항, 직업  취업경로, 임 과 노동시간을 포함한 고용조건, 복지수 , 노동조

합의 필요성과 노조에 한 인식, 고충처리 방식과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하

다. 

자료조사는 용역업체와 원청업체 사이의 용역(도 )계약서 자료들과 양 업체

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건 자료 분석을 통해 각각 장도 의 징표들을 분

석하고 장도 의 결과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실태들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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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방법 조사내용

노동자 조사

설문 조사

- 인구학  특성

- 가구실태

- 노동경험 실태 

- 노동조건 실태

- 인사 리 실태

- 노사 계 실태

심층 면  조사
- 노동과정 실태와 메커니즘

- 권리 침해․차별 실태와 메커니즘

자료 조사 - 근로계약서, 여명세서 조사

용역업체 조사

면  조사
- 노동자 리 실태

- 용역업체와 발주업체 계조사

자료 조사 - 취업규칙, 임 황 자료 조사

발주업체  조사

면  조사 - 청소용역 이력 조사

자료 조사

- 도  계약서 

- 원가계산서

- 과업지시서 

조사내용을 노동자, 용역업체, 원청업체 기 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06년 9월 제주도를 제외한 국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를 배포하여 총 759사례를 수집하 다. 표집된 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들

은 39개 고, 청소노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35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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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상으로 2006년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

었다. 면 참여자는 10개 용역업체에 의뢰되었던 노동자(10명)와 이 면 에 동

석하 던 노동자 4명, 용역업체 련자(4명), 원청업체 련자(4명) 등 총 22명

으로 집계되었다.

자료조사는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수거 방법은 1차 으로 

국가인권 원회의 공문 발송을 통하여 직  수거하고 부족한 자료들은 국정감

사기간 동안 각 공공기 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로 보충 하 다. 이

게 하여 총 수거된 사례는 73개 기  96개 용역업체 으며 이 기 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5,068명이었다. 

3. 선행연구  련연구 

그 동안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반  실태에 해 공신력 있는 기 의 조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

긴 하지만, 청소용역노동자들을 특화하여 진행된 조사는 소규모 표본에 국한된 

조사가 몇몇 존재할 뿐이다. 

제한된 연구지만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 먼  춘천노동복

지센터(2004)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함께 노동자들의 주  

의식까지 조사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 표본수가 무 어 연구의 객

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연구로 공공연맹이 지원하여 실시된 공공서비스부문 간 고용실태

조사단(2003)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 본 연구가 진행하려는 쟁 사

항을 체로 포 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비교 상으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지만, 청소용역 외에 다양한 간 고용 직종까지 포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한 사례가 많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 의원실(2004)의 연구는 규모로 학 용역 노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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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용역업체 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만을 조사하

여  노동자들의 실태를 악하는데 제한 이다. 

한 학시설 리노동자실태조사단(2002), 국여성노동조합(2001)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소규모 표본 조사이거나, 청소용역만을 특화시켜 보

여주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청소용역 련연구로는 김성희 외(2006)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의 민간 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청소용역과 

한 유형의 직종 실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건물 내 청소

용역 노동자를 직  다룬 연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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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청소용역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청소노동자에 한 특징을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앙고용정

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이하 OES)이다. 이 조사는 직업별 고용구조 

악을 통해 고용정책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2001년부터 

2005년 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국 5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

다. OES의 장 은 무엇보다 세부직업별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OES는 용역/ 견 노동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어서 본 연구 상인 청소용역 노

동자에 한 특징을 악하기에 당하다.

본 에서는 OES 200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청소용역 노동자의 규모와 실

태를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먼  체 직업구조 속에서 청소용역노동이 차

지하는 규모를 살펴본 후 두 번째 청소용역노동자 개인특성을 알아보았다. 마

지막으로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실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단 유의할 은 OES 자료에서 청소용역노동자는 본 연구의 주요연구 상인 

건물청소노동자들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여기에는 건물 청소원 뿐 아니

라 환경미화원, 쓰 기 수거원, 외벽  창문청소원, 세차원, 병충해방역원이 

모두 포함되는 의미이다.

Ⅰ. 분포

2005년도 OES 체직업 391개  5번째로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이 청소원(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포함)이다. 청소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522,464명으로 체 경제활동인구 23,185,600명의 2.3%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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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직업 분포 중 청소원이 차지하는 위치

순위 직 업 빈도(명) 비율(%)

1 상점판매 및 관리인 1,319,713 5.7

2 곡식작물재배자 1,098,149 4.7

3 상점판매원 927,811 4.0

4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604,996 2.6

5 청소원(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포함) 522,464 2.3

6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 제외) 459,714 2.0

7 경리사무원 453,327 2.0

8 채소/특용작물 재배자 433,805 1.9

9 소형트럭 운전원(4톤미만) 430,131 1.9

10 접객원(웨이타, 웨이트리스) 381,300 1.6

<표 2> 전체 임금노동자 분포 중 청소원이 차지하는 위치

순 직 업 빈도(명) 비율(%)

1
청소원

(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포함)
432,411 3.2 

2 경리사무원 408,270 3.0 

3 상점판매원 392,162 2.9 

4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318,653 2.3 

분석 상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임 노동자로 한정할 경우, 청소원은 가장 많

은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된다. 체 임 노동자 13,661,482명의 3.2%인 

432,411명이 청소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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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제외) 301,736 2.2 

6 총무사무원 287,439 2.1 

7 경비 및 건물관리인 263,358 1.9 

8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 261,910 1.9 

9 중등학교 교사 258,629 1.9 

10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 247,544 1.8 

청소원이 체 경제활동인구를 기 으로 다섯 번째 직업, 임 노동자를 기

으로 첫 번째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청소노동자들이 매우 필

수 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반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소노동에 한 평가

-청소노동은 비 문 이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OES 자료는 같은 교사라도 

등, 등, 고등 교사를 분리하여 고용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노동의 

경우 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외벽  창문청소원, 병충해방역원을 모

두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노동이 비 문 인 역으로 

사회  평가가 매우 낮음을 반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원 종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 청소원 종사

자 522.464명  임 노동자와 비임 노동자의 비 은 각각 82.8%, 17.2%이다. 

임 노동자  비정규직은 334,472명으로 임 노동자의 77.4%이고 정규직은 

97,938명으로 임 노동자의 22.6%이다. 비임 노동자의 구성은 고용주가 5.1%, 

자 업자가 71.3%, 무 가족종사자가 2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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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직 비정규 노동자의 구성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파견/용역직 164,405 31.5 38.0 

아르바이트 20,956 4.0 4.8 

해당없음 247,050 47.3 57.1 

합계 432,411 82.8 100.0 

결측값 90,053 17.2 

합계 522,464 100.0 

<표 3> 청소원 종사자의 구성

빈도(명) 비율(%)

청소원 종사자

(522,464)

임금

노동자

(82.8%)

정규직 97,938 22.6 

비정규직 334,472 77.4 

계 432,410 100.0

비임금

노동자

(17.2%)

고용주 4,592 5.1 

자영업자 64,177 71.3 

무급가족종사자 21,284 23.6 

계 90,053 100.0 

청소직에 종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구성을 보면 견/용역 노동

자는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한 체 비정규 노동자의 38.0%를 차지하고 있고 아

르바이트 노동자는 4.8%, ‘해당없음’을 선택한 이들은 57.1%이었다. 여기서 ‘해

당없음’은 주로 기간제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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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장 특성

1. 계약기간 

용역노동임에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0%에 이르 다. 이는 본 연구의 5부에서 다룬 조사결과(평균 1년)와 매우 

다른 것이다. 이 게 다른 응답이 나온 이유는 청소용역노동의 근로 계 행

이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만 노동자는 업체와 상 없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실

질 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이유

는 민간기 에서 청소용역노동을 하는 것과 공공기 에서 청소용역노동의 차

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단된다.



- 35 -

<표 5>  청소용역노동자의 계약기간 분포

구  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계

약

기

간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음

빈도 27,781 84,080 111,861

비율 65.7% 68.8% 68.0%

1개월-1년
빈도 4,779 25,300 30,079

비율 11.3% 20.7% 18.3%

1년 이상
빈도 3,621 6,217 9,838

비율 8.6% 5.1% 6.0%

고정된 사업장 없이 

며칠 또는 몇 

주간씩 일함

빈도 6,090 6,537 12,627

비율 14.4% 5.4% 7.7%

전체
빈도 42,271 122,134 164,405

비율 100.0% 100.0% 100.0%

<표 6>  청소용역노동자의 주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주당 근로시간

남자 50.66

여자 48.24

합계 48.87

2 근무시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의 경우 50.66시간, 여성의 

경우 48.24시간으로 평균 48.8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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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소용역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원)

구분 월평균 임금

남자 901,282

여자 661,602

합계 722,586

3. 월평균 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월평균임 은 722,586원이었는데 남녀별 격차가 매우 컸

다. 남성의 월평균 임 은 901,282원이었고 여성의 월평균 임 은 661,602로 나

타났다. 앞서 서술했듯이 청소용역노동의 범주가 넓어서 청소용역 안에서 사회

으로 인정되는 차별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 를 들면 고층건물의 유리

창을 청소하는 경우가 그 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크지 않을 것이

며 개는 남녀의 임 격차 고유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근무기간

 사업장에서 총 근무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평균 41.7개월 일하고 있다고 

답하 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3.5년 정도에 해당된다. 남성의 근무기간

과 여성의 근무기간은 각각 41.9개월, 41.7개월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

무기간의 분포를 보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16.6%이고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13.9%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을 가진 이들이 30.5%씩이나 되었다. 13

개월에서 24개월 사이는 19.5%, 25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15.6%, 37개월에서 

48개월 사이는 7.1%, 49개월 이상은 27.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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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청소용역노동자의 근무기간 (단위: 개월)

구분 근무기간

남자 41.9

여자 41.7

합계 41.7

<그림 15> 청소용역노동자의 평균 근무기간 (단위: 개월)

16.6

13.9

19.5

15.6

7.1

27.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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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12 13-24 25-36 37-48 49 이상

5. 경력기간

청소직을 수행한 총 경력기간은 평균 61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연으로 환산

하면 약 5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근무기간은 남녀별 차이가 별로 없는

데 비해 경력기간은 남녀별로 약간 차이가 났다. 남자의 경우 65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 약 60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구간별로 살펴

보면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38.0%에 이르 고 2년에서 4년 사이가 

22.5%, 4년에서 6년 사이가 13.0%, 6년에서 8년 사이가 5.1%, 8년을 과하는 

경우도 9.4%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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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청소용역노동자의 평균 경력기간 (단위: 개월)

구분 경력기간

남자 65.3

여자 59.9

합계 61.2

<그림 16> 청소용역노동자의 평균 경력기간 분포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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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규모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

보면 남녀 각각 25.1%, 27.5%로 모두 10인에서 29인 사업장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은 1,000명 이상의 사업장 소속이 여성은 

1.9%에 지나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는 8.1%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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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청소용역노동자의 사업장 규모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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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 특성

1. 성별 분포

<그림 18> 청소용역노동자의 성별 분포 

여자 122,135

74.3%

남자 42,270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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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의 부분은 여성이다. 여성 청소용역노동자는 122,135명으로 

체 청소용역노동자의 74.3%를 차지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이러한 구성에는 

본 연구의 인 건물 내 노동자 외에도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러한 직종의 경우 부분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 내 노동자만을 

기 으로 보면 여성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2. 연령

<그림 19>  청소용역노동자의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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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분석결과, 청소용역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7.15세로 주로 50 와 60 가 차

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40  노동자는 16.5%에 이르며 70  이상도 7.0%에 이

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연령 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녀간 연령분포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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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소용역노동자의 학력 분포 (단위: 명, %)

학력 빈도 퍼센트

중졸이하 133,865 81.4 

고등학교 26,862 16.3 

대학 842 0.5 

합계 161,570 98.3 

모름/무응답 2,835 1.7 

합계 164,405 100.0 

가 난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60 가 4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0 가 4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남녀별 

평균나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남성의 경우 평균나이가 58.42세, 여성은 

56.7세로 나타났다. 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60  집 도가 높았다는  

한 주목되는 사항이다. 여성의 경우 68.0%가 5,60 에 집 된 반면, 남성은 

75.0%가 집 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은 직업선택 폭이 좁아서 열악한 노동조

건을 감수하고도 은 나이부터 청소직을 선택하는 반면, 직업선택 폭이 여성

보다 넓은 남성은 은 시 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퇴직 이후 직업선

택 폭이 좁은 연령 에 진입하면서 청소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3. 학력

청소용역노동자의 평균 학력은 낮다.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81.4%

에 이르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16.3%에 이른다. 이러한 학력 

분포는 청소용역노동자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연령상 특징에서 나

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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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구특성

1. 지역 분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사는 주거지역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은 주로 수도권

과 도시( 역시)에 몰려있다

<표 11> 청소용역노동자의 지역 분포 (단위: 명, %)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 50,484 30.7 

부산 11,321 6.9 

대구 9,705 5.9 

대전 7,631 4.6 

인천 4,529 2.8 

광주 1,994 1.2 

울산 3,212 2.0 

경기 39,067 23.8 

강원 5,514 3.4 

충북 3,404 2.1 

충남 5,966 3.6 

전북 1,663 1.0 

전남 3,568 2.2 

경북 12,065 7.3 

경남 2,784 1.7 

제주 1,498 0.9 

합계 164,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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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청소노동자의 수도권, 광역시 분포

구분 청소용역노동자 청소노동자 전체 노동자

수도권 54.5% 48.7% 43.3%

광역시 54.1% 53.9% 46.3% 

다른 직업군의 노동자 역시 다른 곳에 비해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있고 

소도시(비 역시)에 비해 도시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용역노

동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체 취업자수를 보면 수도권에 43.3%, 역

시에 46.3%가 집 되어있는 반면 청소용역노동자수를 보면 수도권에 54.5%, 

역시에 54.1%가 집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도시에 비해 서울 경기

지역이 그리고 소도시에 비해 도시가 사무실을 포함한 공동건물의 집도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이유로는 청소용역노동자들 출근시

간이 매우 이르기 때문에 사업장과 집이 가까워야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은 

게 사무실이 집된 수도권, 역시이므로 노동자들의 거주지 역시 그 곳에 

집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경제활동가구원수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평균 경제활동가구원수는 자신을 포함하여 1.58명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1.48명, 여성의 경우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활동가구원수가 자신 1명뿐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9.7%, 자신 외에 1명이 

더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1.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과반수가 자신만의 임 으로 가구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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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청소용역노동자의 혼인상태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미혼 2,808 1.7 

<표 13> 청소용역노동자의 가구내 경제활동인구수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경제활동

가구원수

0명
빈도 405 1,029 1,434

비중 1.0% 0.8% 0.9%

1명
빈도 23,528 58,223 81,751

비중 55.7% 47.7% 49.7%

2명
빈도 16,517 50911 67,428

비중 39.1% 41.7% 41.0%

3명
빈도 1,415 10,871 12,286

비중 3.3% 8.9% 7.5%

4명

이상

빈도 405 1,100 1,505

비중 1.0% 0.9% 0.9%

전체
빈도 42,270 122,134 164,404

비중 100.0% 100.0% 100.0%

3. 혼인상태

청소용역노동자의 혼인상태를 조사한 결과, 78.3%가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은 18,2%, 이혼은 1.4%, 미혼은 1.7%로 각각 집계

되었다. 한편 OES 조사는 가구원수를 조사하지 않는데 이 혼인상태를 조사하

는 항목을 이용하면, 일정정도 가구원수를 유추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78.3%라는 수치로부터 청소용역노동자의 78.3%는 가구원수가 2명 이

상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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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유배우 128,737 78.3 

사별 29,988 18.2 

이혼 2,301 1.4 

모름/무응답 571 0.3 

합계 164,405 100.0 

<표 15> 청소용역노동자의 가구내 돈벌이자 명수별 혼인상태 비율 (단위: %)

가구내

돈벌이자수

미혼
기혼

유배우
사별 이혼

모름/

무응답
전체

0 0.0 71.7 28.3 0.0 0.0 100.0 

1 0.9 70.9 25.0 2.5 0.7 100.0 

2 3.0 84.9 11.6 0.4 0.0 100.0 

3 0.0 89.5 10.5 0.0 0.0 100.0 

4 0.0 100.0 0.0 0.0 0.0 100.0 

앞서, 가구내 돈벌이자가 청소용역 노동자 자신뿐이라는 응답이 50%에 육박

하 는데 이들 노동자들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이들의 가구소득 실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가구원수가 자신뿐이라고 응답한 이들

의 70.9%가 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 혼자 버

는 임 으로 살아가는 청소용역노동자의 70.9%가 어도 2명 이상의 가구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재 2인 가구 최 생계비가 700,849원인 것을 

상기하면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도 최 생계비 수 의 소득으

로 겨우 가구를 꾸려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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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

OES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용역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소직 종사자들의 체 직업구조상 치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인구를 

기 으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임 노동자들을 기 으로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직이 사회에서 매우 필수  직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직 종사자들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본 결과, 체 청소직 종사자 

522,464명의 82.8%인 432,410명이 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77.4%

가 비정규직이며, 나머지 22.6%가 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정규청

소노동자의 구성을 보면, 견/용역직이 38.0%, 아르바이트가 4.8%, 해당없음

(기간제)이 57.1%로 집계되었다. 요컨 , 청소직은 부분이 임 노동자이며 그

것도 비정규직 임 노동자이고 다른 직업에 비해 견/용역직의 분포가 컸다.

3.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사업장 특성을 살펴보면, 상외로 무기계약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68.0%에 이른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것은 고용계약의 반

복 갱신이 행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자들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48.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임 은 722,586원으로 나타났다. 사

업장 규모는 소규모사업장이 부분이었으며 사업장 근무기간은 평균 3.5년이

었고 청소직 총경력기간은 약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 이 매우 높았고

(74.3%), 교육수 은 매우 낮았다( 졸이하 81.4%). 한 연령은 5,60 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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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평균 57.2세), 특히 남성의 연령  편 도가 심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 으로 연령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은 직업선

택 폭이 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도 은 나이부터 청소직을 

선택하는 반면, 남성은 직업선택 폭이 상 으로 넓기 때문에 은 시 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퇴직 이후 직업선택 폭이 좁은 연령 에 진입하면서 

청소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5.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돈벌이를 하는 가구원수가 자신

뿐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49.7%에 이르 고 이들  70.9%는 재 배우자와 함

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어도 가구원수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수도권․ 도시 집도를 살펴본 결과, 다른 직

업이나 일반청소노동자에 비해 집도가 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들과 앞서 노동자 평균 임 이 70만원  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구소득은 매우 형편없는 수 인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이러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이나 도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2명 이상의 가구를 꾸리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2인 가구 

최 생계비 수 인 70만원  반의 소득으로 삶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6. 종합하면 청소노동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필수  노동의 하나이지만, 청소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부분 비정규직, 그 에서도 가장 열한 노동조건

을 보여주고 있는 용역직 노동자로 임 을 포함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상과 같이 OES 원자료 분석을 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OES 조사는 가구조사방법상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가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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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가 그 듯 본인이 조사에 직  응답하는 것이 아닌 가구내 타구성원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고 객  자료를 보고 답하는 것이 아닌 ‘자기선언식’으

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에 일정한 오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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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 분석

Ⅰ. 자료 수집 및 구성

본 연구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태를 악하기 해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직 고용 정규직 노동자, 직 고용 임시직 노동자 등을 제외하고 용역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청소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만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조사는 2006년 9월 제주도를 제외한 국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759사례를 수집하 다. 표집된 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

업체들은 39개 고, 청소노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35개에 달했다.

본 연구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활실태를 악함에 있어 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상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실태 비교

를 주요 목 으로 하고 있어 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을 청소노동 수행 사업체

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 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시 내  

이질성이 크다는 을 고려하여 다시 기 유형별로 세분화하 다. 공공부문은 

다시 학, 병원, 교통기 , 건물 등 기 별로 세분하 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교통기 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병원 사업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숫자가 어 

학과 병원 범주를 통합하여 민간부문은 학-병원과 건물로 나 었다. 이

게 하여 기 유형은 공  부문의 학, 병원, 교통기 , 건물 등 4범주, 민간부

문의 학-병원과 건물 등 2개 범주로 총 6개 범주로 나 어 분석한다. 표집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기  유형별 분포를 보면, 공  부문 학 22.8%, 병원 

6.7%, 교통기  5.3%, 건물 18.7%, 민간부문 학-병원 32.5%, 건물 14.0%이다. 

어 6개 범주의 기 유형 변수를 만들었다. 표집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93.9%

가 여성이고, 평균연령은 55.5세이며 기  유형별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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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표집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구성 및 기관유형별 분포

 기관유형 빈도(명) 백분율(%) 여성비(%) 평균연령(세)

공적 대학  173  22.8 97.6  55.0

공적 병원  51  6.7 100.0  55.6

공적 교통기관  40  5.3  90.0  54.7

공적 건물  142  18.7  89.4  55.4

사적 대학-병원  247  32.5  98.8  55.6

사적 건물  106  14.0 80.4  56.6

 전체  759  100.0  93.9  55.4

Ⅱ.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시장과 근로계약

1.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시장 경력과 근속기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평균 56.4개월로서 4년 반 정도이며, 재의 직장을 포함하여 생애 청

소업무 종사 기간은 75.0개월로 나타났다. 재 종사업무가 청소용역 노동이고 

 사업장 근무 기간에 비해 청소업무 종사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반 으로 

재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업

무가 상시지속근무임을 반 하고 있어, 청소업무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반 하

고 있으며, 정부의 핵심-주변 업무 구분 기 이 상당정도 자의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  교통기 의 경우  사업장 근무기간에 비해 생애 청소업무 종사기간

이 더 짧은 것은 동일 사업장에서 청소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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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재취업 등 종사상 지 가 변경된 다음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례

들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사업 용역업체 규모는 평균 68.7명이며, 공  

교통기 의 경우 청소 용역업체 규모가 평균 148.5명으로 다른 기 들의 청소 

용역업체에 비해 규모로 운 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역 등 청소 사업장들 

다수를 묶어서 청소업무를 도 용역주기 때문이다.

<표 17> 기관유형별 근속 기간 및 용역업체 노동자수

 기관유형
현 사업장 

총근무월수(개월)

과거포함 청소업무 

전체기간(개월)

소속 용역업체 

노동자수(명)

공적 대학  62.8  91.6  62.4

공적 병원  45.6  55.9  44.3

공적 교통기관  67.6  56.1  148.6

공적 건물  53.9  74.2  71.7

사적 대학-병원  50.4  58.5  69.3

사적 건물  64.1  104.2  53.2

 전체  56.4  75.0  68.7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이  직장도 청소업무인 경우는 27.3%에 불과하다. 한

편, 직장에 다닌 이 없는 경우가 21.7%나 되어 생활고로 직장에 나선 경우

가 상당수에 달함을 보여 다. 한, 이 직장이 사무직, 리자, 문가인 경

우를 합하면 12.3%가 되어 형 인 노동시장내 하향이동 유형에 해당되며, 

매서비스직과 공장직공도 34.8%로서 상 으로 청소용역업무에 비해 고용

상태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하향이동의 성격이 크다고 하

겠다. 따라서 청소용역노동은 노동시장내 하향이동과 생활고로 인한 선택의 결

과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 55.5세의 고령 여성 노동자들로서 노동시장내 거의 

마지막 취업기회로서 다른 안 없는 비자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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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청소용역노동자의 이전 직장 유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청소업무  185  27.3

공장직공  179  26.4

농림어업 종사  16  2.4

판매 서비스직  57  8.4

사무직  16  2.4

관리자  10  1.5

전문가  14  2.1

직장에 다닌적 없음  147  21.7

기타  54  8.0

 전체  678  100.0

재의 청소용역업무를 이  직장의 고용형태와 비교해 보면 재의 청소업무

가 하향이동에 의한 비자발  선택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 직장의 25.0%가 

정규직이고 임시 직 고용의 비 도 18.6%로서 체 43.5%가 재의 청소용역

업무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9> 청소용역노동자의 이전 직장 고용형태

 고용형태  이전직장 현 청소업무

정규직  25.0% 0.0%

임시직  18.6% 0.0%

파견용역  56.5% 100.0%

 전체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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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반복갱신 횟수

재 청소용역노동자 근로계약의 79.1%에 달하는 다수가 1년이며, 근로

계약 1년 이상도 15.8%에 달한다. 반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은 5.1%에 불

과하여 청소업무가 상시지속근무임을 입증하고 있다. 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횟수는 평균 3.72회로 나타났다.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이 56.4개월임을 고려하면 반복갱신 횟수 3.72회가 의미하는 바는 평

균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15.2개월로서 1년을 상회하고 있어 근로계약 계약기간 

분포에서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부합하고 

있다. 이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상시지속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년 정도의 단기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정규직화를 기피하고 있음을 반 한다. 

동일 직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보장

을 부여받지 못하고, 통상 1년 정도 단 로 반복 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갱신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을 극 화시키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압박(stress)에 의한 노동통제”를 넘어서 “

(threat)에 의한 노동통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0> 근로계약 계약기간 분포 및 계약 반복갱신 횟수

 근로계약기간  백분율 반복갱신횟수

6개월 미만      3.5%  3.4

6개월       0.3%  2.0

6개월~1년 미만      1.3%  2.7

1년     79.1%  3.7

1년 이상     15.8%  4.0

 전체    1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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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별로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비교하면 부문들 사이에 계약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공  교통기

에서 64.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공  건물과 사  건

물이 20% 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 유형별 근로계약 반복갱신 회수를 보면 민간부문 건물의 경우 평균 반

복갱신 회수가 5.23회로서 가장 반복갱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

부문 병원은 2.56회로서 가장 반복갱신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기관유형별 근로계약 계약기간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근로

계약

기간

6개월 

미만

 빈도  10  1  2  5  4  3  25

 비율  5.9%  2.0%  5.1%  3.7%  1.7%  3.2%  3.4%

6개월
 빈도  0  0  0  2  1  0  3

 비율  0.0%  0.0%  0.0%  1.5%  0.4%  0.0%  0.4%

6개월~

1년 

미만

 빈도  2  1  0  2  3  2  10

비율  1.2%  2.0%  0.0%  1.5%  1.2%  2.2%  1.4%

1년
 빈도  144  46  12  94  207  69  572

비율  84.7%  92.0%  30.8%  69.6%  85.9%  74.2%  78.6%

1년 

이상

 빈도  14  2  25  32  26  19  118

비율  8.2%  4.0%  64.1%  23.7%  10.8%  20.4%  16.2%

 전체
 빈도  170  50  39  135  241  93  72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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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관유형별 계약반복갱신 회수

 기관유형  계약반복갱신회수

공적 대학  4.3

공적 병원  2.6

공적 교통기관  4.3

공적 건물  3.5

사적 대학-병원  3.4

사적 건물  5.2

 전체  3.7

다수 사업장에는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어 70.9%에 달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재 평균 63.2세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병원이 60.5세로 정년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한 퇴직연령은 66.5세로 보고 있어 고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넘

어서도 재의 청소업무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희망 정년퇴직 연령은 재의 정년퇴직 연령에 비해 3.3년 밖에 높지 않아 청

소용역노동자들의 사업장에 한 기 치도 별로 크지 않음을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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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관유형별 정년퇴직 연령 설정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정

년

퇴

직

연

령

정해

져 

있다

 빈도  120  37  32  116  133  78  516

 비율  71.0%  74.0%  80.0%  85.9%  55.9%  81.3%  70.9%

정해

지지 

않았

다

 빈도  49  13  8  19  105  18  212

 비율  29.0%  26.0%  20.0%  14.1%  44.1%  18.8%  29.1%

 전체

 빈도  169  50  40  135  238  96  72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4> 기관유형별 정년퇴직 연령 및 적정퇴직 연령 (단위: 세)

 기관유형 정년퇴직연령 적정 퇴직연령

공적 대학  64.5  66.2

공적 병원  60.5  64.9

공적 교통기관  63.6  65.0

공적 건물  63.7  66.7

사적 대학-병원  63.3  67.4

사적 건물  61.3  66.2

 전체  63.2  66.6

3. 근로계약서와 채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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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만 하는 경우가 7.1%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더라도 본인도 보유하는 경우는 36.7%로 소수에 불과하고, 체 

56.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방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보유하지 않다는 것은 근로기 법의 기본정신을 배

하는 상이며, 해당 청소용역노동자가 근로조건에 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

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의미하는 한편, 회사측의 근로조건 반을 입증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병원이 

제일 심각하여 본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85.4%에 달하고 있

다. 한편, 민간부문 건물의 경우 본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는 

반 이하 수 이고, 55.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본인이 한 부씩 보

유하고 있어 상 으로 공공부문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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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관유형별 근로계약서 체결 형태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계

약

체

결

형

태

회사 

본인 한 

부씩 

보유

 빈도  43  7  17  53  90  55  265

  % 25.6% 14.6%  3.6% 38.7%  8.8%  5.6%  6.7%

회사만 

소유

 빈도  115  37  21  81  124  29  407

  % 68.5% 77.1%  3.8% 59.1%  3.4% 29.3%  6.3%

구두로만 

계약

 빈도  10  4  1  3  18  15  51

  %  6.0%  8.3%  2.6%  2.2%  7.8% 15.2%  7.1%

 전체
 빈도  168  48  39  137  232  99  72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계약서 체결 방식의 문제 은 노동시장내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재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의 76.1%

가 친척 등 아는 사람의 소개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용안정센터나 무료취업알선센터와 같은 공공․비 리기 을 통하는 경

우가 0.8%에 불과하고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경우와 합해도 4%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공공․비 리기 과 공신력 있는 직업소개소들이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비공식  부문을 통해 구직과 취업이 이

루어짐으로써 근로계약서 체결 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에서는 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차별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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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관유형별 취업정보 취득 경로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취

업

정

보

취

득

경

로

아는 

사람소개 

추천

 빈도  151  34  36  109  196  42  568

  %  88.8%  68.0%  92.3%  77.9%  79.7%  41.6%  76.1%

민간 

유료직업

소개소

 빈도  0  8  0  7  2  6  23

  %  0.0%  16.0%  0.0%  5.0% 0.8%  5.9%  3.1%

일간지 

정보지 

등

 빈도  11  8  2  5  38  50  114

  %  6.5%  16.0%  5.1%  3.6%  15.4%  49.5%  15.3%

공공 

비영리기

관

 빈도  0  0  0  4  0  2  6

  %  0.0%  0.0%  0.0%  2.9%  0.0%  2.0%  .8%

기타
 빈도  8  0  1  15  10  1  35

  %  4.7%  0.0%  2.6%  10.7%  4.1%  1.0%  4.7%

 전체
 빈도  170  50  39  140  246  101  74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채용과정에서 면  등 채용심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주로 소장, 조장, 반장 

등 용역업체 리자로서 체 청소용역노동자의 86.7%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

청 리자가 직  채용심사까지 실시하는 경우도 5.1%에 달하고 있고, 공공부

문 교통기 의 경우 21.1%로 개입정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공공부문 

학으로서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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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기관유형별 채용심사 주체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채

용

심

사

주

체

원청 

관리

자

 빈도  15  0  8  7  8  0  38

  %  9.1%  0.0%  21.1%  5.1%  3.2%  0.0%  5.1%

용역

업체 

관리

자

 빈도  138  47  30  125  201  99  640

  %  83.6%  94.0%  78.9%  91.2%  81.4%  98.0%  86.7%

모름
 빈도  3  2  0  0  0  1  6

  %  1.8%  4.0%  0.0%  0.0% 0.0%  1.0%  0.8%

기타
 빈도  9  1  0  5  38  1  54

  %  5.5%  2.0%  0.0%  3.6%  15.4%  1.0%  7.3%

 전체
 빈도  165  50  38  137  247  101  73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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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과정 및 노동조건

1. 노동과정 통제: 업무지시  감독

용역업체 리자가 주로 청소 지시, 청결상태 검 등 일상  업무지시를 주

로 담당하는 경우가 61.7%이고, 징계. 해고, 승진 등 인사결정을 주로 담당하

는 경우는 88.1%로서, 용역업체 리자가 인사문제 보다 작업 장의 지휘감독

을 더 많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업무가 

도 용역으로 되어 있어 용역업체 리자가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작업 장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업무를 도 용역으로 수임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리자의 개입 상도 상당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리자가 인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8.2%에 불과하지만, 원청

리자의 개입은 일상  업무지시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청 리자

가 주로 일상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11.7%에 달하고 있고, 원청 리자가 

용역업체 리자와 함께 일상  업무지시를 주도하는 경우도 14.5%에 달하고 

있다. 원청 리자가 용역업체 리자가 함께 주로 일상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 도 계의 불평등  성격을 고려하면 용역업체 리자의 업무지시도 원

청업자의 허용 범  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하여, 원청 리자가 일상 으

로 업무지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26.2%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원청 리자가 직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52.3%는 “그 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원청 리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반 이상에 해당되며, 그 가운데 반 정도인 26.2%가 

원청 리자가 일상 으로 업무지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원청 리자가 특

별수당 등 작업에 한 가를 직  주는 경우도 16.2%에 달하고 있어 원청업

체 리자의 개입은 상당히 범한 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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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청업체 리자의 개입은 원청 리자가 용역업체 리자를 통하여 

간 으로 업무지시 등 노동과정 통제를 하는 수 을 넘어서 직  인사

리  노동과정 통제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용역 도 계약 형태

의 외양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원청업체 즉 사용

업체 리자가 직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어 실질 으로는 불법 견 형태의 

간 고용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청업체 리자의 개입 수 은 

학과 병원에서 높고 상 으로 건물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한편, 동일 기 유

형내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개입수 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불법 견 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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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관유형별 업무지시 주체

문  항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업무지시 핵심 주체>

원청관리자가 주로 일상적 
업무지시

18.5%  0.0%  5.3%  0.7%  0.6%  3.0% 11.7%

용역업체-원청업체 모두 
일상적 업무지시 주로 함

16.6% 12.5% 21.1% 28.3%  9.1%  4.0% 14.5%

용역업체관리자가 주로 
업무지시

40.1% 77.1% 50.0% 60.9% 64.2% 87.1% 61.7%

<인사결정 핵심주체>

원청관리자가 주로 
인사결정

21.7%  0.0% 12.8%  3.0%  5.9%  3.5%  8.2%

용역업체 관리자가 주로 
인사결정

67.4%
100.0

%
87.2% 96.2% 90.7% 95.3% 88.1%

<원청 관리자 개입 여부: 개별 설문들>

원청관리자 직접 업무지시 
여부

68.8% 44.2% 21.1% 52.3% 60.5% 15.7% 52.3%

원청이 작업대가 직접 주는 
경우

 2.5%  4.1% 10.0%  4.5% 42.0%  0.0% 16.2%

2. 노동시간과 휴일근무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주당 총노동시간은 평균 40.89시간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9.20시간으로 휴게시간 1.47시간을 빼면 7.73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노동시간은 공공부문 교통기 이 47.4시간으로 최장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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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기 들은 평균치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기관유형별 노동시간 (단위: 시간)

 기관유형
주당 

총근무시간
하루 

근로시간
하루 

휴게시간
토요근무시 
근무시간

토요근무시 
휴게시간

공적 대학  40.7  9.1  1.2  1.9  1.9

공적 병원  41.7  9.4  1.4  7.5  2.1

공적 교통기관  47.4  9.1  1.3  5.3  1.4

공적 건물  39.3  9.8  2.0  2.8  1.4

사적 대학-병원  41.1  8.9  1.3  3.1  1.7

사적 건물  40.2  9.2  1.8  6.2  1.9

 전체  40.9  9.2  1.5  3.6  1.8

휴일 근무 황을 살펴보면 근로기 법 반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된다. 토요일 근무는 주5일제로 토요일 근무 하지 않는 사업장이 46.9%인 

반면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사업장도 31.6%에 달하고 있다. 일요일 근무의 경

우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77.7%로서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 휴무

제가 더 넓게 확산되어 있지만, 매주 일요일 근무하는 사업장도 8.8%에 달하

고 있다. 한편, 국경일과 명 의 경우 휴무하는 사업장이 73.3%로서 일요휴무

제 수 에 육박하고 있으나, 매번 근무하는 사업장도 2.1%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는 국경일과 명 까지 매번 근무하는 

사업장은 청소용역노동자의 자발  동의에 기 하지 않고 강제로 시행되고 있

을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어, 근로기 법 반 상이 청소용역업무에 

있어 리 확산되어 있음을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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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기관유형별 토요근무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토
요
일
근
무

근무 
안함(주5일

제)

 빈도  142  6  0  126  59  5  338

  %  83.0%  13.0%  0.0%  92.6%  24.8%  5.1%  46.9%

월 1회 
토요근무

 빈도  0  2  1  8  6  24  41

  %  0.0%  4.3%  3.2%  5.9%  2.5%  24.2%  5.7%

격주 토요 
근무

 빈도  29  8  3  2  55  17  114

  %  17.0%  17.4%  9.7%  1.5%  23.1%  17.2%  15.8%

매주 토요 
근무

 빈도  0  30  27  0  118  53  228

  %  0.0%  65.2%  87.1%  0.0%  49.6%  53.5%  31.6%

 전체
 빈도  171  46  31  136  238  99  72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 기관유형별 휴일 근무 방식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일요
일근
무

근무 안함
 빈도  133  5  3  121  187  8  457

  %  85.3%  20.8%  11.5%  94.5%  86.2%  21.6%  77.7%

월 1회 
일요근무

 빈도  1  5  0  6  2  5  19

  %  0.6%  20.8%  0.0%  4.7%  0.9%  13.5%  3.2%

격주 일요 
근무

 빈도  22  10  2  1  10  15  60

  %  14.1%  41.7%  7.7%  0.8%  4.6%  40.5%  10.2%

매주 일요 
근무

 빈도  0  4  21  0  18  9  52

  %  0.0%  16.7%  80.8%  0.0%  8.3%  24.3%  8.8%

 전체
 빈도  156  24  26  128  217  37  58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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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관유형별 국경일 근무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국경일,
명절
근무

근무 안함
 빈도  168  0  0  106  220  32  526

  %  98.2%  0.0%  0.0%  77.9%  92.1%  34.4%  73.3%

매번 근무
 빈도  1  6  6  0  0  2  15

  %  0.6%  13.3%  17.6%  0.0%  0.0%  2.2%  2.1%

교대 근무
 빈도  2  38  28  30  18  34  150

  %  1.2%  84.4%  82.4%  22.1%  7.5%  36.6%  20.9%

기타
 빈도  0  1  0  0  1  25  27

  %  0.0%  2.2%  0.0%  0.0%  0.4%  26.9%  3.8%

 전체
 빈도  171  45  34  136  239  93  71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산업재해  직업병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26.0%는 최근 3년 동안 청소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산재사고와 직업병 

빈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공  학 40.5%, 공  병원 34.0%, 그 다음이 사  

학-병원 25.0%로 나타났다. 반 으로 학과 병원에서 산업재해 사고와 직

업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사  학-병원에 비해 공공부문 

학-병원에서, 사  건물보다 공  건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함을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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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관유형별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관유형
최근3년 

산업재해-직업
병 경험(%)

작업도중 
발생사고 종류 

수

현재의 
직업질병 수

공적 대학  40.5%  2.1  1.4

공적 병원  34.0%  1.2  2.0

공적 교통기관 15.8%  1.4  1.0

공적 건물  17.2%  1.4  1.2

사적 대학-병원  25.0%  2.1  1.5

사적 건물  13.6%  0.9  0.5

 전체  26.0%  1.7  1.3

청소업무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발생 원인들은 평

균 1.69가지가 지 되었고, 가장 발생 험이 많은 부분은 공  학과 사  

학-병원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들을 살펴보면,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 

사고 험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  건물 사고의 87.2%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문별 특성을 보면, 공공 교통기 의 경우 먼지, 분

진, 가스 등에 의한 오염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학에서는 

무거운 물건 취 이 주요 요인으로 지 되고 있고, 병원에서는 불편한 작업자

세가 주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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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관유형별 산업재해사고 발생 원인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세척제 등 
화학물질취급

 49.4%  35.9%  24.1%  32.8%  28.1%  6.4%  31.8%

무거운 물건 
취급

 59.5%  28.2%  0.0%  18.9%  50.2%  7.7%  38.1%

미끄러운바닥으
로 낙상

 35.4%  15.4%  44.8%  59.0%  54.5%  87.2%  51.9%

불편한 
작업자세

 36.7%  43.6%  44.8%  34.4%  35.3%  14.1%  33.9%

먼지,분진,가스 
등 오염

 38.0%  30.8%  62.1%  15.6%  50.2%  1.3%  34.5%

기타  5.7%  7.7%  20.7%  4.1%  2.6%  0.0%  4.4%

청소업무로 인해 직업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별 청소용역노동자들

은 평균 1.28가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병원이 직

업병 발병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민간부문 학-병원과 공공부문 학으

로 높고, 사  건물이 가장 직업병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병 종

류를 살펴보면, 통이 5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육통, 그리고 요통

과 신경통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신체  부담으로 인한 직업병 발병률

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문별 특성을 보면 근육통이 가장 많이 발

병하는 곳은 공공부문 학과 병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육통은 공  병원, 

공  건물과 사  학-병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재해와 직업병 험에 가장 크게 노출

되어 있는 부문은 학과 병원으로 나타났으며, 학은 주로 산업재해 사고, 

병원은 직업병의 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의 경우 책 등 유인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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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책장 등 가구들의 무게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병원의 경우 

호흡기질환 비율이 상 으로 높고, 환자에 의한 감염으로 질병을 앓게 되거

나 건강조건이 반 으로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5> 기관유형별 직업병 유형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위장질환  5.7%  24.4%  11.8%  20.6%  13.9%  25.0%  14.3%

근육통  34.8%  46.7%  26.5%  43.1%  43.1%  22.5%  38.8%

관절통  64.6%  66.7%  38.2%  46.1%  52.8%  52.5%  55.0%

요통  13.9%  35.6%  23.5%  26.5%  19.4%  7.5%  19.8%

호흡기질환  7.6%  13.3%  2.9%  7.8%  12.0%  0.0%  8.9%

신경통  17.1%  33.3%  8.8%  19.6%  18.1%  27.5%  19.3%

기타  12.7%  4.4%  8.8%  5.9%  6.9%  0.0%  7.7%

산업재해 사고  직업병 발발 시 작은 질병 사고는 자체 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하는 유형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

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하는 

비율은 사  건물이 77.0%로 가장 높은 반면 공  건물의 경우 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모든 것을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비율도 20.6%나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교통기 과 병원 경우 각각 52.9%와 44.1%로 자비부담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학과 병원은 민간부문 학-병원

에 비해 자비부담률이 높고, 공  건물을 사  부문 건물에 비해 자비부담률이 

높아서, 자비부담 폐해는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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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관유형별 산재사고-직업병 처리 방식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질
병
사
고
처
리
방
식

산재보험
처리

 빈도  62  8  13  10  38  67  198

  %  40.0%  23.5%  38.2%  9.6%  17.2%  77.0%  31.2%

회사 
치료비 및 
공상처리

 빈도  4  2  0  2  7  4  19

  %  2.6%  5.9%  0.0%  1.9%  3.2%  4.6%  3.0%

작은것 
자체처리 

큰것 
산재처리

 빈도  49  8  3  56  139  7  262

  %  31.6%  23.5%  8.8%  53.8%  62.9%  8.0%  41.3%

모든 것 
노동자 

본인 처리

 빈도  29  15  18  30  30  9  131

  %  18.7%  44.1%  52.9%  28.8%  13.6%  10.3%  20.6%

기타
 빈도  11  1  0  6  7  0  25

  %  7.1%  2.9%  0.0%  5.8%  3.2%  0.0%  3.9%

 전체
 빈도  155  34  34  104  221  87  63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윗사

람이 신청하지 못하게 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해

고될 것을 두려워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합하면 27.4%로서 회사측으로부

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산재보험을 신청하

지 못하는 비율은 공공부문 교통기 이 58.6%로 가장 높으며, 반 으로 공

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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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23.3%에 달하고 있어 노동자들에 

한 노동기본권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기관유형별 산재보험 기피 사유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산재
보험
신청 
않는 
이유

윗사람의 
저지

 빈도  8  0  11  7  7  0  33

  %  7.1%  0.0%
 

37.9%
 

10.3%
 5.4% 0.0%  8.6%

해고 
우려되어서

 빈도  32  4  6  5  22  3  72

  %
 

28.3%
 

16.7%
 

20.7%
 7.4%

 
17.1%

 
15.8%

 18.8%

회사가 
보상해서

 빈도  12  0  0  3  2  0  17

  %
 

10.6%
 0.0%  0.0%  4.4%  1.6%  0.0%  4.5%

정도경미함

 빈도  30  5  2  30  69  5  141

  %
 

26.5%
 

20.8%
 6.9%

 
44.1%

 
53.5%

 
26.3%

 36.9%

귀찮아서
 빈도  5  0  0  0  4  1  10

  %  4.4%  0.0%  0.0%  0.0%  3.1%  5.3%  2.6%

산재보험제
도 

잘몰라서

 빈도  18  15  7  19  20  10  89

  %
 

15.9%
 

62.5%
 

24.1%
 

27.9%
 

15.5%
 

52.6%
 23.3%

기타

 빈도  8  0  3  4  5  0  20

  %  7.1%  0.0%
 

10.3%
 5.9%  3.9%  0.0%  5.2%

 전체

 빈도  113  24  29  68  129  19  382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소속 업체를 통해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77.0%로서 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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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는 정기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은 공공부문 학의 경우 가장 심각하여 46.4%로서 거의 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기관유형별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정기
건강
검진

예
 빈도  89  40  37  106  183  98  553

  %  53.6%  85.1%  97.4%  82.2%  76.6%  99.0%  77.0%

아니
오

 빈도  77  7  1  23  56  1  165

  %  46.4%  14.9%  2.6%  17.8%  23.4%  1.0%  23.0%

 전체
 빈도  166  47  38  129  239  99  71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병의원 이용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치료비 부담으로서 체 청소

용역노동자들의 56.5%에 해당되어 임 이 청소용역노동자 건강 훼손 문제의 

핵심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병원갈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32.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함께, 근무시간이 병의원 일과시간과 겹치는 

한편 이유 있는 근무지 이탈조차 허용되지 않고 이탈 지가 강제되고 있는 사

업장들이 많은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임 과 노동시간 주권 

억압으로 인해 병의원을 제 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체 청소용역노동자

들의 89.2%에 달하고 있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산업재

해 사고와 직업병 발병 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제

때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조기 진단에 따른 치료를 어렵게 하여 사고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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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39> 기관유형별 병의원 이용시 어려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병의
원

이용
시

느낀
어려
움

치료비 부담
빈도  64  21  17  36  127  58  323

  %  43.5%  55.3%  51.5%  45.6%  64.1%  75.3%  56.5%

병원갈 시간 
없음

빈도  64  15  8  29  60  11  187

  %  43.5%  39.5%  24.2%  36.7%  30.3%  14.3%  32.7%

가까운 
적당한 

의료기관없음

빈도  12  1  0  5  3  6  27

  %  8.2%  2.6%  0.0%  6.3%  1.5%  7.8%  4.7%

기타
빈도  7  1  8  9  8  2  35

  %  4.8%  2.6%  24.2%  11.4%  4.0%  2.6%  6.1%

 전체
빈도  147  38  33  79  198  77  57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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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1. 임  등 물  보상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월평균 임 총액은 76.5만원으로 2004년도 기  비농

산업 임 총액 평균치인 240만 4385원(노동부 통계정보)의 1/3에도 못 미치는 

임 수 으로 나타났다. 임 수 은 공공 교통기 이 93.3만원으로 가장 높

은 반면, 공  학과 사  학-병원이 73만원 수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최 임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평균 임 은 68.4만원

으로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 40.9시간 기  법정최 임  월 65만 1240원(시간

당 3100원)을 조  상회하고 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한 달 임 을 실 노동

시간으로 나 어 시간당 임 수 이 법정최 임  미만 수 에서 노동하는 청

소용역노동자들의 비 은 36.9%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 총

액으로 따져도 법정최 임  수 에 미달하는 노동자들도 12.4%나 된다. 

주당 평균노동시간 40.9시간을 제하여 사업장 단 로 수당 제외 임 액수

를 살펴보면 사업장들 가운데 K법원은 월 50만원, 용역업체들로는 H주택 리 

월 50만원 등 법정최 임  수  65만 1240원에 훨씬 미달하는 사업장들로 다

수 발견되었다. 2000년 9월부터 법정최 임 제도가 산업에 용되기 시작했

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여 히 최 임 제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집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

우 높은 반면 다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무노조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법정최 임  수  미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에 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당한 수 의 임 총액은 월 99.2만원에 불과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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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 총액을 22.7만원 상회한다. 하지만, 정수 으로 희망하는 임 총액

도 여 히 비농 산업 임 총액 평균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기 수 이 별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조한 수

의 상개선 기 와 희망은 단히 어두운 미래의 망에 기 해 있음을 의미

한다.

 

<표 40> 기관유형별 임금수준

 기관유형
월 

임금총액(만원)
수당제외 월 
임금(만원)

월 총액임금 
적정수준(만원)

공적 대학  73.5  66.5  95.1

공적 병원  79.2  73.0  114.1

공적 교통기관  93.3  73.6  112.1

공적 건물  76.9  68.3  98.4

사적 대학-병원  73.3  67.2  96.4

사적 건물  81.3  76.2  102.6

 전체  76.5  68.4  99.2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 임  액수에 해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은 38.4%

에 불과한 반면,  들어보지 못한 노동자도 6.0%에 이르고, 들어본 은 있

으나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2.8%에 달하여 체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

데 38.8%가 법정 최 임 제에 한 지식정보를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지식정보의 결핍 속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권리의식을 가질 수 

없고, 결국 법정 최 임 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생산 장에서 보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 학-병원과 공공부문 학 노동자

들의 경우 법정최 임 에 한 지식정보 수 이 높은 반면, 공  교통기 과 

건물  사  건물의 경우 지식정보 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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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관유형별 노동자의 법정최저임금 지식 정도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법정
최저
임금
에 

대한 
지식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빈도  5  12  3  19  3  0  42

  %  3.1%
 

27.3%
 8.1%

 
14.4%

 1.3%  0.0%  6.0%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빈도  33  15  25  64  39  55  231

  % 20.8% 34.1% 67.6% 48.5%  16.5% 57.3%  32.8%

대략 어는 
수준인지 앎

 빈도  40  17  3  33  39  29  161

  % 25.2% 38.6%  8.1% 25.0%  16.5% 30.2%  22.8%

잘 알고 있다
 빈도  81  0  6  16  156  12  271

  % 50.9%  0.0% 16.2% 12.1%  65.8% 12.5%  38.4%

 전체

 빈도  159  44  37  132  237  96  705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100.0
%

100.0%

월 임 총액 수 은 재 사업장의 근무기간, 청소업무 종사기간, 연령 가운

데 어느 하나와도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한 월 

임 총액 수 과 상 계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개념

도 없고, 청소업무 종사기간에 한 배려도 없고, 근속년수와 숙련향상에 입각

한 승진이나 임 상승이  없기 때문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평균 연령 

55.5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연령, 근속년수, 숙련도가  반 되지 않은 

임 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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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월임금총액과 현사업장 근무기간, 청소업무 종사기간, 연령의 상관

관계

 월임금총액

현사업장
근무기간

피어슨 상관계수  -0.018

 Sig. (2-tailed)  0.637

 표본수  712

청소업무 종사기간

피어슨 상관계수  -0.053

 Sig. (2-tailed)  0.196

 표본수  599

연령

피어슨 상관계수  0.028

 Sig. (2-tailed)  0.466

 표본수  700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받는 수당  서비스의 종류는 평균 1.8가지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사  건물의 경우 수당 종류가 3.8가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공공 교통기 으로 2.2가지인 반면, 수당 종류가 가장 은 부분은 공공 학

과 공공 병원으로 각각 1.1가지와 1.3가지로 나타났다. 가장 보편 으로 포함되

는 수당은 연차근로수당으로 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48.6%가 수령하고 있

고, 그 다음으로는 연장근로수당 35.6%, 월차근로수당 27.9%와 휴일근로수당 

27.4%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수당이나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28.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학-병원, 공  건물, 

공  학 등은 소속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30% 수 이 단 한가지의 수당-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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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관유형별 지급 수당 및 서비스 종류

 기관유형  평균 빈도  표준편차

공적 대학  1.1  173  1.0

공적 병원  1.3  51  0.9

공적 교통기관  2.2  40  1.4

공적 건물  1.8  142  1.4

사적 대학-병원  1.5  247  1.5

사적 건물  3.8  106  3.0

 전체  1.8  75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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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관유형별 각종 수당 지급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연장근로수당  3.6%  57.8%  52.9%  78.9%  12.7%  77.8%  35.6%

 야간근로수당  0.7%  2.2%  5.9%  21.1%  4.8%  70.4%  14.9%

휴일근로수당  4.3%  46.7%  2.9%  43.1%  13.1%  86.4%  27.4%

 연차근로수당  55.0%  13.3%  76.5%  37.6%  43.2%  75.3%  48.6%

월차근로수당  42.1%  2.2%  23.5%  11.0%  29.3%  38.3%  27.9%

 생리휴가수당  0.7%  0.0%  17.6% 0.0%  25.8%  1.2%  10.5%

 직책직급수당  6.4% 0.0%  0.0%  2.8%  0.9%  61.7%  10.0%

 상병휴가  1.4%  0.0%  0.0%  24.8%  1.7%  9.9%  6.4%

 명절수당  0.7%  2.2%  0.0%  7.3%  7.4%  0.0%  4.2%

 여름휴가수당  1.4%  0.0%  0.0%  2.8%  0.4%  3.7%  1.4%

경조사수당  11.4%  22.2%  17.6%  0.0%  1.7%  75.0%  15.1%

 교통비지원  0.7%  0.0%  35.3%  1.8%  0.9%  0.0%  2.7%

 기타  7.9%  2.2%  29.4%  0.0%  24.0%  0.0%  12.1%

한가지도 받지 못함  30.1%  13.7%  15.0%  31.0%  32.0%  26.4%  28.5%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지원의 유형 가운데 가장 비 이 높은 것은 식비형태

의 지  방식으로 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41.1%에 달하는 반면, 어떤 방식

의 식사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43.2%에 이르고 있다. 식사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공공 학과 공공 건물의 경우 73~74% 수 으로 매우 

높은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상 으로 식사지원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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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관유형별 식사 지원 방식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식
사
지
원
방
식

지원 
없음

 빈도  120  18  1  96  58  13  306

  %  73.2%  40.0%  2.7%  73.8%  24.9%  13.1%  43.2%

현물
지원

 빈도  0  0  0  0  2  31  33

  %  0.0%  0.0%  0.0%  0.0% 0.9%  31.3%  4.7%

식권
 빈도  2  0  6  12  0  53  73

  %  1.2%  0.0%  16.2%  9.2%  0.0%  53.5%  10.3%

식비
지급

 빈도  38  27  30  22  172  2  291

  %  23.2%  60.0%  81.1%  16.9%  73.8%  2.0%  41.1%

기타
 빈도  4  0  0  0  1  0  5

  %  2.4%  0.0%  0.0%  0.0%  0.4%  0.0%  0.7%

 전체
 빈도  164  45  37  130  233  99  70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85.9%는 임 여명세서를 받고 있지만, 임 여

명세서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여명세

서를 받지 않을 경우 여의 구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최 임 제를 

반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근로기

법 수조차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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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관유형별 임금급여명세서 수령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임금급여명세서 받음  78.8%  91.3% 100.0%  97.1%  75.4% 100.0%  85.9%

임금급여명세서 안받음  21.2%  8.7%  0.0%  2.9%  24.6%  0.0%  14.1%

2.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종류는 평균 2.19가지이

며, 민간부문 건물 노동자들이 3.45가지로 가장 많은 반면 공공부문 병원 노동

자들이 1.37가지로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이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비해 휴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7> 기관유형별 자유사용가능 휴가 종류

 기관유형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휴가 종류

공적 대학  1.8

공적 병원  1.4

공적 교통기관  1.9

공적 건물  2.2

사적 대학-병원  2.2

사적 건물  3.5

 전체  2.2

다양한 법정-비법정 휴가들 가운데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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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휴가는 여름휴가 74.3%와 경조사휴가 64.3%로 나타났다. 반면 자

유롭게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휴가로는 생리휴가와 상병휴가로 나타나서, 산업

재해 사고 피해 악화와 직업병 발병과 병세 악화를 조장하는 배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자유로운 사용이 법 으로 보장된 법

정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리휴가 87.8%, 월차휴가 77.4%, 

연차휴가 65.3%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법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법정휴가 사용 제약 상황은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훨씬 심

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 기관유형별 자유사용가능 휴가 실시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월차휴가  18.4%  13.3%  31.4%  18.4%  24.3%  32.3%  22.6%

 연차휴가  24.7%  22.2%  14.3%  26.5%  38.9%  64.6%  34.7%

 생리휴가  3.2%  4.4%  28.6%  9.0%  4.6%  59.6%  12.2%

 경조사휴가  51.3%  46.7%  68.6%  53.7%  74.9%  80.8%  64.3%

 상병휴가  12.0%  22.2%  5.7%  36.0%  15.1%  41.4%  22.1%

 여름휴가  75.9%  35.6%  65.7%  89.7%  66.5%  89.9%  74.3%

 기타(동절기휴가 등)  8.9%  11.1%  2.9%  9.7%  9.4%  1.0%  3.2%

법정-비법정 휴가 사용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94.5%가 용역회사 리자의 

허락을 받는 반면, 원청 리자 허락을 받는 경우도 4.5%나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공공부문 교통기 의 경우 25.7%가 원청 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원청 리자의 개입으로 휴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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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기관유형별 휴가사용 허락 주체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휴
가
사
용
허
락
주
체

원청 
관리자

 빈도  13  1  9  0  6  4  33

  %  7.6%  2.0%  25.7%  0.0%  2.5%  4.0%  4.5%

용역회
사 

관리자

 빈도  155  48  26  141  228  95  693

  %  91.2%  98.0%  74.3% 100.0%  95.8%  95.0%  94.5%

기타
 빈도  2  0  0  0  4  1  7

  %  1.2%  0.0%  0.0%  0.0%  1.7%  1.0%  1.0%

 전체
 빈도  170  49  35  141  238  100  73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45.3%로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소용역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원 보충이 되지 않음으로써 출근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부담을 가 시키는 한편 동료들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박과 

치를 받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13.1%

나 되고, 원청회사 리자나 용역회사 리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휴가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체 청소용역노동자의 29.6%에게 법정-비법

정 휴가를 불허함으로써 휴가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법정 휴가의 경우 직 ․간 으로 근로기 법을 반하고 있는 것이다. 부문

간 차이를 보면, 공공부문 교통기 의 경우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진

술한 비율은 70.8%에 달하여 노동기본권 유린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 반면, 사  건물의 경우 82.1%가 수당으로 받기 해 휴가를 사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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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기관유형별 휴가 사용 않는 이유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휴
가
사
용
않
는
이
유

휴가 자체 
인정않음

 빈도  13  2  17  21  8  0  61

  %  9.7%  10.5%  70.8%  22.6%  6.2%  0.0%  13.1%

원청관리
자가 불허

 빈도  0  0  0  5  50  0  55

  % 0.0%  0.0%  0.0%  5.4%  38.8%  0.0%  11.8%

용역회사
가 불허

 빈도  12  2  0  5  3  0  22

  %  9.0%  10.5% 0.0%  5.4%  2.3%  0.0%  4.7%

동료가 
힘들어짐

 빈도  92  14  0  48  47  10  211

  %  68.7%  73.7% 0.0%  51.6%  36.4%  14.9%  45.3%

수당으로 
받기 위해

 빈도  3  0  0  9  17  55  84

  %  2.2%  0.0%  0.0%  9.7%  13.2%  82.1%  18.0%

기타
 빈도  14  1  7  5  4  2  33

  %  10.4%  5.3%  29.2%  5.4%  3.1%  3.0%  7.1%

 전체
 빈도  134  19  24  93  129  67  46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복지 시설

청소용역노동자들을 해 휴게, 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

추고 있는 경우는 58.0%에 불과하고, 별도의 시설은 없지만 근무하는 장소에 

간이시설을 만들어 휴게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이 34.2%이며, 

7.8%는 아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휴게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은 사  건물 79.6%, 사  학-병원 66.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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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 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휴게시

설 구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의 편의성에 해서는 하

다는 응답은 49.4%, 부 하다는 응답은 50.6%로서, 휴게시설 편의성에 한 

평가는 정  평가와 부정  평가로 반분되어 있다. 

<표 51> 기관유형별 휴게, 수면, 식사 시설 구비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휴게
수면
식사
시설

별도의 
시설이 
없다

 빈도  20  11  3  8  12  4  58

  %  11.7%  22.4%  7.7%  5.7%  4.9%  4.1%  7.8%

근무장소 
간이시설

 빈도  74  24  24  47  69  16  254

  %  43.3%  49.0%  61.5%  33.6%  28.2%  16.3%  34.2%

별도의 
시설이 
있다

 빈도  77  14  12  85  164  78  430

  %  45.0%  28.6%  30.8%  60.7%  66.9%  79.6%  58.0%

 전체
 빈도  171  49  39  140  245  98  74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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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기관유형별 휴게시설 편의성 정도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휴
게
시
설
편
의
성

매우 
부적절

 빈도  7  20  4  21  74  9  135

  %  4.1%  40.0%  10.0%  15.1%  30.3%  8.9%  18.1%

부적절
한 편

 빈도  73  11  21  41  71  25  242

  %  42.7%  22.0%  52.5%  29.5%  29.1%  24.8%  32.5%

적절한 
편

 빈도  78  14  15  68  97  57  329

  %  45.6%  28.0%  37.5%  48.9%  39.8%  56.4%  44.2%

매우 
적절

 빈도  13  5  0  9  2  10  39

  %  7.6%  10.0%  0.0%  6.5%  0.8%  9.9%  5.2%

 전체
 빈도  171  50  40  139  244  101  7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사회보험

법 으로 가입이 강제된 4  사회보험의 경우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가입한 

사회보험의 숫자는 평균 3.45가지인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7.0%, 건강보험 95.3%, 국

민연  92.5%로 상 으로 가입률이 높으면서도 가입률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업 가입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국민연 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에서 보험가입률 순서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  순서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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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률 68.2%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액부담함으로 인해 노동자의 여에서 공제되

지 않기 때문에 여명세서에 반 되지 않아서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에서 일

정 정도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주가 액부담함으로써 노동자가 가입여부를 체크할 수 없다는 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상을 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와 사업주의 고의 회피 상은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에서 부문간 산재보험 기피 비율의 상  비교는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에 있어 공공부문 병원 31.4%, 공공부문 교통기  

40.0%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두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 건수 평

균치가 낮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 반 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4  사회보험 가입건수도 낮아지게 되었다.

<표 53> 기관유형별 사회보험 종류

 기관유형 가입된 사회보험 종류

공적 대학  3.5

공적 병원  3.1

공적 교통기관  3.4

공적 건물  3.4

사적 대학-병원  3.6

사적 건물  3.4

 전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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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기관유형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국민연금  88.2%  96.1%  97.5%  91.3%  93.0%  96.0%  92.5%

건강보험  96.5%  88.2%  97.5%  93.5%  97.9%  92.1%  95.3%

산재보험  70.0%  31.4%  40.0%  65.2%  78.9%  73.3%  68.2%

고용보험  97.1%  92.2% 100.0%  99.3%  97.1%  95.0%  97.0%

법 으로 강제된 4  사회보험 가운데 가입하지 않은 보험이 있는 경우 가

입하지 않은 원인은 “잘 몰라서” 34.5%, “임 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23.6%로 노동자의 지식정보 결핍과 권리의식 결여의 결과로 나타났

다. 물론,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다하더라도 4  사회보험 가입 기피는 사

업주의 처벌사항이 된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계약 과정에서 요구하여 해당 보

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7.0%는 사업주의 고의 이고 악의 인 법행 로 

법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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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관유형별 사회보험 가입 않은 이유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보
험 
가
입
않
은 
이
유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빈도  10  1  2  4  9  2  28

  %  16.7%  12.5%  20.0%  11.1%  28.1%  10.5%  17.0%

임금공제 
부담때문

 빈도  14  1  0  11  6  7  39

  %  23.3%  12.5%  0.0%  30.6%  18.8%  36.8%  23.6%

개인 
사정으로

 빈도  2  0  0  0  3  0  5

  %  3.3%  0.0%  0.0%  0.0%  9.4%  0.0%  3.0%

잘 몰라서
 빈도  14  6  2  19  8  8  57

  %  23.3%  75.0%  20.0%  52.8%  25.0%  42.1%  34.5%

기타
 빈도  20  0  6  2  6  2  36

  %  33.3%  0.0%  60.0%  5.6%  18.8%  10.5%  21.8%

 전체
 빈도  60  8  10  36  32  19  16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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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불만

1. 청소용역노동자의 인권 침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부당한 경험들의 종류는 평균 0.93가지로

서 평균 으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한 가지 정도 부당한 처우 경험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처우 경험이 가장 많은 부문은 공공부문 학으로

서 1.36가지로서 타 부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불쾌감을 경험한 종류는 0.10으로 평균 10% 정도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심각한 부문은 공공부문 병원과 공공부문 교통기

으로 2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6>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양상

구 분

부당한 
처우경험 

종류

성적불쾌
함 주체 

종류

성적불쾌
감 경험 

종류

나이차별 
경험 주체 

종류

부당한처
우 대처 
종류1)

공적 대학  1.4  0.1  0.1  0.3  1.1

공적 병원  0.9  0.2  0.2  0.1  0.3

공적 교통기관  0.7  0.2  0.2  0.2  0.2

공적 건물  0.6  0.0  0.0  0.2  0.2

사적 대학-병원  1.0  0.1  0.1  0.2  0.8

사적 건물  0.8  0.1  0.1  0.1  0.8

 전체  0.9  0.1  0.1  0.2  0.7

1) 부당한 경험을 당할 경우 대처방식들 “개인적으로 회사에 항의한다” “동료들과 집단으로 회

사에 항의한다” “민간 상담기관에 상담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에 알린다” “노동부 등 관할행

정기관에 신고한다” 가운데 몇 가지를 표기했는가하는 숫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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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부당한 경험들 가운데 가장 빈번히 발생

하는 유형은 정해진 청소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로서 46.5%의 청소용역노동자들

이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 할당은 

16.3%로 나타나고 있어, 합하면 62.8%가 업무 련된 사항들이 부당한 처우의 

다수를 하고 있다. 건물 혹은 시설 이용자의 명시나 조롱으로 22.1%로 

나타났으며, 상사-동료에 의한 폭언  폭행도 17.9%로 나타나고 있어 인권유

린 양상도 심각한 수 에 이르 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수행업무 련된 부당한 업무지시는 공  학, 공  병원, 

사  학-병원이 높게 나나나고 있고, 폭언-폭행은 공  학에서 가장 높은 

반면, 시설이용자의 멸시나 조롱은 사 건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기관유형별 부당한 처우 경험 양상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정해진 청소업무회 
업무지시

 58.0%  35.3%  15.6%  37.6%  61.9%  9.2%  46.5%

동료보다 많은 
업무량할당

 31.3%  32.4%  18.8%  7.5%  11.2%  3.9%  16.3%

부당한 징계  12.1%  8.8%  0.0%  1.1%  6.6%  1.3%  6.2%

폭언 폭행  25.5%  17.6%  15.6%  21.5%  10.3%  21.1%  17.9%

시설 이용자의 멸시 
조롱

 21.5%  29.4% 0 .0%  10.8%  13.6%  67.1%  22.1%

기타  8.7%  8.8%  37.5%  6.5%  7.5%  2.6%  8.7%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성  농담, 신체  등 성 으로 불쾌한 경험

을 겪은 경우도 7.0%에 달하고 있고, 이보다 많은 16.6%가 나이로 인한 차별

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불쾌감과 나이차별 경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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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  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훨씬 더 많은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8>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경험 여부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성적불쾌감 경험  11.7%  11.4%  5.7%  1.7%  7.5%  3.8%  7.0%

나이차별 경험  30.4%  17.9%  6.5%  15.8%  13.1%  5.2%  16.6%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겪는 성  불쾌감의 경험은 성 인 농담과 외모-신체에 

한 평가가 각각 40.6%와 30.9%로 여타 유형들에 비해 압도 으로 높게 나타

났다. 성  농담과 외모-신체평가와 같은 성희롱은 공  학, 사  학-병원, 

공  병원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기 별로 보면 학과 병원이 타 기 들에 

비해 높고, 사  부문에 비해 공  부문에서 성희롱실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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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기관별 성적불쾌 경험 유형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성적 농담  75.0%  44.4%  0.0%  25.0%  36.0%  28.6%  40.6%

외모 신체 평가  31.3%  33.3%  12.5%  0.0%  50.0%  0.0%  30.9%

신체접촉  0.0%  22.2%  0.0%  0.0%  0.0%  28.6%  5.9%

만남 강요  0.0%  0.0% 0.0%  25.0%  4.2%  0.0%  2.9%

기타  12.5%  22.2%  87.5%  25.0%  25.0%  71.4%  33.8%

청소용역노동자들에 한 성희롱과 나이차별은 주로 장 리자, 용역회사 

리자, 동료직원들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가운데 장 리자가 가장 주요한 

가해주체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로 인한 차별의 경우 장 리자의 폐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체 응답자의 46.5%가 경험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핵심주체로 나타났다. 원청업체 리자도 성희롱의 경우 9.5%, 나

이차별의 경우 17.8%로 상 으로 용역회사 리자나 장 리자에 비해 청

소용역노동자들과의  건수가 은 것에 비하면 인권침해 가해비율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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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기관유형별 인권침해행위 주체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원청관리자  6.7%  0.0%  0.0%  0.0%  14.8%  15.4%  9.5%

 용역회사 관리자  40.0%  40.0%  0.0%  0.0%  23.1%  0.0%  22.2%

현장관리자  26.7%  0.0%  0.0%  50.0%  30.8%  53.8%  27.8%

 동료직원  33.3%  30.0%  0.0%  0.0%  26.9%  7.7%  22.2%

건물이용자  6.7%  0.0%  0.0%  0.0%  3.8%  0.0%  2.8%

기타  6.7%  30.0% 100.0%  50.0%  30.8%  23.1%  30.6%

<표 61> 기관유형별 나이차별 가해 주체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원청관리자  21.4%  0.0%  0.0%  4.5%  24.3%  28.6%  17.8%

용역회사 관리자  38.1%  66.7%  0.0%  13.6%  27.0%  0.0%  25.6%

 현장관리자  47.6%  0.0%  0.0%  63.6%  59.5%  28.6%  46.5%

동료직원  16.7%  16.7%  12.5%  9.1%  24.3%  14.3%  17.1%

건물이용자  7.1%  16.7%  0.0%  0.0%  0.0%  0.0%  3.1%

기타  11.9%  16.7%  87.5%  9.1%  16.2%  28.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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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을 때 47.1%는 극 으로 처하

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극  처 

방식 가운데는 노동자 표조직에 알리는 경우가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개인 으로 항의하거나 동료들과 집단 으로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노동부 등 할 행정기 에 신고하는 경우는 7.5%에 불과하여 노동부를 

심으로 한 정부에 한 강한 불신을 반 하고 있다. 

부당한 처우에 한 소극  처 방식은 공  병원, 공  건물, 공  교통기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체 으로 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

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소극  응방식은 노동부에 한 강한 불신과 높은 상 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2> 기관유형별 부당한 처우 대처 방식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참고 지낸다  37.4%  71.4%  73.5%  67.7%  29.4%  12.9%  40.5%

회사 그만 둔다  3.9%  23.8%  0.0%  9.7%  7.2%  1.2%  6.6%

 개인적으로 회사 항의  15.5%  16.7%  0.0%  12.9%  6.7%  60.0%  17.7%

동료들과 집단 회사항의  26.5%  2.4%  8.8%  0.0%  14.5%  1.2%  12.3%

민간상담기관 상담  9.0%  2.4%  2.9%  0.0%  2.6%  3.5%  4.0%

 노동자 대표조직에 
알림

 54.2%  0.0%  8.8%  21.5%  68.0%  34.1%  44.4%

노동부 등 관할행정기관 
신고

 14.8%  9.5%  2.9%  0.0%  6.7%  4.7%  7.5%

 기타  2.6%  2.4%  2.9%  4.3%  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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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불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  등 노동조건 만족도와 용역업체에 한 만족도를 

가장 높은 불만의 경우 +1, 보통 수 을 +3, 가장 높은 만족의 경우 +5로 5  

척도를 만들어 평균값을 보면 각각 2.51과 2.57로 체로 립  응답과 약간

의 불만족 사이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건 만족도를 보면, 민간부문 건물, 공공부문 건물, 공공부문 

학 순서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민간부문 학-병원, 공  부문 병원, 공공부문 

교통 순서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용역업체 만족도를 보

면 민간부문 건물, 공공부문 건물 순서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  부문 학

-병원이 가장 불만족 수 이 높고 그 다음으로 공공부문 병원과 공공부문 

학으로 나타났다. 

   

공 -민간부문 모두, 노동조건과 용역업체 만족도에 있어, 건물 청소노동자

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과 병원 청소노동자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학-병원 청소노동자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 으로 낮은 

임 , 높은 산업재해  직업병 험 노출률 등으로 변되는 열악한 노동조건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 들 사이의 만족도 편차는 

상 으로 으나, 민간부문의 경우 건물과 학-병원 사이 만족도는 상

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 청소원들이 노동조건과 용역

업체에 해 상 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비해 불만족도 수 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기 수 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 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공  부문의 경우 사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낮은 기 수 에 더하여 사용

업체가 정부기구라는  때문에 압감과 불신감에 기 한 자포자기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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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실  수용(pragmatic acceptance)" 상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표 63>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용역업체 만족도

 기관유형  노동조건 만족도 용역업체 만족도

공적 대학  2.57  2.41

공적 병원  2.45  2.46

공적 교통기관  2.53  2.73

공적 건물  2.67  2.89

   민간부문 평균  2.59  2.62

사적 대학-병원  2.23  2.33

사적 건물  2.87  2.95

   공공부문 평균  2.42  2.51

 전체 평균  2.51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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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기관유형별 임금 등 노동조건 만족도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임금등 
노동
조건 

만족도

매우 
불만족

 빈도  15  3  6  21  64  4  113

 %  9.0%  6.4%  15.0%  15.3%  26.0%  4.0%  15.3%

불만족

 빈도  60  23  10  28  68  11  200

 %  36.1%  48.9%  25.0%  20.4%  27.6%  10.9%  27.1%

보통

 빈도  72  18  21  67  107  80  365

 %  43.4%  38.3%  52.5%  48.9%  43.5%  79.2%  49.5%

만족

 빈도  19  3  3  17  7  6  55

 %  11.4%  6.4%  7.5%  12.4%  2.8%  5.9%  7.5%

매우 
만족

 빈도  0  0  0  4  0  0  4

 %  0.0%  0.0%  0.0%  2.9%  0.0%  0.0%  0.5%

 전체

 빈도  166  47  40  137  246  101  73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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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기관유형별 용역업체 만족도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용역
업체 

만족도

매우 
불만족

 빈도  46  7  0  15  59  1  128

 %  27.4%  15.2%  0.0%  10.7%  24.6%  1.0%  17.4%

불만족
 빈도  37  19  12  27  60  10  165

 %  22.0%  41.3%  30.0%  19.3%  25.0%  9.8%  22.4%

보통
 빈도  63  12  27  62  105  84  353

 %  37.5%  26.1%  67.5%  44.3%  43.8%  82.4%  48.0%

만족
 빈도  14  8  1  31  16  7  77

 %  8.3%  17.4%  2.5%  22.1%  6.7%  6.9%  10.5%

매우 
만족

 빈도  8  0  0  5  0  0  13

 %  4.8%  0.0%  0.0%  3.6%  0.0%  0.0%  1.8%

 전체
 빈도  168  46  40  140  240  102  7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은 낮은 임 수 으로 나

타났다. 체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72.0%라는  다수가 낮은 임 을 

가장 힘든  제1순 로 꼽았다. 낮은 임 수 에 한 불만은 특히 공공부문 

건물, 민간부문 학-병원, 공공부문 학, 공공부문 병원에서 높은 불만 수

을 보 다. 

   

낮은 임 수 에 뒤이어 정년문제와 고용불안이 7.5%와 6.8%로 나타나 고용

문제에 한 높은 불만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로 큰 불만을 묻는 질문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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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안, 낮은 사회  평가 순으로 불만사항을 지 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이 사회 으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고용문제에 한 불만이 14.3%로 낮은 임 수  72.0%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난 것은 임 으로 인한 생활고가 그만큼 실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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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기 유형별 일하면서 가장 힘든 : 1순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일하
면서
가장
힘든
점

(1순
위)

낮은 임금
 빈도  133  34  19  110  193  28  517

  %  77.3%  70.8%  51.4%  82.1%  80.4%  32.2%  72.0%

긴 
근로시간

 빈도  0  1  0  1  0  1  3

  %  0.0%  2.1%  0.0% 0.7%  0.0%  1.1%  .4%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빈도  1  0  0  5  1  0  7

  %  0.6% 0.0% 0.0%  3.7% 0.4% 0.0%  1.0%

정년문제
 빈도  5  0  1  4  8  36  54

  %  2.9% 0.0%  2.7%  3.0%  3.3%  41.4%  7.5%

고용불안
 빈도  24  0  5  0  3  17  49

  %  14.0%  0.0%  13.5%  0.0%  1.3%  19.5%  6.8%

작업도구 
부족

 빈도  0  0  0  1  9  0  10

  % 0.0%  0.0%  0.0%  0.7%  3.8%  0.0%  1.4%

인력 부족
 빈도  8  2  4  1  2  1  18

  %  4.7%  4.2%  10.8%  0.7%  0.8%  1.1%  2.5%

낮은 
사회적 
평가

 빈도  0  9  1  2  7  4  23

  %  0.0%  18.8%  2.7%  1.5%  2.9%  4.6%  3.2%

먼지 등 
나쁜작업

환경

 빈도  0  0  3  2  9  0  14

  %  0.0% 0.0%  8.1%  1.5%  3.8%  0.0%  1.9%

노동 
강도가 
세서

 빈도  1  2  4  7  8  0  22

  %  0.6%  4.2%  10.8%  5.2%  3.3%  0.0%  3.1%

기타
 빈도  0  0  0  1  0  0  1

  %  0.0%  0.0%  0.0%  0.7%  0.0%  0.0%  0.1%

 전체
 빈도  172  48  37  134  240  87  71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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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기관유형별 일하면서 가장 힘든점: 2순위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일하
면서
가장
힘든
점

(2순
위)

낮은 임금
 빈도  24  6  2  8  4  2  46

  %  14.5%  15.0%  5.4%  7.1%  1.8%  2.5%  6.9%

긴 
근로시간

 빈도  7  8  6  8  7  3  39

  %  4.2%  20.0%  16.2%  7.1%  3.1%  3.7%  5.9%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빈도  17  2  3  10  15  5  52

  %  10.3%  5.0%  8.1%  8.8%  6.6%  6.2%  7.9%

정년문제
 빈도  13  1  4  13  15  18  64

  %  7.9%  2.5%  10.8%  11.5%  6.6%  22.2%  9.7%

고용불안
 빈도  43  6  2  28  84  30  193

  %  26.1%  15.0%  5.4%  24.8%  37.2%  37.0%  29.2%

작업도구 
부족

 빈도  1  0  0  8  3  1  13

  %  0.6%  0.0%  0.0%  7.1%  1.3%  1.2%  2.0%

인력 부족
 빈도  10  6  5  7  22  3  53

  %  6.1%  15.0%  13.5%  6.2%  9.7%  3.7%  8.0%

낮은 
사회적 
평가

 빈도  43  4  2  22  23  17  111

  %  26.1%  10.0%  5.4%  19.5%  10.2%  21.0%  16.8%

먼지 등 
나쁜작업

환경

 빈도  6  0  9  2  22  1  40

  %  3.6%  0.0%  24.3%  1.8%  9.7%  1.2%  6.0%

노동 
강도가 
세서

 빈도  1  7  3  6  29  1  47

  %  0.6%  17.5%  8.1%  5.3%  12.8%  1.2%  7.1%

기타
 빈도  0  0  1  1  2  0  4

  %  0.0%  0.0%  2.7%  0.9%  0.9%  0.0%  0.6%

 전체
 빈도  165  40  37  113  226  81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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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과 불만 처리

노동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해서는 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81.3%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 고, 조  필요하다는 의견은 15.3%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6.6%에 달하는 거의 모든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는 것이다. 

<표 68> 기 유형별 노동조합 필요성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노
조
필
요
성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빈도  0  0  1  5  0  2  8

  %  0.0%  0.0%  2.6%  3.7%  0.0%  2.0%  1.1%

별로 
필요하
지 않다

 빈도  2  0  2  10  0  3  17

  %  1.2%  0.0%  5.1%  7.4%  0.0%  3.1%  2.3%

조금 
필요하

다

 빈도  20  6  11  31  10  34  112

  %  11.9%  12.8%  28.2%  23.0%  4.1%  34.7%  15.3%

매우 
필요하

다

 빈도  146  41  25  89  236  59  596

  %  86.9%  87.2%  64.1%  65.9%  95.9%  60.2%  81.3%

 전체

 빈도  168  47  39  135  246  98  73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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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에 종사하는 비정

규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한 불만

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례는 30.4%에 불과하다. 반면,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43.8%에 달하고 있고, 회사측이 

극 으로 반 해서 가입할 수 없었다고 지 하는 노동자는 5.0%로 나타났

다. 이처럼 회사측의 반노동조합  행태로 인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경

우가 체 미조직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반에 가까운 48.8%에 달하고 있어 부

당노동행 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노동조합  부당노동행

 양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공공부문 학으로서 73.5%에 달하고 있고, 뒤이

어 공공부문 교통기  63.7%로 나타났다. 반노동조합  부당노동행 는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한 수 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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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기 유형별 노조가입 않은 이유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노조
가입
않은 
이유

가입 
자격 
없음

 빈도  3  2  1  3  1  1  11

  %  4.4%  28.6%  9.1%  11.1%  2.6%  2.0%  5.5%

회사측 
적극적반

대

 빈도  0  0  5  1  1  3  10

  %  0.0%  0.0%  45.5%  3.7%  2.6%  6.1%  5.0%

회사측 
불이익 
우려

 빈도  50  2  2  14  17  3  88

  %  73.5%  28.6%  18.2%  51.9%  43.6%  6.1%  43.8%

주위의 
만류로

 빈도  2  0  0  2  5  0  9

  %  2.9%  0.0%  0.0%  7.4%  12.8%  0.0%  4.5%

노동조합
활동 
불만

 빈도  1  2  0  3  0  0  6

  %  1.5%  28.6%  0.0%  11.1%  0.0%  0.0%  3.0%

필요성 
못 느낌

 빈도  2  1  0  3  11  38  55

  %  2.9%  14.3%  0.0%  11.1%  28.2%  77.6%  27.4%

기타
 빈도  10  0  3  1  4  4  22

  %  14.7%  0.0%  27.3%  3.7%  10.3%  8.2%  10.9%

 전체
 빈도  68  7  11  27  39  49  20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근무  고충사항이 있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자들의 57.8%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표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

다. 반면,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는 응답자는 12.0%에 

불과하여 정부, 특히 노동부에 한 강력한 불신을 표 하고 있다. 이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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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노동 련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변하며 비정규직 노동기

본권 보호에 인 입장을 보인 , 특히 직 노동부 장 의 비정규직 국

가인권 원회 비하발언을 반복한 , KTX 노동자 문제 등에서 노동부가 일

되게 반노동자  입장을 보인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70> 기 유형별 도움 자원

구  분

 기관유형

 전체
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
병원

사적 
건물

고충
사항,
불이
익시
도움 
원하
는 

상대

원청 
관리자

 빈도  7  3  1  10  6  2  29

  %  4.3%  6.4%  2.6%  8.5%  2.5%  2.0%  4.1%

용역 
관리자

 빈도  12  18  16  38  11  60  155

  %  7.4%  38.3%  41.0%  32.2%  4.5%  60.0%  21.9%

직장동료
 빈도  8  1  2  12  2  0  25

  %  4.9%  2.1%  5.1%  10.2%  0.8%  0.0%  3.5%

노동자 
대표조직

 빈도  111  11  19  29  204  36  410

  %  68.1%  23.4%  48.7%  24.6%  84.3%  36.0%  57.8%

지방 
노동사무

소

 빈도  25  14  1  27  16  2  85

  %  15.3%  29.8%  2.6%  22.9%  6.6%  2.0%  12.0%

기타
 빈도  0  0  0  2  3  0  5

  %  0.0%  0.0%  0.0%  1.7%  1.2%  0.0%  0.7%

 전체
 빈도  163  47  39  118  242  100  7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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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정과 삶의 어려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재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이유로 여유시간 활

용과 자아발견  성취도를 꼽은 경우는 합하여 3.6%에 불과하다. 반면 취업

동기로 생계비 마련과 노후 책 마련을 지 한 사례는 각각 82.2%와 12.8%로

서 물질  동기가 95.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도구  태도를 반

하는 한편  직장이 물질  곤궁으로 인한 비자발  선택임을 의미한다. 이러

한 물질  동기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를 통한 물질  보상 수 은 객 으

로나 주 으로나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취업 동기

구 분  빈도 %

생계비마련 611 82.2

노후대책마련 95 12.8

여유시간활용 21 2.8

자아발견 및 성취도 6 0.8

기타 10 1.3

전체 743 100.0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54.4만원에 불과한 반면, 월평균 

지출은 131.7만원에 달하고 있어 월평균 축가능 규모는 22.7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 가구원 가운데 돈벌이하는 가족 숫자

는 평균 2명으로서 청소용역노동자 본인과 다른 1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54.4만원으로 1인당 평균 77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청소용역노동자의 월평균 임 총액이 76.5만원임을 고려하면 다

른 취업 가족구성원의 월평균 수입은 77.9만원으로 청소용역노동자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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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족 숫자는 평균 3.3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

면 최 생계비가 2004년 3인 가구 기  288.3만원, 4인가구 기  393.5만원이라

는 에 비추어보면  3.3인 가구의 월 최 생계비는 322.6만원으로 산출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4.4만원은 3.3인 가족 기  최 생계비 322.6만원의 48%

에 불과하며, 최 생계비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 으로서, 우리사회 최 층

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농 산업 1인이 버는 

평균임 의 2/3수 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입으로 3.3인의 가족이 한다는 

사실은 청소용역노동자 가족들이 어느 정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표 72> 기관유형별 청소용역노동자의 삶 (단위: 명, 만원)

 기관유형
본인포함 

동거가족숫자 
동거가족 중 
수입원 숫자

본인포함 가구 
월평균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공적 대학  3.3 2.0  153.4  129.9

공적 병원  3.1  2.1  170.0  133.5

공적 교통기관  3.5  2.4  178.0  129.6

공적 건물  3.2  2.0  156.8  128.6

사적 대학-병원  3.4  2.1  155.4  139.3

사적 건물  3.3  1.9  119.5  108.2

 전체  3.3  2.0  154.4  131.7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 으로 다수인 60.8%가 생

계유지 어려움을 꼽고 있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  수 과 최 층의 가구

소득 수 의 생활을 하는 노동자로서 생계유지 어려움을 최고의 어려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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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생계유지 어려움 다음으로, 청소용역노동자

들은 자녀문제와 일자리 불안문제를 지 하고 있으며, 각각 10% 수 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73> 기관유형별 청소용역노동자의 삶의 어려움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귀
댁
의 
가
장 
어
려
운
점

생계유지 
어려움

 빈도  83  25  24  77  124  59  392

  %  54.6%  56.8%  77.4%  65.8%  57.4%  69.4%  60.8%

자녀문제
 빈도  25  3  1  13  22  4  68

  %  16.4%  6.8%  3.2%  11.1%  10.2%  4.7%  10.5%

가사노동 
분담 
문제

 빈도  3  3  1  4  13  3  27

  %  2.0%  6.8%  3.2%  3.4%  6.0%  3.5%  4.2%

부모 
부양 
문제

 빈도  8  1  0  2  1  0  12

  %  5.3%  2.3%  0.0%  1.7%  0.5%  0.0%  1.9%

주거 
불안 
문제

 빈도  8  3  0  6  6  5  28

  %  5.3%  6.8%  0.0%  5.1%  2.8%  5.9%  4.3%

일자리 
불안 
문제

 빈도  13  5  0  7  31  11  67

  %  8.6%  11.4%  0.0%  6.0%  14.4%  12.9%  10.4%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빈도  10  3  3  7  19  2  44

  %  6.6%  6.8%  9.7%  6.0%  8.8%  2.4%  6.8%

가족간 
대화 

부족문제

 빈도  1  1  1  0  0  1  4

  %  0.7%  2.3%  3.2%  0.0%  0.0%  1.2%  0.6%

기타
 빈도  1  0  1  1  0  0  3

  %  0.7%  0.0%  3.2%  0.9%  0.0%  0.0%  0.5%

 전체
 빈도  152  44  31  117  216  85  6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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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어려움 이외의 모든 문제 들을 합해도 39.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질  곤궁의 박함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청소용역노동자 가족의 

경제  어려움의 핵심 원인으로는 각종 공과  29.3%, 자녀 양육  교육비 

28.7%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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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기관유형별 청소용역노동자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 원인

구  분

 기관유형

 전체공적 
대학

공적 
병원

공적 
교통기

관

공적 
건물

사적 
대학-병

원

사적 
건물

경
제
적
어
려
움 
원
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빈도  48  8  9  26  64  29  184

  %  30.8%  21.6%  30.0%  21.8%  29.4%  35.8%  28.7%

사교육비
 빈도  6  0  0  1  5  3  15

  %  3.8%  0.0%  0.0%  0.8%  2.3%  3.7%  2.3%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빈도  3  1  0  4  3  0  11

  %  1.9%  2.7%  0.0%  3.4%  1.4%  0.0%  1.7%

부채문제
 빈도  8  1  2  10  11  9  41

  %  5.1%  2.7%  6.7%  8.4%  5.0%  11.1%  6.4%

각종 
공과금

 빈도  38  14  12  33  81  10  188

  %  24.4%  37.8%  40.0%  27.7%  37.2%  12.3%  29.3%

의료비
 빈도  15  1  2  9  3  2  32

  %  9.6%  2.7%  6.7%  7.6%  1.4%  2.5%  5.0%

주거비
 빈도  21  7  2  23  31  22  106

  %  13.5%  18.9%  6.7%  19.3%  14.2%  27.2%  16.5%

경조사비
 빈도  3  0  0  2  4  0  9

  %  1.9%  0.0%  0.0%  1.7%  1.8%  0.0%  1.4%

자동차유
지비 등 
교통비

 빈도  5  2  0  2  0  1  10

  %  3.2%  5.4%  0.0%  1.7%  0.0%  1.2%  1.6%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빈도  3  1  0  1  1  1  7

  %  1.9%  2.7%  0.0%  0.8%  0.5%  1.2%  1.1%

식료품비
 빈도  5  0  2  5  8  3  23

  %  3.2%  0.0%  6.7%  4.2%  3.7%  3.7%  3.6%

기타
 빈도  1  2  1  3  7  1  15

  %  0.6%  5.4%  3.3%  2.5%  3.2%  1.2%  2.3%

 전체
 빈도  156  37  30  119  218  81  64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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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토론 및 맺음말

이상의 설문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 과 건

강문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월평균 임 총액은 76.5만원으로서 산업 평균임  240

만원의 1/3 수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최 임  미만 수 의 임

을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평균 

55.5세의 고령으로서 가계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은 연

령  혹은 생활 의 성격도 결여하고, 숙련도를 반 하지도 않고, 근속년수에 

따른 임 인상이나 승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임

 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26.0%는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하거나 청소업무로 인한 직업병을 앓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

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발병률이 높은 것은 해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정

기 검진률이 낮고, 병의원 이용을 제 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 생리휴

가나 비법정 상병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배경  요인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2.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근무 기 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

으며, 학과 병원이 타 기 들에 비해 열악하며,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병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내에서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근무처

로 드러났다. 학과 병원은 타 기 들에 비해 임 수 이 낮고, 산업재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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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직업별 발병의 비율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 학과 병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부당한 처우가 빈

발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나이차별도 더 심하여 인권유린 정도가 타 기 들

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임 수 도 민간부문에 비해 더 낮고, 휴게시설 등 복지시설 구

비 정도도 떨어지고,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험에 노출된 정도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더 심각하고,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액을 자비부담으로 

처리토록 하는 비율이 공공부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공  부문은 정기건강 검진 실시 비율도 민간부문에 비해 더 낮고, 산재보험 

가입율도 더 낮아 노동자들의 건강상 문제 의 조기 진단  치료를 더욱 어

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나이차별 등 인권유린 행 도 민간부

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더 빈발하고 있으며, 노조가입을 지하기 한 부당

노동행 도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하고, 원청업체 리자 개입으로 법정-비법정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공공부문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 공공부문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나쁜 노동조건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악덕 사업주”의 오명을 벗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

다.

3.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물질  곤궁으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한 물질  보상 수 은 매우 열악하여 임  수 과 그로 인한 생활고는 

청소용역노동자들 불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재의 일자리에 이르게 된 경로는 생활고로 인한 노동

시장 진입 혹은 노동시장 내 하향이동으로서, 청소용역노동이 자기실 을 한 

자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취업 안이 고갈된 상황에서 비자발 으로 강제

된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취업동기가 물질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청

소용역 노동으로 받는 임 은 임  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 내 다른 

취업자도 청소용역직과 동소이한 임  직종으로서 가구당 소득은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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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만원에 불과하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 은 3.3인 가족 기  최 생계비

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산업 평균임 과 비교해도 

2/3 수 에도 못 미친다.

   

임 과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으로 인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다수인 60.8%가 “생계유지 어려움”

을 지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심각한 고용불안정의 문제 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 인 임 수 은 다른 모든 불만을 사치스런 욕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임 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한 기 수 이 별로 높지 않아, 기 와 희망까지 포기한 체념상태의 삶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다수가 임 과 생계유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만, 임 수 과 용역업체에 한 불만수 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불만 수 은 고임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높은 수 의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것은 기

수 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정 임 수 은 

99.2만원으로서 재의 평균임 보다 겨우 22.7만원이 높은데 불과하고 비농

산업 평균임 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 이다. 퇴직연령도 재의 63.2세에 

비해 겨우 3.3세 높은 66.5세에 불과하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기 와 요구는 아주 낮은 수 의 개선에 불과하다. 이는 

기 와 희망이 실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의 개선을 포기한 체념상태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다.

5. 청소용역노동은 도 용역계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원청업체 리자의 

실질  개입 상은 불법 견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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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들에 한 작업지시와 인사 리 등은 주로 용역업체 리자

들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 리자들이 채용심사, 인사결정, 노동

가의 직  지 , 휴가사용 허가 등 여러 부문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작업지시 부문에서 원청업체 리자들의 개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 리자들이 주로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는 체의 

26.2%이지만, 그 두 배에 달하는 52.3%가 원청업체 리자들의 직  작업지

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리자뿐

만 아니라 원청업체 리자의 지휘감독까지 받고 있어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심리  스트 스도 배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심지어는 원청업체 리

자들이 성희롱과 나이차별까지 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용역노동자들에 

한 인권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도 낳게 되었다.

   

원청업체, 즉 사용업체 리자들이 지휘감독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비율은 

26.2%에 불과하지만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 두배에 달하고 있

다는 사실은 청소용역 노동이 도 용역계약의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 으

로는 불법 견 형태의 간 고용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6.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존 되지 않고, 노동 계법 반 상

이 확산․고착되어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용업체 리자에 의한 직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 개입은 청

소용역노동이 도 용역이 아니라 실질  불법 견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에

서 확인한 바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평균 15.2개월의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있고, 평균 3.7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청소업무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직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재 사업장의 평균 근속기간이 56.4개월이고, 불법 견 성격이 

높다는 을 고려하면 견법상 견기간 상한 2년을 부분 과하고 있기 

때문에 도 용역으로 장된 견노동일 뿐만 아니라 견법조차 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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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범법행 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최 임 에 산입되지 않는 각종수당을 제외하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월평균 

임 은 68.4만원으로서, 주당 평균노동시간 40.9시간 기 의 법정최 임  65만 

1240원을 조  상회하는 수 이다. 시간당 임 을 법정최 임  미만으로 받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36.9%로서 법정최 임 제를 반 상이 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방이 보 할 것이 법 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소용역노동자 본인도 보유하는 경우는 

36.7%에 불과하다.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측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로서, 법 사업장보다 

법 사업장이 청소용역업 부문에서 더 보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명세서를 지 하지 않는 사업장도 1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법 사업장들의 경우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 임 제 수여부 조

차 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 근무의 경우 매번 근무하는 경우가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국경일-

명  근무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매번 근무한다는 청소용

역노동자은 체의 31.6%에 달하고 있다. 토요일 등 휴일근무를 매번하고 있

다는 것은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법 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법정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휴가에 해당되는 연차휴가, 월차

휴가, 생리휴가의 경우 각각 34.7%, 22.6%, 12.2%만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휴가 조차 원칙 으로 불허하거나 원청업체 혹은 용역업체 

리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29.5%에 달하고 있어 극

-고의  범법행 가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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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이 법 으로 강제되는 4  사회보험을 가입하

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 본인의 선택으로 가

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기업주의 요구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17.0%에 달하고 있어 사업주의 악의 이고 고의 인 범법행 가 자행

되고 있는 경우도 지 않음을 확인시켜 다.

  

노동조합 가입을 지하려는 부당노동행 뿐만 아니라 성 불쾌감을 유발하

는 행 나 나이로 인한 차별 등 인권유린행 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노동부를 심으로 한 정부에 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불신의 정도는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노동부 등 할행정기 에 신고한다는 

청소용역노동자는 7.5%에 불과하여, 44.4%가 노동자 표조직에 알린다는 것

과 비교하면 노동부 등 정부기 에 한 높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고충사항이나 불이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동부의 도

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은 12.0%에 불과하여, 57.8%가 노동조

합 등 노동자 표조직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노동부에 

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강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제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서 민간부문

에 비해 열악한 “악덕 사업주”라는 사실에 더하여 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를 포함한 노동자 일반의 이해 계에 반하는 일련의 행태들로 인해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기 들에 한 불신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8.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한 지식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권리의

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극 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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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발생시 “몰라서”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청

소용역노동자들이 23.3%에 달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4 보험 비가입 노동자

들의 34.5%가 비가입 이유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으며, 법정최 임 제에 

해 잘 모르는 경우가 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에 한 지식정보의 부족은 권리의식이 발달하기 어렵게 

한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참고지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47.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 -회피  응방식은 사용업체

나 용역업체에 항하여 이기기 어렵다는 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부와 

법원에 한 불신으로 노동자 권익이 보호되기 어렵고, 특히 사용업체가 공공

부문인 경우 노동자들의 무력감과 체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처럼 소극 -회

피  응방식으로 인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

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노동기본권에 한 지식정보를 획득함으

로써 권리의식을 배양하고 그 결과 법-탈법행 들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신장하기 한 극 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선순환(virtuous circle)”로 들어서기 한 노동기본권 교육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9. 끝으로 본 조사분석 역시 일반 으로 설문조사방법이 부여하는 제약을 벗

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조사연구에 사용된 표본들은 정 한 통계  방법을 통해 추출한 것들이 

아니므로 일정한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노조 조직률은 74.8%인데 이는 청소원, 경

비원, 환경미화원 등 청소 련직의 평균 노동조합 조직률 4.4%(OES 2004년 기

)와 비교하 을 때 매우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OES 조사의 청소 련직

이 본 설문조사의 상보다 훨씬 범 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정

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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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그 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이 

더 낫다는 을 제로 하면 노조 조직률에서 편의가 존재하는 본 연구의 조

사 결과는 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직 노동자 조사의 경우

는 그 지 않다. 청소직 노동자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와 달리 노조 유무에 따

라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노조 편의가 존재하지 않는 5장의 자료 조사 

결과와 본 장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월평균 임

의 경우 본 장의 설문조사는 77.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5장의 자료조사 결과

는 76.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은 각각 41.6시간과 40.9시간으로 나타나 

이 역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에 노조 조직률 편의가 

존재하지만 조사결과의 신뢰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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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관한 

심층 분석

Ⅰ. 들어가며

군가는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상시  업무인 청소노동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정규직 형의 거 한 용역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빠르게 변

모해가는 덕분에 기존에 이 노동을 정규직이 해왔다는 사실 조차도 망각할 지

경에 이르 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그  

제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단도 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이다.

그 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은 은,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청소노동자들은 

‘어렵고, 힘든 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일 것이다. 굳이 그들의 

고용조건을 면 히 조사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노동지 와 

사회  지 가 낮다는 평가에 동의하는데 주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약자에 한 동정과 연민의식 한편으로는 경

시와 배제의식 속에 정체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에서 비정

규직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부당하고 차별 인 시장논

리에 계속해서 내몰려 왔지만 주목을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이 

보장되었던 노동자들이(소  이 땅의 남성 가장들이) 외환 기 이후 실업과 불

완 노동으로 환되면서 생활고로 신음하고 있었고 조직노동은 이에 처하

기도 했기 때문에, 가혹하게 말해서 늘 사회의 하층에 있어왔던 그들의 노

동조건이 더욱 힘겨워졌다는 사실이 사회 으로나 운동차원에서 이슈화될 여

지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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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태조사 연구는 항상 우리의 주변에 ‘그림자’로서 그 지만 엄연히 살아 

호흡하고 있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

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다수가 고

령 여성 노동자들이라는 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밝히는 데

는 비정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성별로 분 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문제 을 

다각 인 수 에서 확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Ⅱ. 청소노동자의 노동실태

1. 조사방법과 상

본 면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상으로 2006년 10월 한 달 동안 진행

되었다. 면 참여자는 10개 용역업체에 의뢰되었던 노동자(10명)와 이 면 에 

동석하 던 노동자 4명, 용역업체 련자(4명), 원청업체 련자(4명) 등 총 22

명으로 집계되었다. 면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을 맞추어, 개인

․가족  사항, 직업  취업경로, 임 과 노동시간을 포함한 고용조건, 복지

수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조에 한 인식, 고충처리 방식과 개선사항 등으

로 구성하 다. 면 은 녹음을 원칙으로 하 으나, 면  참여자가 거부한 경우 

즉석에서 기록․정리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법을 병행하 으며, 참여 노동자와 

계자로부터 여명세서, 단체 약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용역계약서 등 

련 자료를 받아 면  내용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2. 면 참여자의 일반  특성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50 에서 60 의 고연령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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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

자
성별 근무장소 연령(만) 학력 근무기간 가구소득(월) 가족수 생계참여자

가 여 민간시설 51세 고졸 1년 10개월 약 80만원 4인 본인

나 여 공공기관 55세 고졸 10년(반장) - 4인 본인 + ?

다 여 공공기관 54세 중졸 26년 약 250만원 5인 본인, 자녀1

라 여 공공기관 44세 미기재 6개월 약 200만원 4인 본인, 남편

마 여 공공기관 60세 미기재 20년 약 70만원
4인

(동거:2인)
본인

바 여 대학교 57세 중졸 6년 약 200만원 3인 본인, 자녀2

사 여 공공기관 58세 중졸 8개월 소득<부채 4인
본인,배우자,

자녀2

아 여 대학교 57세 미기재 3년 6개월 약 300만원
6인

(동거:4인)

본인, 

배우자,자녀1

자 여 병원 59세 중졸 2년 약 200만원 2인 본인, 배우자

차 여 공공기관 57세 초졸 4년 약 64만원 3인 본인

이다. 이들은 여타의 비정규 여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 , 학력, 간 고

용에 따른 고용불안, 낮은 처우(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 심각한 성차별과 같

은 힘든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강이수, 2004). 이러한 특성들은 건물

미화 분야의 청소용역 노동이 비정규 여성노동시장으로서의 형성을 띠고 있

음을 확인시켜 다. 동일한 미화업무라 하더라도 도로청소 미화원들은 남성 

고령층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미화분야에 채용된 남성노동자들은 

그 수가 매우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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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기간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그 지만 참여자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서 매년 계약갱신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근무연수는 수치의 합산에 불과하고 

임 이나 고용조건에  반 되지 않는다. 더구나 계약기간 에도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에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면  참여자들은 체로 4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미

혼 자녀들과는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동거하고 있었으며, 기혼 자녀들은 분가

를 시켰다. 

가구소득과 생계참여자를 비교해 보면, 면  참여자가 가족의 주요 생계활동 

성원  하나이므로, 임 이 가구소득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

인된다. 응답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가구별 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4인이나 되었으며, 체 응답자들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113,362원(2004년도 기 )과는 매우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가구소득을 보여 주

었다. 이들의 생활수 이 빈곤에서부터 평균 이하의 수 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된다.

<표 76>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5(원/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주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노동시장 진입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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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 사유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따르면 다수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업주부로 

살아오다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래서 노동시장 경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참여자   사업장이 첫 직장인 노

동자는 8명, 두세 번째 직장이지만  직장에서도 청소용역이나 시설 리 분야 

일을 했던 노동자는 3명, 그 외 세 제조업체, 비공식부문, 공공근로 일을 했

던 노동자도 3명이나 있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생계  생활유지를 해 본인이 일

을 해야 하는 가족환경 변화 때문이다. 직 인 원인은 남편의 실직과 퇴직, 

부정기 인 가구소득,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자녀에게 생계를 

부 의존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고 노동을 할 수 있을 때 벌어야 더 나이 들어 덜 고생한다”는 인식들이 팽배

하고 있다. 

이들이 “청소일”을 하게 된 데는 연령이 많아 다른 곳에서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매서비스직에서도 고연령에 해당하여 채용이 거

된다. 제조업 생산직에서도 90% 가까이 되는 구인업체가 채용 가능 연령의 상

한선을 40  이하로 두고 있는 실정이 실인 것이다(박진 , 2001). 그 다고 

문분야에서 일할 자격이나 경력도 일천하다. 일할 욕구는 높아도 진입할 시

장이 턱없이 좁아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경제  여유

가 있어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렵게 진입한 노동시장에

서 이들을 반기는 노동은 업주부로서 수행해왔던 가사노동 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

인제 뭐 부도나고, 나이도 먹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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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넘으면 인제 다 일루와요...(바-1)

우리 집 아 씨가 벌어주는 게 ...기술직이 되놔노니까 월 을 받

으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내 빚도 있고...우리 큰애는...월 생활을 

한지가 얼마 안 고...지  빚 갚기도...(사)

우리 아 씨가 옛날에 건설 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지 은 허리 

아 고 손목 아 고  시력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해요. 

물론 결혼한 애들도 있지만...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네 애 

가르쳐야하고. 생활해야 되고...자식들이 보태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아) 

혼자 벌어갖고 손자 손녀 공부 가르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혼자 계신 분도 있고.  감하고 둘이 있으면서 벌어서 하는. 그

래도 최 임  돈 70만원 밖에 더 받아요? 그걸 갖고 생활하는 사

람이 70, 80 로는 되요.(아)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다 자기네들 생활하기 해

서 버는 사람들이 한 80%, 85% 그 게는 될 거 요. 나이들 먹어

가 돈을 벌 때에는 자기네들 여가 보내려고 나온 사람 그거 몇 명 

안돼요. 내가 에 있던 데도 다 그래요.(사)

노동참여 동기를 보면 노후에 뒤늦게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

분하지만, 그 다 하더라도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면서 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것에 해 호의 인 태도를 취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기존에는 일을 하면서 정기 인 소득을 벌어 본 경

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결혼 이나 출산 의 아주 오래 의 경험이 부

던 업주부들이어서,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으로나 

가족 내에서나 자신의 지 를 굳건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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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즉 아내, 어머니로서의 지 가 아닌 가족 경제활동의 핵심 주역으

로서 지 가 격상되었음을 확인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 계를 통해 가

족이나 친척이 아닌 직장동료, 노동조합, 고용주라는 생소한 사회  계를 형

성하게 된 것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공식․비공식 

교육을 받기도 하면서, 남편이나 자녀의 이나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 내에서) 기 발언권도 있겠지만은 ...져 때는  져

줘야 되고 한마디 할 때는 하죠. 아 그래도 이 나이에 그래도 노동

운동하는데.. 으로 나가나.. 일은 일 로 하면서 학교 표로 다

니면서 하는 것 만해도 나쁘지 않지는 않느냐...(아)

2) 취업경로와 채용

면  참여자들은 모두 ‘아는 사람’ 소개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는 

사람’은 직업소개소의 직원이거나 직 회사 동료들이다. 그러다보니 취업한 

회사가 해 들었던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인제 같은 미화부 아주머니끼리 서로 통화는 맥이 있잖아요. 그래

서 왔는데 소장님께 면 을 보러왔는데.. 두 분이 요셨었어요. 근데 

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은 ...  나이 때문에 그게 콤 스 있

어가지고 기 되고 제가  는데... 첨에 왔을 때는 제가 자리가 

있는  알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자리가 3층이 비어 있는 상태

었거든요. 공실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일을 하

게 해 다 했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실상 생활하고 이게 안 맞았

었어요.(가) 

아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런 업종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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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인제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인제  소개를 했는데 소개비를 

받더만. 그 월 의 10%를. 내가 10만원 주니까는 아무소리 안하고 

다 받더라고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근데 그런 이런 청소업종

이 소개를 많이 하는 거 같아. ..이 게 허가 내 놓고 하는 거 같지

는 않아요. 내 생각에.(사) 

입사과정에서 특별히 어렵거나 불합리한 은 발견되지 않았다. 체로 용모

단정과 청소일 수행능력, 그리고 성실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지

만 일반미화원과 반장의 성별을 구분하여 리감독 업무는 남성노동자만 하도

록 제한한 업체도 지 않으며, 시설간 차이로 보면 병원시설의 경우 좀 더 까

다롭게 외모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격기 > : 공공기 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 업체의 자격조건

-외모가 단정하고 근면 성실한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미화원 : 신체건강,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남녀

 *반장 : 신체건강,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로 지휘통솔능력이 있는 자

채용심사에는 용역업체의 장 소장과 반장이 면 하는 게 일반 이다. 어떤 

경우에는 업체의 표가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들 고용주들은 보통 채용 후 사

후면 과 상견례 때 하게 된다. 한 노동자는 근무한 지 2년이 넘을 때까지 

한 번도 고용주를 만나지 못하다가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처음으로 용역업체 

이사를 만나보았다고 했다. 

나이 은 거를 선호하고 병원 측에서는 이미지도 그 고 서비스

업이니까 남 보기에도 외모도 깔끔해야 되고...그런 거를 많이 원하

는데 그 깔끔하고 그런 사람들이 먼  계산이 싹 되가지고 학교나 

갈라면 그런 데로 가지 병원으로 오지 않아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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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 하면서 노동조건이 상 으

로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학, 공서 그리고 일부 공공기 에서는 최근 입사

경쟁 양상도 나타나는 추세이다. 한 상 노조 간부는 해가 거듭될수록 은 여

성층의 이력서가 몰린다고 귀뜸한다. 정 반 로 병원시설에서는 오히려 다른 

건물청소보다 노동강도가 높다보니 기피 상도 나타난다.

노동자(자-1) : 엊그제도 은 사람 왔다가 하루 일하고 갔어요....

면 자 : 다면...몇 세 정도...

노동자(자-1) : 다고 본다면 한 50 가 고요. 

면 자 : 그 분은 일을 한 번 도 안해보셨나 요...

노동자(자-1) : 아니 지하철에서 했다고 그러데요...그런데 여기서 

하루 하고서는.. 

4. 노동조건 실태와 문제  

1) 용역업체만 변경되고, 일터는 그 로인 계약직 노동자

응답에 참여한 원청업체  2곳은 70년 와 80년 부터 이미 청소를 외주화 

하 다. 보통 원청업체는 한 개 이상의 용역업체와 청소용역을 체결한다. 를 

들면, 종합 학의 경우, 한 업체가 담할 수도 있으나, 체로 단과 학이나 

건물별로 나며, 지하철의 경우 몇 개의 구간을 묶어 여러 업체와 계약하고 있

다. 외주화한 이유는 공통 으로 비용 감을 들었고, 응답업체들은 외주화 결

과 청소업무가 훨씬 더 효과 이라고 평가하 다.2) 

청소 용역의 외주화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제 보편화된 상이다. 김

삼 정부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 화 조치들이 외환 기를 경험

하면서 김  정부에서도 폭 인 서비스 외부화 략으로 지속되었기 때문

2) 이 은 노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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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박 삼 외, 2003; 김성희 외, 2005). 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

의회가 용역업체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주 했던 2001년 당시만 하더라도 청

소업무에는 직 (정규직이나 정년이 보장되었던 상용계약직 혹은 일용잡 직)

과 용역 탁이 공존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으나(박진 , 2001), 유연화가 가속

화되면서 재는 직 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변했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은 술했듯이 정규직 업무를 상시 체하는 비정규직 

특화업무로 규정받고 있다.3) 청소일에 고용된 부분의 노동자들은 동일 사업

장에서 짧게는 6개월~1년, 길게는 10년, 20년을 근무하고 있었다. 원청업체가 

외주화 한 뒤에도 상시  업무이다 보니 수차례 계속고용 되기 마련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청과 용역업체 모두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

고 있다. 이제는 고착화되고 있는 형식 인 도 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청업체는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탁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

자들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

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리감독

을 직․간 으로 받고 있다. 그 다고 용역업체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는 것도 아니다. 도 계의 형식성은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에 노동자들이 동

시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데서 명확해진다.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도 계는 매년 혹은 격년으로 변경되는데4), 노동자

들은 체로 고용이 후속업체로 승계된다5). 비록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를 해왔다 하더라도 소속업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식 으로 이들은 새로운 

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후속 용역업체가 

3) 그럼에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여 히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혹은 일용직(일부 지자체)

으로 고용되어 같이 근무하는 사례도 있었다. 

4) 면 에 참여한 용역업체들은 원청과 3년, 5년단 로 계약을 체결하 다.

5) 노동자들의 해고는 원청업체의 특별한 요구조건(연령상한제 용)이 있거나 노동자가 용

역업체에게 낙인을 당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오히

려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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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완 히 새롭게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 데는 용역입

장에서도 기존의 숙련된 노동자가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이고 효율 이기 

때문이다.

만약 원청업체가 한 용역업체와 장기간 반복계약을 한다면 노동자들은 동일

회사의 동일업무에 2년 이상 고용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로서는 정규직 환 부

담을 안게 되며, 원청 역시 이에 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에서 

원청은 동일 회사명을 사용하는 업체와 2회~3회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이력서와 근로계약서

를 반복 으로 제출하고 (재)계약한다. 

결국 상시 인 주변업무에 한 ‘ 리책임’을 독립시키면서 동시에 노동비용

을 감하는 원청업체의 이 의 유연 략이 형식 인 도 구조를 양산하고 있

다. 

한편, 응답자 에는 근로계약서를 입사 첫 해에만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 

여 히 구도로만 계약하는 곳도 두 곳이나 있어,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보 하

는 경우는 양호한 업체로 평가될 정도이다(<표 3> 참조).

구두로만 들었지 머 계약을 책정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부분 미화부 용역이 다 그 잖아요.(가)

근로계약서는  들어올 때(2003년도) 했고 그 해에 연말에 가서 

한번하고 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요.(차)

고용은 승계하고 회사만 바 는 거죠. 바 면서 간 리자, 소장 

주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 리자가 있

으면 데리고 들어오고 자기네 리자가 없으면 있는 장 소장을 

그 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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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잦은 소속업체 변경은 노사간에 노동조건 반을 놓고 반복 인 갈

등과 다리기 게임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업체의 특성과 장

의 소장  반장의 인성에 따라 작업의 순서나 속도가 달라진다. 그 기 때문

에 노동자들은 동일 작업에 숙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자들의 요구가 

작업속도나 업무수행에 비효율 이라는 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 지 않으면 업무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는 것으

로 평가되어 직 인 경징계나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년을 

후한 계약기간은 기존의 업체와 고용 계가 안정단계에 어들 시 이 되면 

새로운 업체로 교체되기 때문에, 노동조건 개선의 가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것

도 큰 어려움이다.

요번에 소장이 바 고... 인격도 높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인정

도 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좀 감싸주고 그 게 했었거든요. 근

데 일을 무 무분별하게 그냥 모랄까 막무가내로 순서 없이 말을 

두서없이 한다고 하듯이 일을 두서없이 일을 갖다가 그 게 순서 

없이 나눠서 분배를 해요.(자-1) 

한편,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주목할 지 은 바로 원청업체에 의해 요구되어

지는 구조조정 조건이다. 부분의 원청업체들은 공개입찰6)을 통해 최 가낙

찰제로 용역을 체결하는데, 새로운 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  노동자들에 

한 인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이다. 노동자와의 갈등지

을 용역업체에 가하면서, 용역업체로 하여  노동자들에 한 비민주 인 통

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에 회사가 바 면...뭐라고 압력을 넣나면.. .어 외모가 좀, 어 

다리를 좀 다던가, 남보기 처량해 보인다던가, 나이가 많이 먹었

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병원이미지에 안 좋으니까..(자) 

6) 면접 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용역거래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

어진다고 했다. 관계기관과 친분이 있는 용역업체들은 공개입찰을 위장한 수의계약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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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과 임

이번 심층조사에서 확인된 은 청소노동자들  병원시설에 근무하는 노동

자들의 노동조건이 다른 건물 청소노동자들에 비해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동조건과 련하여 병원시설 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언 될 필요가 있다.

면  참여자  2곳(오  7시)의 공공기 을 제외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은 오  6시로 체로 표 화되어 있다. 그 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4시~5

시 30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시에 출근하면 일

을 늦게 끝마치게 되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어들고, 감독자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이다. 퇴근시간은 오후 3시, 4시, 5시, 그 이후 등으로 차이가 있다.

아침에는.. 여기가 6시라고 그러긴 하는 데요 사실은 6시라고 해

도 일이 어떨 때는 많아 가지고요... 5시 반, 5시 못되서 나와요. 딱 

여섯시 안에 출근하지 여섯시 넘어서는 출근 해본일이 없거든요.

(가)

실제 출근시간은 7시인데 5시 30분에 출근해요.(마)

업무에 따라서요 부분이 5시에 오고요...  더 좀 잘해보겠다 

하는 경우는 4시 반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자) 

이러한 차이는 체로 사업장의 특성(민간시설, 정부기 , 학교, 병원 등)과 

담당 청소구역에 기인한다. 정부 공공기 의 경우 퇴근시간이 상 으로 빠른 

편이며, 민간시설은 한 두 시간 늦은 편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

도 담당 청소구역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지는 사례도 지 않다. 면 에 참여

한 한 노동자는 청소구역이 형건물 로비이므로, 매일 1시간 30분을 연장근무

하고 있었다. 체로 특별한 행사나 계  향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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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인 청소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무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한다. 주 5일 근무

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주말근무는 조별 순환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희 같은 사람은 에 인제 많은 유동인구들이 많이 다니니

깐... 불시에 사고가 있을 때는 희 아 마들이 있어야 되요. 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제 연장근무를 해요. 한 시간 반을

요.(가)

청소노동자들의 임 체계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형 인 임 체계를 여과 없

이 보여 다. 근속기간, 업무숙련, 연령 등 노동자의 노동경력과 물가인상이나 

평균임 인상율 등의 경제  변수가  반 되지 않고 있다. 체로 주 40시

간 ~ 44시간 노동하면 70~80만원 정도를 받지만, 리감독이 소홀한 민간부문

에서는 최 임  이하를 받는 곳도 지 않다. 물론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와 계

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단가 산정에는 물가 등의 최소한의 경제변수들이 고려

되도록 산정되고 있다. 결국 용역업체는 계약서상에 책정한 인건비와 실제 노

동자에게 지 하는 임 의 차이를 두면서, 그 차액만큼을 업체 수익으로 가져

가는 것이다. 한 노동자들이 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임 을 삭감한다. 

이는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지각이나 조퇴로 빠진 근무시간만큼 임

액을 삭감하는 업체도 28곳이나 조사되었다(최순 의원실, 2006)

용역업체들이 간수익을 남기기 해 취하는  다른 방법은 포 임 제 

방식이다. 포 임 제란 략 으로 임  총액을 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 퇴

직 분할 , 기타 수당 등을 역산하여 월 임 으로 산정하는 탈법  방식을 취

하는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73개의 용역업체  포 임 제를 실시하는 

업체가 52개 으며, 이들  퇴직 마  이 방식으로 지 하는 업체는 13개에 

달했다.7)

면  참여자들  일부는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러한 불법․탈법  조치

7) 2006년 10월 최순영 의원실은 전국 54개 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한 73개 업체의 도급실태를 

분석하여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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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면접 참여자의 노동시간과 월임금 수준

참여

자

근로계

약 작성

평균 일

노동시간

(주5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 일요일근무
월임금

(세전소득)

동료의 

평균근속기간

(현 사업장)

가 × 8시간 매일 1.5시간 매월 1회
2~3개월 

1회
약 80만원 10~15년

나 ○ 9.6시간 있음 매월 1~2회 미확인 약 150만원 5~6년

다 ○ 5시간 조별 매월 1회 미확인 약 74만원 20~30년/ 1~2년

라 ○ 8시간 - 두 달 1회 미확인 약 88만원 미응답

마 × 8시간 미확인 안함 안함 미응답 미응답

바 ○ 8시간 없음 매주 4시간 월 1회 약 77만원 5년 이상 많음

사 ○ 8시간 없음 매주 4시간 안함 약 78만원 2년~3년

아 ○ 8시간 없음 매주 4시간 안함 약 77만원 2~3년/10년 전후

자 ○ 8시간 없음 매주 7시간 격주 7시간 약 87만원 2년~3년

차 ○ 8시간 연 10회 안함 안함 약 70만원 10년 이상

들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여 히 포 임 제 방식이 

난무하고 있었다. 체로 업체들이 총 여를 최 임 에 맞춰 지 하다보니 

기본 여가 최 임 에 미달하는 경우도 지 않다.

포 임 제로 명목은 분류되어있지만 실제 시간외 수당은 계산하

지 않는다.(마)

 

재 임 수 이 낮다는 데는 면  참여자들 모두 동의하 다. 한 남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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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과 수당에서 차별을 두는 것에 해서도 일부 문제라고 지 하 다. 보

통 남성노동자들은 반장이라는 리자 치에 있으면서 추가수당을 받는데, 그

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장에서는 남성들에게 식비를 지 하는 방식으로 

성별 임 차별을 두는 곳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들의 임 이 그 다고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다. 몇 만원 차이이지만, 문제는 차등지  사유가 뚜렷하지 않

은 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임 수 에 해, 180만원 이상을 언 한 노동자가 2인이 있었으며, 

다수는 어도 세후소득으로 100만원~120만원 수 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한

다. 이는 용역업체 리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업원들의 가장 큰 불만 사

항은 임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안직(남성)하고는 같은 ○○소속이거든요. 같은 소

속인데 어느 분들은 식을 해주고 우리는 왜 식을 안주냐 그래

서 아 마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가)

4  보험을 공제하고라도 100만원만 받아도 좋겠어요.(아-2) 

뭐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래도 우리 일의 가에 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목소리

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자)

3) 노동의 성격과 노동강도

청소노동자들의 주요 업무는 사무실, 화장실, 공동회의실, 건물로비, , 건

물외벽 등 실내청소와 옥외청소로 부분 유사하다. 다만 병원에 근무하는 노

동자들은 각종 출물과 오염물을 수거해야 하며, 환자 병실 외에도 배선실, 

수술실 집기 소독 등 복잡한 병동건물 체를 청소해야 한다는 에서 다른 

건물 청소보다 고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해야 하므로 정신 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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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 외  노동량이 늘어나거

나 원청업체의 사업장 규모 확 로  업무량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지만 인원은 감소되거나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실정

이다. 이는 청소산업노동시장이 양  유연구조에서 질  유연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두 형태의 계약구조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먼 , 원하청 도 계약 측면이다. 이미 수천 개의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입찰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원청이 용역업체 선정시 단가인하 략과 최 가

낙찰방식을 꾸 히 용하여 용역업체에게 지속 으로 비용축소를 종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용역업체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 측면이다. 용역업체들은 도

계약서에서 고정비율로 규정된 10% 수 의 이윤율 이상으로 이윤을 획득하기 

해 용역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청에 의해 1차 으로 하향 

조정된 노동조건을 2차 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도 계로 인한 이 인 노동추출 략이 법의 사각지 에서 자유

롭게 행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집합  목소리도 차 커지고 있고, 

명시 으로 드러나는 노동 법규를 수하지 않으면 계약수주가 어려워지는 상

황이 가시화되자, 업체들의 양 ․불법 인 추출노력은 일정 수 의 하한 제약

선에 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질 인 방식으로 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때문에 고용주들은 최근 노동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용역계약의 근본 인 개 을 하지 않는 한 이 양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상된다. 

층별로 2인 근무하 으나 해마다 용역비 감소로 1인씩 근무하여 

노동강도 무척 세졌다. 1시간 먼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이 늦어진

다.(마)

(남자)한 명은 인제 쓰 기 루는 작업이 있어요. 오후에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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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자만 32명이 었는데 용역에서 이제 하나라도 더 일려고 반 

작업을 하시는 식으로 이제 사람 하나가지고 두 작업을 시키는 거

요.... 그래서 반은 아 마들하고 이제 오 에는 일을 하시고...이

게 3년 부터...(바)

병실이 ... 늘어나면서.  이 기 ○○ 신축건물이 다 늘어났잖

아요. 한 사람이 두 층씩(두 개 병동) 해요. 체 으로 한 10명 정

도는 늘어나야 되요.(자-1)

열심히 일하는 것은 타인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

히려 스트 스만 가 된다. 용역은 다음해에도 계약을 따기 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시킨다.(라) 

청소노동은 표 인 임  서비스노동이다. 이들의 노동은 에 띄지 않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며, 되도록이면 청소하는 모습이 그 건물을 사

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띄지 않도록 한다는 암묵  가정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노동을 그림자 노동(shadow work)으로 부르는데, 비가시성

(invisibility)은 노동자가 에 띄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 일반 사람들이 그들에게 심이 없어 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들의 존

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Rollins, 1996; Macdonald, 

1996). 한 그들이 수행한 노동의 결과물 즉 청결상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최종생산물이 형태가 없거나 

장할 수 없는(intangible or non-stockable) 특성을 지닌다(Gershuny and 

Miles, 1983). 그러다보니 청결한 상태가 늘 유지되어야 하는 완 한 서비스 제

공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다소 자의 인 해석이 가능한 ‘청결상태’

가 이들의 노동 노력을 평가하는 결정 인 기 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는 방 화장실하고 딱 돌아서서 나오죠? 물기하나 없이 깨

끗이 해놔도 그래도 방 딴 사람 들어가서 손 씻고 탁 털 으면....

그러면 완벽이라는 게 없어. 그 지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해 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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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벌써 몇 시간 뒤에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나죠.(사)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서에는 ‘청소과업내용서(혹은 지시서)’, ‘청

소 리지침’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청소업무 수행을 기술한 세부 계획과 기

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노동 산물에 하여 노동자가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러한 지침에 의거하여 장 리자와 원

청 계자들의 노동통제와 노력 강요 압력에 지속 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는 용역업체의 청소용역 과업지침을 시한 것인데, 과업내용에 따라 일

일  월별 계획표를 작성해 놓고 있다.

시 1) A사의 <청소용역 과업내용서>

◆일상청소 : 매일 행하는 청소로 직원 출근  실시해야 하며, 주간에는 청

소원을 고정배치하고 수시 순회하면서 보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하도록 한다.

 

◆정기청소 : 복도 는 실내바닥 세척  왁스도장, 유리창 닦기, 출입문 

는 출입구의 속물 택내기, 계단  승강기의 미끄럼 방지턱 닦기, 건

물 내․외곽 바닥세척, 복도 는 실내의 높은 곳 먼지털기, 출입구 매트 

세척, 건물 내․외곽 속셔터 닦기, 리석 벽면 닦기, 옥상  배수구 청

소 등의 정기청소를 실시한다.

◆ 임시청소 :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사 요청에 의해 즉시 청소

를 실시해야 한다.

시 2) C사의 <청소용역 과업내용서>

◆일반청소 : 진공청소  물 마포, 기, 기능실 왁스작업, 화장실 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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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진공청소기 마포 기 왁스

장소
합실,

통로
승강장

출입구계

단

기능실 

침실

합실,

통로,승

강장,출

입구계단

,기능실

침실, 

화장실

환기실

합실, 

통로, 

승강장, 

출입구계

단,화장

실

노반배수

로

기능실침

실
기계실

횟수 일2회 일2회 일2회 일1회 수시 월1회 수시 일1회 월1회 분기1회

◆ 문청소 : 문 청소장비 활용 연마, 택, 물세척, 진공청소 등

구분 방법 연마, 택(미싱) 보행식 진공청소 물세척

장소 합실, 통로 승강장 합실, 통로 승강장 노반배수로
출입구계

단
화장실

횟수 월2회 월2회 일1회 일1회 주1회 주1회 일1회

한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면  참여자들은 서비스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로부터 “병원의 얼굴”

이라는 호명 하에 본연의 청소 업무 외에도 병원 방문객들에 한 친 한 병

실 안내서비스도 해야 했다. 이를 해 정기 으로(2달에 1회 정도) 원청업체

와 용역업체가 친 교육, 인사교육, 미소교육 등 병원의 게이트키퍼

(gatekeeper)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체노동

과 더불어 높은 감정노동(emotion labor)(Hochschild, 1983)을 강요하고 있다.

손님들한테 밝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니까 그건 결국 머리도 단정하고 옷차림도 항상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을 제일 먼  찾는다

던가 병실을 찾으면 친 하게 이 게 잘 해드리라고. 그런 교육을 

받아요. 항상 그리고 미소 짓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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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지시와 감독

청소업무의 모든 작업지시와 감독은 공식 으로 용역업체의 장 소장이나 

반장이 한다. 용역업체 소장이나 반장들은 출퇴근 리와 함께 오 , 오후 2회

로 실시하는 조회시간을 통해 정기 으로 매일의 일상  작업과 핵심작업내용

을 지시한다. 일부 업체들은 근무시간 에 일종의 평가기 표를 들고 다니면

서 청결상태와 근무태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용역업체 본사에 보고되는 것은 물론이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는 것이 장소장이나 반장에 의한 계약해지 압력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이

다. 한 명  선물 수  상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표 78> B사의 청결기준표

구분 청결기준

화장

실

-청소작업 중을 제외하고 바닥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배수가와 트랩에는 때나 요산이 없어야 한다.

-수도꼭지나 기타 손잡이들은 밝은 광택이 나야 한다.

-거울에도 얼룩이나 낙서가 없어야 한다.

：

석재

바닥

-바닥에는 쓰레기, 먼지, 껌 또는 음료수자국, 낙하부탁물, 힐마크, 

 배설물, 외부오염 유입물이 없어야 한다.

-찌든 때가 없이 항상 깨끗한 상태 및 기준광도를 유지한다.

：

사무

실

-바닥재의 훼손 및 손상이 없도록 표면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청소노동자들의 불만이자 가장 큰 업무스트 스는 작업지시  감독과 련

되어 있다. 반장이나 소장에게 ‘ 히면’ 따라다니면서 근무태도와 업무진척도

를 감시하고, 폭언과 힐난하는 말투로 괴롭히며, ‘그만두라’는 말을 아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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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

다. 

한번 보이면은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빼내요. 그 사람이 소장

이.(아)

여자분이나 남자분 한테 자기네 말만 안 들으면 무조건 사표 쓰

라고 아주 사표가 입에 배었다 그러더라고요.(자-1) 

감독자의 집  감시를 받게 되는 를 살펴보면, 노조를 만든다거나 사람들

과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소장이나 반장의 개인 인 요구조건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속도가 느리거나, 소장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

른 견해를 밝히거나 하는 등 낙인(stigma)의 사유는 다양하다. 부분의 용역

업체가 소장과 반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리․감독 권을 임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이들의 무소불 의 권한을 개별 노동자들이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부 업체에서는 24시간을 시간 별 작업내용으로 세분화하여 정해놓고 감시

함으로써 매우 심한 작업통제를 행사하고 있었다.

“졸려도 마포자루 쥐고 서서 졸던가. 말처럼 서서 있어야지. 앉으

면 안 되잖아”.(자)

나도 여기 와서 말이 서서 자는  알았어.(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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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C사의 시간대별 작업내용

시간대 작업대상 작업내용

6시~7시 기능실 멜빵형 진공청소, 마포

7시~8시 승강장 줍기, 마포

9시~10시 화장실, 대합실통로 줍기, 마포

10시~11시 식사시간 조식 및 휴식

11시~12시 대합실, 통로 보행식 진공청소, 마포, 줍기

12시~1시 승강장 보행식 진공청소, 마포, 줍기

1시~2시 출입구 계단 멜빵형 진공청소, 마포, 줍기

2시~3시 출입구 계단 멜빵형 진공청소, 마포, 줍기

3시~4시 화장실, 기능실 대청소, 마포, 줍기

： ： ：

22시~23시 승강장 줍기, 마른걸레, 마포

23시~24시 휴식

둘째, 작업지시와 감독이 공식 인 경로를 통해 제기되지 않는다는 이다. 

이것은 원청업체의 담당부서 직원이나 혹은 일반 직원들이 업무내용을 지시․

감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소용역은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독립된 업무

역이기 때문에 원청 계자가 구체 인 작업지시나 감독을 직  행하는 것

은 불법 행 에 해당한다. 그 지만 이러한 사례는 흔하게 일어난다. 우선, 용

역계약을 체결할 때, 작업지침, 노동자교육내용, 평가기 , 근로조건 등을 포함

하여 매우 구체 인 내용을 담은 일체의 서류가 첨부되기 때문에, 실질 으로 

원청업체가 노동과정을 직 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노동과정 에서는 원청업체들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  참여

자들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직원들이 작업 상태를 공식․비공식 으로 평가한 

후, 직 으로 노동자들에게 지 한다고 한다. 그 지 않으면, 용역업체 소장

이나 반장을 통해 “몇 층의 가 일을 잘 못한다”고 하거나, “ 구 구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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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고용 계에 해서도 직 으로 언 하는 등 불

법간섭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 계자가 직  구체 으로 어디 어디 화장실 청소하라는 작

업지시를 하기도 하며, 근태 리 련 자료를 매월 검토하고 있고

(직  체크는 않고), 업무평가도 한다.(나)

제일 인제 각 건물에 낮에 막 앉아 있어요. 앉아 갖고. 조  잘못

하면 직원들이 아 마들한테 이래라 래라. 이 아 마 빼라고도 하

고...(아-2)

원청업체의 주문이나 평가가 용역업체로서는 재계약에 유리할 것 없는 사항

이므로 노동자에게도 매우 강한 퇴사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비공식 으로 행해

지는 지시와 감독이 노동자들의 업무스트 스를 가 시켜 노동의욕을 상실  

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병원의 경우 작업지시와 감독  평가가 층의 다채 구조로 진행되

고 있었다. 원청업체 직원인 수간호사, 총무과 직원, 경비를 비롯하여, 용역업

체의 소장이나 반장, 그리고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작업지시와 비공식 인 

평가가 동시다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간호사가 간섭을 무척합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주 막. 여

기 했어요 안했어요. 여기 다시 해요. 막.  무 시집살이 시키고. 

 총무과에서도 계속 이 게 다니면서 경비아 씨까지도 어디 뭐 

떨어졌으니까 닦으세요. 이거 뭐 어디 덜 으니까 하세요 이 게 

하고(자). 

5) 휴게시간과 공간  식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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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독특한 작업환경이 휴게시간  식사와 련된 

부분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오 과 심으로 하루에 2회 휴게시간을 갖는데, 오

 식사와 심식사 시간을 후로 해서 배치되어 있다.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

으나 보통 오  오후 각각 1시간~2시간을 제공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

자는 식사 시간도 쪼개서 일을 해야 할 만큼 시간  여유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이나 은행업무 등 개인 인 사무를 보

거나 이른 새벽에 출근하면서 부족해진 수면을 보충하거나 담소를 나 다. 그

럼에도 이 시간에 개인 사무 보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것을 업무평가에 

반 하여 비인간 인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아홉시 되서 끝나면 열시 반 까지 쉰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도 병

원에를 갔어요. 간다하고 허락받고 가라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까지 

일지에다가 다 어놔 놓고 내가 은행 볼일 보러 간 거 그런 것도 

다 어놓고 나 에 여름에 휴가비를  때에 한 사람은 오만 원을 

주고 두 사람은 삼만 원을 주니까...(은행이나 병원에) 가고나면은 

일단 거기에다가 일지에다가 업무평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

말만 쉬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이지...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움직여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기 상태라. 뭐 (도발)사고가 난다

던가, 뭐 더러운 게 뭐 오물이 쏟아졌다던가 하면 계속 불러올리고 

뭐.(자) 

휴게  식사시간은 비근무시간이므로 임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리․감독이 심한 업체들이나 업체 차원의 교육이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수시조회와 외부강사를 청하여 교

육을 한다. 근무와 련된 조회나 교육을 휴게시간에 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연

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 하지 않는다. 때문에 노동자들

은 조회나 교육이 빈번한 것에 심한 스트 스를 받는다. 조합원인 한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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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문제 을 지 하여 매일 하던 조회를 주 2회로 단축시켰다.

한편, 다수 용역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식사비를 

지원받지 못해 본인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가 식사비를 지

원하더라도 심 한 끼를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지원이거나, 1인당 

 10킬로를 지원한다(이 정도면 후한 지원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액이 어 식사비로 불충분하여 노동자들이 추가 부담

하여 과 부식을 구입하고 밥을 지어먹고 있다. 노동자들이 보충하는 액은 

폐지를 수거하여 매한 수입과 가을에 떨어진 은행열매를 매한 수입이다.

희가 식당에서 식을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서는 경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보고 할 순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

고 희가 을 7키로를 받았어요. 한달에. 그래가지고 간신히 올려

가지고 3키로를 해서 10키로를 받아요 한달에. 희가 인제 해먹어

요.(가)

식  지원은 없고 휴게실 시설이 좋아서 휴게실에서 취사해서 식

사한다. 에는 폐지를 모아 팔아서 부식을 샀으나 지 은 폐지모

아 팔아서 명  때 10만원 정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다)

휴게와 식사는 모두 휴게실에서 이루어진다. 한 휴게실은 노동자들의 개인

비품과 취사도구를 보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휴게시설도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휴게시설의 규모와 요건에 한 표 화된 법  기 이 

없기 때문이다. 휴게시설에 만족해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휴게시설이  

없어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있기도 한다. 정부 등의 

공공기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에 다소 만족해하는 편이지만, 휴게

공간으로 이용하 던 방을 공무원들의 흡연실로 만든 곳도 있었다. 그 외 민간

부문의 경우 불만의 수 이 매우 높았다. 



- 146 -

밥을 해먹을만한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솔직한 애기로.. 그런 시

설을 만들어 주고 밥을 해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요 싱크 만 일년 정도 걸려 해줬는데 그나마도  이사를 갔어요. 

싱크 도 없이 지  난리에요.(가) 

우리들은 그거 하나는 깔끔하고 좋아요. 깔끔하고. 넓게 쓰니까. 

거 뭐 지 분하거나 그 지 않고 기장  깔아 놓고 우면 따뜻

하고 여름에는 에서 에어컨이 조  나와 가지고... 그 게 시원하

지는 않아도 선풍기도 있고 괜찮아요.(사)

휴게실로 쓰던데 아니라 그게 그냥 그 게 만들어 놨는데 ○○님

들이 밖에서 담배 피우시는 건 그러니까 휴게실로  흡연실로 만

들어 드린 거죠.(차)

반면,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재 60여명이 쉴만한 휴게시설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호소한다. 이들에 따르면 업체가 제공하는 방 1칸의 기실은 

‘휴게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간이 소하여 60명이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물품을 보 할 사물함도 없고, 취사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 기실’은 체 조회를 하는 장소이고, 수시로 걸려오는 돌발사고 화를 

비하여 항시 기하고 있는 업무 기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실이 방하난데 거기에 우리 여자가 60명... 그 인원이 앉아있

으면 콩나물처럼 앉아있으니까 울 자리는 안 되니까... 컴컴하고 

좀 썰 해도 그런데서(옥상출입구에 있는 복도-면 자) 박스 깔고 

좀 쉬지.. 기실로 잘 못 내려오고요.(자) 

6) 직업병과 산업재해 험 정도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주변에서 업무  사고가 발생하면, 용역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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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이 하는 산재사고는 바닥 

청소를 할 때, 낙상으로 인한 허리부상이 많다. 노조가 없을 때에는 업무  

사고가 해고사유 지만 노조가 조직된 이후에는 업체에서 산재보상을 해 주었

다고 한다. 한 노동자는 산재사고 진단서를 가져오면 로 으로 3만원을 업체

에서 지 해  사례가 두 번 있었다고 하 다.

산재사고 외에 청소노동자들이 직무와 련하여 호소하는 부분은 신경통

과 통이다.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마포질을 하거나, 바닥 청소를 할 때 

쪼그리고 앉거나, 무거운 쓰 기더미를 운반해야 하므로 어깨, 허리, 무릎과 손

목 에 심한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체형도 “마포걸

 미는 자세로” 변형된다고 한다. 이  한 노동자는 로 인해 수술을 했지

만, 업무 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개인 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

었다. 

직업병 있죠.. ... 마포 짜고 그러면...(바)

려서 아주 죽겠시요. 수술도 했시요. (바-1)

자세가 삐뚤어 져요.(아) 

그러니까 다 삐뚤어지고 이 게(막 걸 를 잡고 비스듬히 서 있

는 자세-면 자) 잖아.(아-1) 

이게 좀 시간 으로 거 할 때 자기 몸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새가 어디 있어. 가서 푹 쓰려져야지.(아-2)

병원 노동자들은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나온 출물이나 오물도 치워야 하므

로, 세균 감염의 험도 단히 높고, 주사바늘이나 유리에 베이는 경우도 

지 않았다고 한다. 지 은 방처리를 하고 있지만 감염의 험과 감염에 한 

공포는 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 다. 일반 청소업무와 세균감염이 높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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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을 처리하는 업체가 구분되거나 험수당 형태의 별도 보상체계가 요구되

는 부분이다.

옛날에 몇 번씩 찔리고 유리에 베고 그랬는데 지 은 그거를 방

지하기 해서 라스틱 통에다가 주사바늘을 따로 모아요. 그래서 

그런 향은 많이...( 었어요).

우리는 청소하고 지 분한데 먼지 닦고 이래야하는데... 세균 감

염 그런 게 높고 험한 거는 별도로 그런 업체가 있는 거,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만지는 게 아니라고...(자)

5. 복지수  실태

1) 4  보험과 퇴직  수  실태

면  참여자들은 4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4 보험이 1인 사업장

까지 확 되었으나, 비정규노동자  미가입자 비 이 여 히 높다는 연구결과

가 발표되면서, 노동조합과 매체의 압력이 사회 으로 매우 거셌다. 최근 원청

업체와 용역업체간 계약과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이 부분은 형식 으로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악된다. 

그 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여 히 업체의 불법과 탈법 인 행태가 

발견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고연령 노동자들 에 4  보

험에 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실제로 가입이 되었는지, 가입되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지 않다. 가장 흔한 경우가 산재보

험이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액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여 명세

서에는 표기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를 임 에서 직 공제하지 않더라도 고

용주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지할 의무가 



- 149 -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

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조치이다. 고용주가 비용부담 회피라는 근시안  사고

로 노동자에 한 책임을 회피하고, 더불어 계 당국에서조차 이 부분을 소홀

히 하는 것은, 장기 으로는 노동자 스스로도 방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

고, 고용주 역시 작업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더 큰 산재사고

를 불러와 사회  비용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주) 4월 여내역

이름 ○○○ 입사일 2006. 2월 1일

기본 여 525,000원 고용보험료 2,363원

상여 131,250원 국민연 98,550원

퇴직충당 43,750원 건강보험 8,175원

여총액 700,000원 소득세

고용보험요율: 기본 여 * 0.45% 주민세

국민연 , 건강보험 : 표 요율에 의한 

공제

공제합계 109,088원

지 총액 590,913원

*국민연  2월 1일로 입사신고 18등 으로 총 65,700원. 사업장 32,850원 개인

부담  32,850원

*2,3,4월 총 소 분 사업장 부담  98,550원, 개인사업장 98,550원 공제

이거를 왜 이 게 많이 띠느냐고 하니까 3개월 치를 한 번에 뗐

다 이 게 이야기 하더라고. 의료보험도 이거를 떼면서도, 무조건 

의료보험 카드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안줘요. 그래서 

왜 안주냐고 하니까, 나보고 (공단에) 가지러 가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안 되는 소리야. 병원 갈 때 내가 우리 아들 앞으

로 다 올려져가 있거든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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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자는 채용 당시에는 4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

로계약서도 작성했으나 고용주가 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질문에도 뚜렷한 답

변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여명세서를 기차게 요구한 뒤, 8개월 동안 한 

차례 여명세서를 받았으나, 그 여명세서에는 그동안의 미납된 보험료가 한 

번에 공제되어 있었다(  여명세서 참조).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의 경우 자녀

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채, 보험료만 한달 여에서 일시에 몇 달치가 

공제된 것이다. 고용주가 불법 인 행태를 은폐하기 해 임시 으로 명세서를 

만들다보니 이런 문제가 드러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 따라 65세 이상 노동자와 그 이하 노동자간에 보험 공

제 후 실질임  지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업체에서는 연령

에 계없이 동일한 실질임 을 지 하되 65세 이하자의 경우 국민연 을 공

제한 임 으로 계산되어 지 하고 있는 반면, 어떤 업체에서는 65세 이하자의 

경우 국민연 을 공제하여 65세 이상자보다 실질 임  수 이 낮아지게 지

하기도 하 다. 

다음으로, 퇴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부분 퇴직

을 받는다고 하 다. 연말에 정식으로 받기도 하지만, 월 분할로 지 하는 

업체가 지 않다는 것은 여 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학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따르면 노조가 생기고 난 뒤, 일년에 한 번씩 

연말에 퇴직 이 지 된다고 했다. 용역업체가 재계약하여 연장으로 가더라도 

1년 퇴직 을 반드시 정산하도록 했고, ‘퇴직 립 ’ 항목을 만들어 근로계약 

기간  퇴사하더라도 해당일까지 퇴직 을 지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있었다.

퇴직  한 달 수령액으로 받는다.(바)

우리가 퇴직 을 1년 해야 되는데 1년 안 채우고 3개월 있다 가

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치를 받게끔 해 놨어요. 하루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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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아) 

2) 법정휴가, 비법정휴가

법정 휴가인 연차, 월차, 생리휴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연

월차휴가가 부이며 이 마 도 보장되지 않는 업체도 많다. 면  참여자들 

,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월차가 유 인지 무 인지도 업체에 따라 매우 다르다. 비법정휴

가로는 여름휴가와 명 휴가를 들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는다. 청원(경

조)휴가도 통상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체인력 투입비용을 본인이 부

담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제가 몸살이 났을 때는 빠졌어요. 그건 다 휴가처리(연차-면 자)

로 해줘요. 그건 휴가에요.(가)

연차는 돈을 못 받고 쉬고, 월차는 유 으로 쉬고...(바)

연월차가 인제 월차가 12개죠 연차가 10개구. 22개에서 15개 유

으로 주고 7개 무 으로 주고 그래요.(차)

청소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나, 본인이 빠지면 해당 청소구역을 동료들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용역업체들이 인력을 이는 추세에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동료들에

게 부탁할 수 있는 수 을 넘어서게 되었다. 병원시설의 경우 이 문제는 박

한 상태이다.

여름휴가 이런 것도 뭐 못 찾아 먹죠 뭐. 왜냐면  사람이 해줘

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일 하면서 그것까지 못하니까 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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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가요.(자)

자기자리도 죽겠는데 자리 까지 해주고 힘들어서 하겠어요?(자

-1)

다른 하나는 일당을 지 하고 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데, 여수 이 

워낙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마 도 부담이다. 체인력의 비용이 업체마다 

다른 것도 투명하지 못한 운 방식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옛날에는 내 임 을 2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4만원을 줘서 (세워)

놓고 나가야 했 요. 엄마가 돌아가셔도 내 자리가 비면 4만원. 자

기 돈을 4만원을 주고 하루 일을 시켜놓고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도 그러고 자식의 여의어도 그러고 했는데. 지 은 그런 휴가는 있

죠.(아-2)

내가 3만원이면은 3만원 쓰고 내가 빠질라 했어요. 그랬더니 5만

원 내노래. 그래서 내가 내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나는 싫다 그랬어

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데 5만원을 주고...나 이거 못 한다 그

랬어요.(사)

동료가 해주긴 해 줘도 갈수가 있는 걸로...(아)

3) 기타 복지혜택

건강보험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연 1회 정도 실시하며 피복비를 

지원하는 은 공통 이다.8) 명  선물이나 명  상여 은 사실 거의 없으며, 

8) 한 업체에서는 용역업체에서 비용부담을 들어 피복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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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자체 으로 조달하거나, 일부 업체에서 자선

의 성격으로 소소한 선물을 지 하는 정도이다. 를 들면, 식용유와 같은 선

물세트를 업체가 제공하는 곳이 있는 반면, 폐지를 모아 팔아 명 휴가비로 마

련하기도 하며,  없는 곳도 많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직원이 개

인 으로 “고맙고, 고생하신다고” 선물세트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참

여자  한 노동자는 노조조직 후에 5월 노동 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 으로 

쉬게 되었다고 했다. 

Ⅲ. 성차별 실태와 문제점

1. 여성노동자에 한 차별과 무시

1) 일상화된 폭력  언행

면  참여자로부터 확인된 분명한 사실은 소장이나 반장들의 여성 노동자들

에 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언으로부터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신체 , 언어 , 정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

음을 추론하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한 여겨 볼 목은 개인의 업무 과실

로 인한 지 사항을 체의 문제로 확 하여 체 노동자들을 한 곳에 집합시

켜 놓고 경멸 인 어투로 말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여기 소장은 마흔 여덟인데... 그 처음엔 말도 못했어. 엄마 같은 

사람들인데. 지 도 아직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아주 무 

소리 지르고 그냥 노크도 없이 쏙 들어와서 뭐하고 있냐고 소리 지

르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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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몇 신데 여기 자빠져 있냐고 한 번 더 혼이 나보겠냐고...

(아-1) 

자기가 미운 사람은 막 나가라고 번쩍 들어서 쓰 기통에 막 갖

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힘이) 쌨으니까 그 게 던졌겠죠?.. 식구

들이 불려 와 가지고 막 항의하고 어휴...자기가 뭐 황제나 된 거처

럼 여자들을 보고.. 수술실에서 일하면 뒤에서 막 안아가지고 어휴, 

난 끌어안는 것도 보고 막 간질이고 장난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 

아주 천하에 못된 사람이에요....노조 생기자마자 그날로 잘렸어요.

(자)

말길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소장님 폭언... 돌 가리냐 머 그

런... 부 돌 가리냐 그러면 한사람이 아닌 부를 다 고 넘어가

는 거 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차) 

2) 낮은 사회  신분에 한 멸시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문제 은 ‘청소노동자’들에 한 인격  무시가 만연하

여 일을 하면서 축된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 했듯이 이들에 한 사람들

의 시선은 동정  시선 이면에 천 하고 “사람 취 하지 않는” 인격  무시의 

시선이 공존한다. 요한 은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이들은 빈곤과 임 이라는 경제  소외에 처해 있지만, 정서 으로도 소

외되어 심각한 사회  배제에 처하는 것은 거부한다. 힘든 노동을 하는 같은 

노동자이자, 인간으로 우받기를 요구하지 정 이든 부정 이든 차별  인

식과 태도를 기 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 분한 일이고  옛날로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병원측에

서 신분이 참 많은데 그 에서 젤 낮은 신분이잖아요. 

그분들(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 미화원들을 더 박 하고 더 



- 155 -

깔보고...말 한마디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거는 느낄 수가 있

죠. (나이도 어린데) 먼  인사해야 인사 받고. 그래 는 청소부다 

이런 식이 요. 

간호사들도 새 랗게 은 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네- 안녕하세

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 간호사들은 그 뭐야 환자들 간호해 주

는 사람이라 친 이 몸에 베야되고 신분차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

데 환자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잘해요. 근데 청소부한테는 

는 종이다 는 청소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다운시키는 거야. 그건 

이에요 아주. 

마당 쓰는 마당쇠나 부엌데기나 마찬가지 인데 뭐 게 직 에

서 하는 사람하고 용역에서 하는 사람하고 게 차이를 두는 

건가. 그리고 우리 용역 청소는 단순 노동이라고 해서 정말 그 게 

돈도 얼마 안주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권의 박탈감은 고착화 되어버린 직업에 한 

높은 천 의식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노동과정과 사회  계에서 모두 배제

되어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들은 사업장의 모든 직종군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으며,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 왜 자신들을 함부로 하는 지에 

해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자존감 상실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면 에 참

여한 다수의 노동자들은 외부에서 규정되는 정체성과 자신들의 지 를 인정

받기 한 내면의 요구 사이에서 일종의 정체성투쟁(identity struggle)을 벌이

고 있었다(Rogers, 1996). 물론 차별의 행 는 개인의 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들이 호소하는 것은 모두들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구조

화된 배제의 사회인식이다. 

청소노동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수많은 장년층, 고령층 여성들

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노동시장은 차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때문에 

특정계층의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구나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산업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한 공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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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며 그러한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들도 공익  시각에서 근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청소산업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

기 해서는 제도  변화와 더불어 노동자 자신과 사회구조 으로 만연해 있

는 배제의식도 극복도 실하다.

2. 퇴직연령 제한 : 새로운 고용불안 불씨

1) 고연령자들은 노동능력 하?

퇴직연령 제한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에서 최근 자주 제기하는 이슈이다. 

재 법 으로 규정된 연령 상한선이 없으나 60세~65세가 되면 퇴직압력을 공

식․비공식 으로 행사하며, 65세가 되면 그 강도는 더욱 거세다. 원청업체들

은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연령층을 해고시킬 것을 계약과정에서 비공식 으

로 종용한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가 제한하는 퇴직연령은 60세~65세 사이이

다. 반면, 부분의 노동자들은 70세나 아니면 일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데 까지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사용주 측이 고연령층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연령 노동자들을 인

간 으로 보호하기 한 어떤 도의  책임 하에서 제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노동자들에 한 일상  태도에서 결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체로 사용주 

측에서 노동 상한 연령을 도입하려는 이유로는 업무능력 하, 사고의 험, 

외 상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해 노동자들의 시각은  다

르다. 오히려 문제시되고 있는 연령 의 노동자들이 일을 잘 한다고 평가한다. 

이번에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70세 이상자) 4

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올해 12월에도 70세가 된 사람 12명이 퇴

사할 정이다. 퇴사자를 신해서 은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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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자진해서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이제 작년, 올 3월 

달에 그것도 이참 참해서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한거죠.(가)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데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 

해서 잘하고 나이가 어리다 해서 사고 안 나는 건 아니니까.(바)

이와 련하여 면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은, 퇴직연령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에는 변형근로를 통해 노동을 더욱 유연화하고, 비가시  노동으로서의 성

격을 높이려는 략도 작용했었다는 이다. 즉 고용형태를 24시간 3교 제로 

하여 주야․휴일근무를 실시하되 재와 동일한 비용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함이라는 것이다. 야간 근무를 해서는 상 으로 은 노동자가 유용하다는 

단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외국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 요. 차라리 3교

를 해가지고 낮에 몇 명두고, 뭐 몇 명.... 이래가지고 나이를 제한

을 시킨다 하니까는...(아)

연령도 연령이지만 근무 형태가 바 다...(아-1)

이걸 뭐 풀가동하는 거지.(아-2)

3. 노동조합의 결성 : 노동권 보장의 주역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서 상 으로 합법

인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 히 상

노조의 극 인 지원과 노동조합의 건설 덕분이었다는 이다. 노동권에 

한 법  규제장치와 보호조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에서는 탈법

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려는 노력

들은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노조

가 있는 곳의 고용주들은 노조가 없는 곳보다 잠재 으로 불법 이고,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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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별 정책들을 기피하는데 있어 훨씬 더 극 이다. 이처럼 노조는 법

에 한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고용주들의 법순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Harcourt et al., 2004; 윤정향, 2005).

그런 에서 면 에 참여한 노동자들  상당수는 노조의 요성을 인정했

다. 체로 계  보다 실리  (bsusiness unionism)에서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그 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노조의 불필요성을 언 하는 노동자도 

있었으나 노조를 통해 불합리한 고용조건 개선을 경험했던 노동자들은 

으로 노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 노조결성 : 장 리자의 비인격  행태와 불합리한 노동조건

면  참여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조결성 계기를 들어보면 임 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이를 악용하던 장 리자(소장)의 비인간 인 

횡포에 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장에서 겪는 고충을 련 단

체와 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노조수립의 첫 걸음을 디뎠다.

희가 소장님 인제 밥값을 5000원씩 걷어 들 어요. 그때 월

이 40만원, 46만원 그랬어요. 근데 이제 회사업체가 바 면서... 회

사가 바 었는데 머라 구테여  이제 심값을 드리냐...드리지 말

자 머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소장님이 인제 를 목을 짜르겠다는 

거 요(바). 

나이드신 분이다 해서 마악 소장님횡포가 무 심했어요. 머 나이

를 먹었으니까 내년에 짜른다는 둥 머 이런식으로 머 그냥 밥값 내

놓으라고 그냥 담배사오라는 식으로 굉장히 횡포가...그런데도 아주

머니들이 나이드셨기 때문에 그 나이가 나이 때문에 짜를까 서 

말을 못하고 그걸 다 사다 드리고 암암리에 그 게 하신거 요.(바)

애길 하고 싶어도 소장님 반장님한테 애길 한다는 거는 물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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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미화부로선 우리 소장님이 우선이잖아요 ... 지  재로는 그런 

애로사항을 애기 했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지까진 사

실은 애길 안해요. 애길 안하고 근데 내가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노

조에다 부탁을 하죠. 소장님 반장님한테는  애길 안 해요. 그

다고 해서 그게 시정이 되는 게 없어요.(가)

지  생각하니까 노조에 노자도 몰랐어요. 근데 주  나이드신 분

들이 당하시는 거 보니까는...그게 억울하고 무 안타깝고 해서...가

보자고 그래서 시작 된 거 요. ...언어폭력 당하는 게 무 싫고 우

리를 갖다가 노  취 하는 게 싫어서..(자, 자-1)

2) 노동조합 결성 후 개선된 노동조건

청소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은 임 과 장시간 노동, 인간 인 모멸감, 

부당해고 등 작업과정에서 부딪치는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 를 

차지하는 변기구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자의식과 연 의식을 다

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시키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성장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면 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기술하는 노동조합 조직 후 달라진 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무시하는 말과 태도 등 폭력 인 언행들이 사라

졌다는 것을 가장 우선 으로 꼽는다. 둘째,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도 하 다. 셋

째, 법 으로 보장되는 노동권리들 를 들면 노동조합 활동에 한 권한, 최

임 , 4  보험, 퇴직  등 법  기본권들에 한 고용주의 불법과 탈법  

행 들을 제어하고 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휴게시설이 개선되었다

는 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족해하는 변화는 노동자들 간의 연 를 통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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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조직된 힘에 한 기 와 노동자로서 자각하게 되었다

는 이다. 이는 여성노동을 ‘잠시 쓰고 버리는’ 단순, 단기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을 주변화 시킬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 스

스로 노동권에 한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박홍주, 2005; 김

미․손승 , 2003)에 한 항인 것이다.

어유 고용 안정이지. 언어폭력을 안써요. 처음에 나 올 때는 보통 

니 나로 막 나갔어요. 뭐 잘못하면 니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라.

(아-2) 

노조 생기기 에는 ... 그냥 한 2년 동안 200명 정도 갈아치우

고. 그냥  그만둬 하면 그날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되고...(자)

토요일 날은 세시 반이었는데 한시로 퇴근하게 고...한 시간 더 

하면 수당이 나오고...연차는 하나도 안줬었는데 연차를 받지요 인

제. 그러니까 법에 걸리는 거는 인제 회사 측에서 피하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자-1)

가장 보이지 않는 창고 같은데서...컴컴한데 계시다가 서로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학교도.. 개선작업으로 지 까지 온 건데요. 

에는 진짜 건물에 지하 어디 한쪽 구석, 계단 한쪽 구석. 이게 쉼터

어요.(상 노조간부)

노조에 들기 에는 58만원을 받았어요. 최 임 을 못 받고 했

어요.(차)

구체 으로 보면, 먼  한 원청업체가 미화를 담하는 여러 용역업체와 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교와 같은 규모 공간에서는 노동자들끼리도 교류

가  없었고, 갈등의 소지도 많았으나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러한 문제

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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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마주쳐도 싸우고 막 두드리고 서로 정보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인제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 학교 같은 건물에서도요 서로 

몰랐어요.(아)

임 도 임 이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고 새벽에 껌껌할 때부

터 오잖아요.  가 툭툭 쳐도 모르거든요. 진짜 뭐 가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 은 얼굴을 아니까 서로반기면서 인사하고...그

게 제일 보람으로 난 생각해요.(아-1)

미움을 받아가지고...65세로 내쫓을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년을 

정하지 않을 때고 실직상의 조건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한다 그랬는

데 그냥 내 쫓을려고... 그래서 (노조가) 계속 나와서 시 하고 집회

하고 막 그 게 해가지고 (그 분이) 일년을 더 일하고 나가셨어요.

(차) 

둘째, 여 히 노동조합 간부를 심으로 개되는 제한  수 의 조합 활동

이지만, 노동자들이 일상  조합활동이나 단체교섭을 경험하면서, 혹은 집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연 활동을 일부 체험하면서, 당장의 변화를 기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후세 를 해 불합리한 노동조건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하

게 되었다는 인식 변화는 매우 고무 인 일이다. 

인간 우라는 거는 사람들 인식에서 따라야 되는 거지...(자-1)

인성교육이 많이 포함되고 우리 자신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남앞에도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내 일을 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죠, .... 은 사람들이야 처자식 벌어 먹여 살려야 되고.. 정말 

몸 바쳐서 투쟁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직장에 한 두려움 없이 부딪쳐 야 되는데... 머리로써 리드할 

수 없고 열의만 가지고 될 수 없어서 그런 게 안타까워요... 우리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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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겁없는 사람들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은 사람들은 자기 하

나 잘리면 가정이 날아가는데... 그 게 몸 바쳐서 할 수가 없잖습

니까...다들 력해서 다들 정규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자)

Ⅳ. 토론

지 까지 분석한 심층면 을 토 로 하여 몇 가지 논 을 토론형태로 제시

한다.

1. 비정규 여성노동시장 : 보호의 사각지

외환 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요한 변화는 여성노동의 증가와 여성노동

의 비정규직화 심화 다. 특히 비정규직화 심화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 비

정규직 증 의 빠른 진행, 성별노동시장 분리구조의 강화 등 여러 차원의 내용

을 아우르는 의미이다(강이수, 2004). 

심층사례 분석에서 확인된 은 건물 미화분야의 청소노동이 고령층의 비

정규직 여성노동시장의 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조직화되지 않는다

면 노동권, 복지권 등 제도 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인권의 사각지

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불안정한 주변노동자로서의 노동조건과 지 는 노동자에게 ‘노동

자’로서의 권리의식 조차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불안정한 노동시

장의 구조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확인

하게 된다.

2. 공 인 노동시장 감시체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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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법순응력을 증 하는 핵심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은 노동조

합이 노동자들의 변기구로서의 필수 인 조직체임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노동시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련 부처의 역할수행

에 심각한 구조 ․기능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에 체결하는 도 계약 상의 노동조건 규정과 용역업

체와 노동자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간의 탈법  행태들을 해당 청에서 리 

감독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행정이 단히 형식 으로 진행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심층면 을 통해 부각된 문제들이 부분 비정

규 노동이 공론화되기 부터 존재해왔던 문제들이 많았으며, 민간부문만이 아

닌 공공부문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은, 비정규 문제의 해법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법규 수조차도 정부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에서, 노동

시장의 감시체계에 한 정부시스템의 근본 인 변화를 재고해야 할 시 에 

이르 다고 단할 수 있다.

3. 상시 업무 비정규직화의 정성 논란

청소․경비 업무는 주변 인 상시업무로 분류된다. 기업의 핵심업무가 아니

라는 이유로 외부화가 가장 격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부문이기도 하다. 그

지만 청소산업이 독자 인 사업서비스 역으로 성장해갈수록 애  외부화의 

목 은 상당부분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선, 비용 감의 목 은 당장의 기간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의 성장은 산업의 고도화가 높아져 청소산업을 완 히 기계로 체하기 

까지는, 노동인력의 집 과 성숙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시기  차이만 있을 뿐 본격화되기 마련이다. 설령 기계로 체한다 하

더라도 한국의 ‘청결’을 강조하는 문화  특성에서 만족할만한 체효과가 있

고, 무수한 임  노동력을 신할만한 기계장비의 보편  편재가 가능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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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한 평가는 원청업체, 용역업체, 노

동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원청업체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다고 말하지

만,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은 그 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로부터 재확인되는 것

은 외주화로 인한 업무 개선 효과가 장기 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

는 없다고 보여 진다. 반면 직 고용이 노동자들의 소속감과 노동성취감을 높

임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데 정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여 마련한 체계 인 평가시스템을 작동시킨다면 

업무효과성은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 인 청소업무에 해 직  

고용방식을 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시 하다.

직 으로 해야죠. 병원건물을 청소를 하는 건데 세상에 용역이 말

이나 되요. 불 한 사람들 돈도 조  받는데 밥도 좀 먹여주고..., 

시골에서도 모심고 가서 밭 메도 아침주고 심주고 사이에 국수 

삶아 다 주고 막걸리 받아다 주고 다하는데...(웃음). 먹여야 일하지. 

아무것도 안 먹이고. 깡으로 밥 싸가지고 와서 일하래. 그러니 말이

나 되겠어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래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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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자료조사 분석결과

Ⅰ. 자료구성과 분석기준

본 연구는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태를 악하기 해 청소용역 노

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 의 계약자료들과 노동조건자료들을 조사․분

석하 다. 자료수거는 국에 걸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자

료 수거 방법은 1차 으로 국가인권 원회의 공문 발송을 통하여 직  수거하

되, 부족한 자료들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각 공공기 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로 보충 하 다. 이 게 하여 총 수거된 사례는 73개 기  96개용역업체

이다. 참고로 분석된 기 에 종사하는 청소용역노동자수는 5,068명에 해당된다. 

분석 기 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청을 기 으로 하 을 때 공공기 이 62개, 

민간기 이 11개 으며 용역업체 기 으로는 공공기 이 80개, 민간기 이 16

개 다. 본 연구의 주요 심 상은 공공기 이지만 공공기 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해 민간기 의 자료 역시 분석하 다. 

<표 80> 공공/민간 자료 수거율

구  분
원청기준 용역업체 기준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공공기관 62 84.9 80 83.3

민간기관 11 15.1 16 16.7

합계 73 100.0 96 100.0

분석기 을 기 의 성격에 따라 나 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큰 빈도수를 

차지하는 곳은 학교로 모두 54개 기 이 포함되어 74.0%를 차지하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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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자료 수거율

구  분
원청기준 용역업체 기준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공

공

공적 대학교 45 61.6 59 61.5 

공적 병원 1 1.4 1 1.0 

공적 교통기관 2 2.7 6 6.3 

공적 건물 14 19.2 14 14.6 

민

간

사적 대학 9 12.3 14 14.6 

사적 건물 2 2.7 2 2.1 

합 73 100.0 96 100.0 

 국공립 학은 45개, 사립 학은 9개 다. 그 다음은 입법, 사법, 행정기 이 

포함된 청사건물이 10개, 기타공사 4개, 교통기 , 민간건물이 각각 2개, 병원

이 1개이다. 본 에서 분석기 을 이와 같이 분류한 것은 우선 공공기 과 민

간기 을 비하여 보기 함이며,  다른 이유는 앞의 3부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생활 실태 분석’의 설문조사분석과 통일된 분류기 으로 분석하기 

함이다.

분석 상 자료는 계약서, 시방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 자료로 총 다섯 

종류인데 100% 모두 받은 자료는 없다. 도 계약서는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받

았지만 계약서의 부속자료인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과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

은 곳이 많아서 분석결과에 한계로 작용하 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여자료는 각각 83.3%, 87.5% 91.7% 수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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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세부자료 수거율

자료명
전체 수거량(용역업체 기준)

빈도(개수) 수거율(%)

도급계약서 95 99.0 

시방서 47 49.0 

취업규칙 80 83.3 

근로계약서 84 87.5 

급여자료 88 91.7 

 

분석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자료상 드러나는 장도 의 징

표들을 조사하 다. 청소용역은 형식상 도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로는 장근로 계나 불법 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에서

는 법한 도 이 아닌 장도 의 형태가 얼마나 발견되는지 자료분석을 통

해 그 실상을 알아보았다.  

징표의 기 은 앞서 노동부고시(98-32호) 3조  ‘노무 리상의 독립성’을 용하여 

첫째,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 업무수행결정에 한 개입징표 둘째, 원청의 청소용

역노동자 근로시간 결정 개입 징표 셋째,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 인사이동․징계 

결정 개입 징표를 살펴보았고 추가 으로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업무지

시․감독 개입 징표를 살펴보았다. 노동부고시의 나머지 부분인 ‘사업경 상의 독

립성’은 본 자료로는 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분석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장도 의 실태분석을 해 이용한 자료는 도 계약서와 그 부속자료인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과 시방서이다.

그 다음의 분석내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다. 장도 이나 불법 견은 

그 자체로 법한 일이므로 문제이지만 그 결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진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청소직은 표  임  직종인데 이러한 직

종을 장도 에 의해 간착취까지 발생하게 만들면 청소노동자는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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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으로 살아가야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

다. 장도 아래에서는 원청업체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인사에 한 실

제  결정을 행사하고 용역업체는 원청업체의 결정사항을 단순 리하는 원청

업체의 간 리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노사 계를 다툴 상이 모호해진다. 뿐만 아니

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도 계약이 해지 될 가능성이 발

생하므로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가 매우 제한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임 실태, 기타 근로조건에 

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여자료를 통해 분석하 다. 

Ⅱ. 위장도급 징표 분석

1. 업무수행에 한 사항

도 계약(용역계약)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들이 용역업체의 작업내

용이나 방식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분석가능 기  41곳의 85.3%

인 35건에 이르 다. 기 별로 살펴보면 공 병원, 공  건물, 사 학이 각각 

100%씩 나타났는데 나머지 기 은 사례수가 부족하여 평가하기 어렵지만, 주

로 청사들이 포함된 공 건물의 경우 유효사례수가 11군데 모두 이러한 결과

가 나와 다른 기 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업내용과 방식에 

한 원청의 결정권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이나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

이한 것은 다른 기 에 비해 공  교통기 에서 그러한 결과가 게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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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작업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원청의 결정권이 있는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

교통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

물
합계

있다
빈도 16 1 1 11 5 1 35

% 80.0 100.0 33.3 100.0 100.0 100.0 85.3

없다
빈도 4 0 2 0 0 0 6

% 20.0 0.0 66.7 0.0 0.0 0.0 14.7

합계
빈도 20 1 3 11 5 1 4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작업방식․내용 개입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 인원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는 

분석가능기  50곳  88.0%인 44군에서 나타났다. 공  학의 경우 분석가

능기  33곳  30곳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 병원은 작업방식․내용개

입에 이어 노동자 인원 결정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  교통기

은 자료가 부족하여 총 3기   1곳만 분석하 는데 인원 결정 징표는 나타

나지 않았다. 공 건물의 경우 7곳  6곳으로 85.7%, 사 학의 경우 8곳  

7곳으로 8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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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병원- 덕 라임/도 계약서

6조(자재 등의 사용) 3) “을”은 청소용품  각종 소독약품  의약품은 “갑”이 지정하는 

별첨역무시방서의 의약품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sh공사/계약서

13조② “을”은 용역에 한 “갑”의 지시와 감독사항을 수하고 모든 시설물을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갑”이 정한 분야별 정인원을 배치하여 용역 리에 차질 없

도록 하여야 한다.

<표 84>  청소용역 노동자 인원을 정하는데 원청의 결정권이 있는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합계

있다
빈도 30 1 0 6 7 44

% 90.9 100.0 0.0 85.7 87.5 88.0

없다
빈도 3 0 1 1 1 6

% 9.1 0.0 100.0 14.3 12.5 12.0

합계
빈도 33 1 1 7 8 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 들이 청소용역 노동의 작업방식이나 내용에 여하는 구체  모습은 시

간 별로 각각 일의 순서와 할 일을 세세히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업체의 

작업방법에 해 원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원청 명령에 따르도록 규

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원청이 지정하는 청소약품을 원처이 지정하는 양

만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청소용역이 실상은 노동자들의 

품을 이용하여 완성되는 일이므로 인원배치는 주요한 업무 결정이다. 그런데도 

어느 장소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배치할 것인가는 부분 원청의 몫인 것

으로 나타나 있다. 한 원청이 지시하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청소 외의 업무

도 맡아야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



- 171 -

구교육 /특수조건

8조 (용역의 제공  근무요령)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청소  시설물 리 임무를 수행한다.

계명 학교/도 계약서 

제3조(근무인원) “을”은 청소작업에 필요한 계약인원을 매일 고정 으로 투입시켜 제

복을 착용시키고 리부서의 배치 지시에 따라 청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갑”

의 요청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통보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비는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경북 /특수조건(2)

4조(근무요령) ① “을”은 용역 리부서(총무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근무하여야한다.

강원도립 문 /과업지시서

근무시간 ④ 직원의 직무시간 30분 까지 학본부 청소 완료 후 학생회 ->강의동->

실습동->도서  순으로 청소한다.

한경 /시방서

7조 (업무 리)③ “갑”이 지정한 감독부서는 “을”에게 용역원의 청소  경비방법, 용

역원의 교체, 근무편성 등 련 업무에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인하 /시방서

 5. 6) 계단청소

진공청소기, 자루비를 사용하여 바닥면의 먼 를 제거한다.

바닥면에 러 붙은 껌이나 오물이 있을 경우 날이 무딘 칼, 는 헤라로 이물질을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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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오물제거를 마친 후

ㄱ) 알칼리성 세제와 물을 50:1의 비율로 희석한 세제를 걸 에 묻  하루에 한번 닦

아 다(이  잔여물기가 없도록 해야 함: 미끄러짐 방지)

ㄴ) 유제처리한 건식마포(리스킹)으로 바닥 체를 수시 닦아 다.

청소 후 ‘마포’처리방법은 ‘사무실바닥청소’와 동일

계단바닥의 오염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특별 청소작업(박리, 왁스작업)을 실시한다.

계단난간 청소는 알칼리성 세제와 물을 50:1의 비율로 희석한 세제를 걸 에 묻  닦

아주고 마른걸 로 물기를 완  제거한 후 약을 사용하여 윤기가 나도록 한다.

계단 청소시 유의사항

- 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청소한다.

- 경사가 함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 에 유의한다.

- 보행자의 이동이 있을 경우 잠깐 작업을 멈춘다.

- 작업도  계단바닥에 앉지 않도록 한다.

- 작업도구를 작업자보다 높은 치에 두지 않도록 한다.(흘러내림 방지)

- 작업도구를 여유있게 지참토록 한다.(작업의 연속성 보장)

2. 근로시간에 한 사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배치나 휴일근무 혹은 시간외 근로에 해 원

청의 결정이 향을 미치도록 강제된 조항들이 꽤 많이 발견되었다. 분석가능

한 41곳  14군데인 34.1%에서 이 같은 조항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공 학

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분석 상이었던 22군데 공 학  10군데에서 

원청이 노동시간과 휴일근무에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건을 조사한 

공  건물에서는 4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 학, 

사 건물에서 이러한 경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 교통기 이나 공

병원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해석이 모호하여 분석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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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나 휴일근무 배치에 원청 결정권이 

있는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빈도 10 4 0 0 14

% 45.5 33.3 0.0 0.0 34.1

없다
빈도 12 8 6 1 27

% 54.5 66.7 100.0 100.0 65.9

합계
빈도 22 12 6 1 41

%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찰청/계약서

20조 ④ “을”의 소속 종업원으로 “갑”의 장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 법 57조(월

차유 휴가) 련 계법에서 명시한 법정 휴가일수를 과, 시행할 수 없다. ⑤ 4항

원청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나 휴일근무 배치에 여하는 구체

 모습  하나는 휴가나 조퇴, 지각 등이 발생하 을 경우 용역비를 감액하

는 경우이다. 실제 노동자의 결원이 있을 경우 빠진 노동자 신 다른 노동자

들이 나 어 그 일을 수행한다. 물론 빠듯한 노동시간이므로 신 수행하는 노

동자들이 힘에 겨워 이 같은 일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나 법한 도

이라면 노동자들을 충원하거나 군가 신하도록 하는 것 모두 용역업체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청의 응조치는 불법 견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이다. 

원청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나 휴일근무 배치에 여하는  다

른 모습은 원청이 지정한 시간에 용역노동자들이 무조건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있으며 원청의 요구에 따라 주․야간에 계없이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

정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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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 “을”은 “갑”이 지정한 리담당부서에서 “갑”의 장에 근무하는 자의 근

무상황부(이하 출근부) 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면, 다음 각호 경우에는 해당월

에 계없이 리비 지 시, 산출명세서상의 요율 용 사정 감액조치 할 수 있다. 

1. 월차유 휴가 과 2. 무단조기퇴근 월 2회->1일 4. 무단지각 월 2회-> 1일 

서울시/과업내역서

□ 청소작업시간

․ 다만,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

며

경북 /특수조건(2)

6조(특약사항) ①시설물 리 책임기 의 요구가 있으면 시간에 계없이 특별청소

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상주인원 외에 정인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립 /과업내용서

8조(근무시간) (2) 발주자의 작업 요청시에는 평․휴일 는 주․야간에 계없이 즉

시 작업을 실시하여 건물 리 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동 학/과업지시서

6. 청소원 리 나.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17:00까지로 하며, 학교측의 사

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상주 학교/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근무요령  작업사항) “을”은 “갑”이 지정한 특수조건과 사회상규  감독․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근무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무자는 “갑”의 감독과 지시에 따르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 하

며, 학생수업 기간 의 체육 은 08:30-23:00까지 청소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청

소 리부서 측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 연장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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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청소용역 노동자 채용시 원청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기

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빈도 20 0 1 8 6 0 35

% 80.0 0.0 33.3 61.5 85.7 0.0 70.0

없다
빈도 5 1 2 5 1 1 15

% 20.0 100.0 66.7 38.5 14.3 100.0 30.0

합계
빈도 25 1 3 13 7 1 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인사이동과 징계와 련한 사항

원청이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사결정권에 개입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 분석가

능한 곳을 기 으로 70%이상이 그러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청소노동자의 채용

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70.0% 발견되었는데 공 학과 사 학이 

각각 80.0%, 85.7%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 건물의 경우 61.5%로 나타났다. 사

 건물과 공  병원은 각각 1곳씩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발견되

지 않았다.

원청이 청소용역 노동자의 해고와 련되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은 채용과 련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

석가능기  49 곳의 77.6%인 38곳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공 병원에서 

노동자 교체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었고 공 건물과 공 학의 경우 각각 

91.7%, 84.0%가 노동자에 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었다. 

사 기 은 그 정도가 덜하여 사 학의 경우 71.4%, 사 건물의 경우는 발

견되지 않았다.



- 176 -

<표 87> 원청에게 노동자 교체권이 있는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빈도 21 1 0 11 5 0 38

% 84.0 100.0 0.0 91.7 71.4 0.0 77.6

없다
빈도 4 0 3 1 2 1 11

% 16.0 0.0 100.0 8.3 28.6 100.0 22.4

합계
빈도 25 1 3 12 7 1 4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시철도공사 5, 8호선 동차/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5조③ 용역사업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한 수요기 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는 계약상 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 자는 사 에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행(우지기업주식회사)/특수조건

9조(종업원에 한 책임 등)②“을”의 종업원  청소용역업무 수행과 련하여 “갑”소

속 계직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잦은 결근 등으로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원청업체가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 결정에 향을 행사하는 방법은 청소용역

노동자의 채용, 변동시 해당 노동자 인 서류를 원청에 제출하는 것이 있고 채

용할 노동자의 조건을 원청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  채용 에 원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한 원청의 노동자 교체요구시 무조건 응해

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실상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심

지어는 원청이 원하는 사람을 청소용역노동자로 무조건 채용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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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계약서

14조 ② “을”은 용역개시와 동시에 인력 리 조직표와 종사원의 인사기록  신상명세

서를 “갑”에게 제출하며, 종사원 변동시에도 즉시 인사기록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사원  부 당한 자  인원배치 조정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교체  배치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sh공사/계약서

18조(종사원의 채용  해직) ①“을”이 종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이력서, 민간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계약서

13조③“갑”은 “을”의 근무인원  용역업무 ‘세부지침서, 리인력 자격  경력기 ’ 

합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갑”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용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경찰청/계약서

15조②“을”은 종업원을 “갑”의 시설에 배치코자 할 때에는 사 에 “갑”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갑”에게 사 신원확인에 필요한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려 학교 녹지캠퍼스/도 계약서 

제15조(종업원의 채용) (1) “을”이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측에서 정한 자

격과 기 에 맞추어 인원을 선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충북 학교/특수조건 

4조(용역직원채용) ① “을”이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요구사항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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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이 신원확인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민간인신원진술

서 등의 서류를 주 부서(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교 /특수조건 

16조 1. 갑의 직원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 등이 본 용역에 종사를 원할 시에는 을

은 우선 으로 고용을 하여야 한다.

서울교육 학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 자의 근로자)

(2)계약상 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상 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하여 당해 계약의 수

행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하여 다시 채용

할 수 없다.

4. 업무지시나 감독 사항

원청이 청소용역 노동자에 해 업무지시나 업무 감독을 하는 경우를 분석

한 결과 34곳  28곳인 82.4%에서 발견되었다. 공 학과 공 건물에서 각

각 83.3%, 88.9%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례는 지만 공 병원과 사 건물이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교통기 은 그러한 경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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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감독권이 있는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빈도 15 1 0 8 3 1 28

% 83.3 100.0 0.0 88.9 75.0 100.0 82.4

없다
빈도 3 0 3 1 1 0 8

% 16.7 0.0 100.0 11.1 25.0 0.0 17.6

합계
빈도 18 1 3 9 4 1 3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분석 상 51

곳  39곳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기 들에

서 고루 나타났는데 공 기 은 80.0%, 공 건물은 66.7%, 사 학은 81.8%가 

원청업체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다른 결과는 비교  양호하 던 공 교통기 이 노동권 제한에서는 

66.7%의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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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병원- 덕 라임/도 계약서

7조 1) “을”은 청소업무를 리함에 있어 “갑”의 지시사항을 수하고 모든 장비는 항

상 완 한 상태로 보존, 리유지하고 연 무휴 24시간 필요한 청소인원을 “갑”의 지시

하에 배치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서울 학병원- 덕 라임/도 계약서

10조 (지시감독) “을”의 종업원은 “갑”의 각 부서  변동단  책임자의 청소업무에 

한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 89> 원청이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기

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빈도 16 1 2 8 9 0 39

% 80.0 100.0 66.7 66.7 81.8 0.0 76.5

없다

빈도 4 0 1 4 2 1 12

% 20.0 100.0 33.3 33.3 18.2 100.0 23.5

합계

빈도 20.0 1.0 3.0 12.0 11.0 1.0 5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직․간  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체  모습

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심한 경우는 청소용역노동자가 항상 원청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으로 강제하는 경우이다. 조  강도가 낮은 경우는 원청의 감독

이 가능하도록 명시되는 경우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경우인데 노사분규시 용역계약해지를 명기한 곳이 많았고 

심지는 노사분규시 원청의 체근로 투입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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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법, 앙지법)(용진건설)/특수조건

19조(업무감독  지사항) ① “을”은 업무수행에 하여 “갑”지시감독에 따라야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법, 앙지법)(용진건설)/특수조건

24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 “을”은 종업원의 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이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

원으로 하여  업무를 행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항의 경

우에 “갑”이 지출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KBS/KBS 비지니스/계약서 

11조 (계약의 해지) 노사분규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래할 경우

sh공사/계약서

23조(업무감독  지사항) ① “갑”은 본 계약이행을 하여 각종 지시  요구사항 

등을 “을”이 선임한 자에게 행하거나 “을”의 종사원에게 직  지시 는 요구할 수 있

다.

② “을” 는 그 종사원은 업무수행과 련 여부를 막론하고 사옥내에서 다음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 (무단이석, 무단결근, 노사분규, 태

업 등)

SH공사/계약서

26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②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사분규 등 긴 을 요하는 사태

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업체(보증업체 포함)로 하여  업무를 행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SH공사-주식회사 동지에스/취업규칙

25조( 지사항)직원은 다음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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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는 행

국회/계약서

7조(종업원 채용  배치) ⑤ “을”은  종업원의 인사기록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밭 /청소용역 시방서

아. 업무감독  지행

(1) 청소원은 업무진행에 한 “갑”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하며 “갑”의 각 부서 책임

자에게 청소작업에 필요한 조를 하여야 한다.

충북 /특수조건

7조( 지사항) “을” 는 그 직원은 청소 등 업무진행에 한 “갑”의 지시, 감독에 순

응하여야 하면 다음 각 호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립 /과업내용서

32조 (노사분규 등의 조치)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으로 하

여  업무를 행  할 수 있으며, 계약상 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북 /특수조건

8. 기타사항. 용역회사는 미화원이 학교내에서 시  등 불법행 를 하여 학업무  

학습분 기를 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 조치하여야한다.

한양 /계약서

18조 (계약해지)

5. 11조 2항의 노동쟁의나 그에 하는 업이 있을 시는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서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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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계약의 해제)

6. "을“의 고용원이 업 는 태업을 할 경우

Ⅲ.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1. 임

1) 평균임

임  분석이 가능한 91곳(용역업체 기 )의 임 자료를 분석(임 자료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이용)한 결과 노동자들의 평균임 은 770,065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기 별로 살펴보면 공  교통기 의 노동자들이 939,890원으로 가장 

많은 임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 건물, 그 다음으로 공  병

원 순이었다. 공 교통기 의 경우 다른 기 에 비해 고정  야간 근무가 많이 

포함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90> 기관별 평균임금 (단위: 원)

구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분석기관

수
58 1 6 13 12 2 91

평균임금 760,698 767,690 939,890 739,990 751427 825,740 770,065



- 184 -

임 구간별로 업체 구성 분포를 보면 91개 업체   반 정도에 이르는 45

개 업체가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임 을 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1곳,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임 을 지 하

는 경우가 18곳, 80만원에서 90만원을 지 하는 기 이 21곳, 90만원을 과하

는 경우가 6곳에 이르 다.

<그림 20>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 분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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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60-70 70-80 80-90 90 초과

2) 최 임  반 여부

최 임  반여부를 알아보기 해 본 조사에서는 3가지 기 을 사용하

다. 기 1은 각 업체의 평균임 을 ‘최 임 ’과 비교하는 것이고 기 2는 각 

업체의 평균임 과 ‘2003년 개정법 기 으로 구한 연차수당+최 임 액’을 비

교한 것이며 기 3은 각 업체의 평균임 을 ‘최 임 액+2003개정 이  법상 

월차수당+연차수당’과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기 들로 87개 업체의 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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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최저임금 위반 대학수

기준1: 최저임금
기준2: 최저임금+연차

(2003개정법 기준)

기준3: 

최저임금+월차+연차

(개정 전 기준)

6개

(7%)

17개

(20%)

52개

(60%)

반여부를 조사했을 때, 각각 6개(7%), 17개(20%), 52개(60%)의 반업체수가 

계산되었다. 조사기 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평균 41.6시간이고(본 자료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연차를 휴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3

부 설문조사 결과)을 감안하면 실제 최 임 반율은 20%에서 60%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 종류별로 최 임  반건수를 비교해보면 공 건물과 공  학의 성

이 가장 낮다. 기 1을 심으로 비교하면 공 학과 사 학이 각각 5개, 

1개 기 이 최 임 에 미달하는 임 을 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2를 

심으로 비교하면 공 학의 경우 20.7%가 공 건물의 경우 25.0%가 최 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  3을 심으로 비교할 경우 공 학의 

32.8%, 공 건물의 50.0%, 사 학의 16.7%가 최 임 을 반하고 있는 경우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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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기관별 최저임금 위반

구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최저

임금

위반

건수

기준

1

5

(8.6%)

0

(0.0%)

0

(0.0%)

0

(0.0%)

1

(8.3%)

0

(0.0%)

6

(6.6%)

기준

2

12

(20.7%)

0

(0.0%)

0

(0.0%)

3

(25.0%)

2

(16.7%)

0

(0.0%)

17

(18.7%)

기준

3

19

(32.8%)

0

(0.0%)

0

(0.0%)

6

(50.0%)

2

(16.7%)
0

27

(29.7%)

분석기관수 58 1 6 12 12 2 91

와 같이 최 임  반여부를 알아보기 해 여러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부분의 업체들이 포 임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기본 과 법정수당을 따

로 알기 어렵거나, 혹은 임 장에 기본 과 수당내역이 나와 있어도 그 내역

이 명목 일 뿐 실제 계산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임 자료만을 가지고 최 임  반여부를 정확히 악하기 매우 

어려웠다. 아래에서는 포 임 제 실태를 알아보았다.

3) 포 임 제

포 임 제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고, 발생유무가 불확실한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월 여액이 삭감, 결과 으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 기본 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거나 혹은 연장근로나 휴일근

무, 야간근무를 모두 포함하여 지 되기 때문에 최 임  반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추가수당 발생가능성은 억제하면서도 임 삭감 기 은 근로계약

서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평등한 임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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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우지기업주식회사)/근로계약서

1. 계약 액: 월 790,000으로 하고 익월 13일에 지 한다.

3. 계약 액에 한 월지 액은 근무시간에 따른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액으로 정

<표 93> 포괄임금제 실시 현황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포괄

임금

제

빈도 48 0 4 9 4 0 65

% 85.7 0.0 80.0 75.0 36.4 0.0 75.6 

아니

다

빈도 8 1 1 3 7 1 21

% 14.3 100.0 20.0 25.0 63.6 100.0 24.4 

합계

빈도 56 1 5 12 11 1 8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포 임 제는 모두 86개 업체  65개 업체인 75.6%에서 발견되었다. 기

별로 살펴보면 공 기 이 민간기 에 비해 포 임 제 실시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공 학의 경우 가장 높은 85.7%의 업체가 포 임 제를 실

시하고 있었으며 반면 사 학의 경우 36.4%가 포 임 제를 실시하고 있었

다. 나머지 기 들은 공  교통기 이나 공  건물의 경우도 80.0%, 75.0%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게 민간기 과 공공기 의 포 임 제 차이를 어

떻게 해석할 것인가? 민간기 의 사례수가 어서 해석의 한계는 있지만 이러

한 경향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단된다. 최근 국가기 을 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불거져 나오면서 원청업체가 용역계약시 최 임  이상의 임 지

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에서 빠져나가기 해 용역업

체가 포 임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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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결근, 조퇴, 지각시 계약 액에서 일할 공제함)

서울산업 학교-더존시스템

근로계약서 제7조( 여) 여는 익월 10일에 고정 여 총액(기본 +월차+퇴직 여 충당

 포함) **원을 지 하되, 상여 은 없다.

부산교육 학교-화성기업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1)임   월 은 아래의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에 한 기본임

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포

함한 포 임 임. (연,월차는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사용시 해당 수당은 공

제함)

2. 기타 근로조건

자료의 한계상 가입여부를 알기 어려워 본 조사 상에서 제외된 산재보험

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보험에 거의 모든 기업이 가입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 국민연 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연령이 가입 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가 있어서 가입률이 100%에 이르지 않았지만 실제 국민연 가입 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100%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 올 

1월부터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노령자들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몇몇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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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명진기업주식회사)/근로계약서

<표 94>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사회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가입, 

고용보험은 99.8%가입

주평균 노동시간 41.6시간

결근시 일급공제 58업체 중 15 업체(25.9%)

노동자 동의 없는 휴일, 연장근무 강제 

휴게시간 이용 제한
49업체 중 16 업체(32.7%)

퇴직시 불이익 받는 경우 80업체 중 12 업체(15.0%)

노동자들의 주평균 노동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정 근로시간 기 이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

칙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이나 휴게 시간 혹은 휴일 휴가에 한 제한 조치

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를 들면 결근이나 지각, 조퇴시 일  혹은 시

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업체가 58개 조사업체  15개 업체에 달하 다. 법한 노동조건도 발견되었

다. 노동자 동의 없는 휴일, 연장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이러한 조

치가 발견되는 업체는 49개를 조사한 결과 16개 업체가 포함되었다. 

퇴직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12군데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모두 학교에서 

발견되었는데 입사 후 3개월 혹은 6개월의 기간 안에 퇴사하는 경우 근무복에 

한 비용을 물도록 하는 것이 불이익을 주는 표  형태이다.  다른 경우

로는 여를 감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회사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부담

하도록 조치하는 조항도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사례 수는 지만 생리휴가 사

용에 한 제한 조치가 발견되기고 했고 고용주에 한 무조건  순종을 맹세

한 서약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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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 규칙  례에 하며, 다음 사항을 수할 것을 서약

1) 귀사의 사규를 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겠으며 근무기간  물

의를 일으켰을 시에는 귀사의 조치에  순종하겠음.

2) 력을 업무에 경주하여 소  업무를 성심 성의껏 수행하겠으며 고의 태만 등으로 

명령 취지에 배됨이 없도록 하겠음.

3) 근, 보직, 출장, 기타에 한 귀사의 인사 명령에 하여 불평 없이  순종하

겠음.

7) 이력 사항의 조  갑측의 신원조회 시 부 격자로 정되어 퇴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이에 응하겠음.

8) 사용 기간  본인의 실무 수습 사항과 소질을 감안하여 귀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에 응하겠음.

* 근로계약서를 서약서의 기능으로 노동자는 회사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조항들

로 가득함.

서울메트로-명진기업/근로계약서

4. 기타 근로조건:당사 취업규칙  례에 하며, 다음 사항을 수할 것을 서약

1) 귀사의 사규를 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겠으며 근무기간  물

의를 일으켰을 시에는 귀사의 조치에  순종하겠음

3) 근, 보직, 출장, 기타에 한 귀사의 인사 명령에 하여 불평없이  순종하겠

음

경북 학교-청송안 시스템

- 취업규칙 제66조(결근시 여계산)①월 소정근로일수의 결근자는 월 여를 일할 계

산하며, 결근일 임 과 그 주의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지 치 않는다.

부산 학교-천우시스템

취업규칙 제28조(지각) 2.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로 한다. 3. 지각은 무

으로 하고,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 을 경우 회사는 지각자를 결근으

로 간주하여 귀가조치할 수 있다.

제29조(조퇴) 2.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 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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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교-신도종합 리

- 근로계약서 4. 기타사항 (5)근로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갑”사의 청소 작업시 출

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 처리하여 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38조(휴일근무  체) (1)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서울산업 학교-서울해정환경

취업규칙 제36조(휴게시간의 이용) 2. 회사는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이 직장질서 는 

규율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부산교육 학교-화성기업

근로계약서 2.근로조건 (6)입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 시에는 피복비를 공제한다.

목원 학교- 산기업

근로계약서 퇴직 차 1. 사직일로부터 2주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2. “갑”은 “을”이 제 1항을 반할 시 1주일분의 통상 여를 감 처분할 수 있

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 동차/근로계약서

(2) 여조건 ②생리휴가: 여성근로자의 경우 생리 상이 있는 것을 제로 하며 사용

할 시에는 그 해당액을 공제한다.

3. 고용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1년 안 이었다. 이 게 근로계

약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  부분은 간 고용 자체의 문제 에서 일어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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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도급계약 해지시 자동으로 근로계약해지

구 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그렇다 33 1 4 8 7 1 54

% 84.6 100.0 80.0 66.7 77.8 50.0 79.4 

아니다 6 0 1 4 2 1 14

% 15.4 0.0 20.0 33.3 22.2 50.0 20.6 

합계 39 1 5 12 9 2 6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6> 원청의 노동자 교체 요구시 근로계약해지

구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다. 근로계약기간이 용역계약기간 안으로 제한되는 것 역시 그러한 문제 에 

해당되며 원청업체가 노동자의 해고를 원하면 별다른 해고 차 없이 자동해

고하게 되는 것도 간 고용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 68

개의 근로계약서 제출업체  54곳에서 용역계약 해지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원청 요구시 근로계약 자동해지의 경우도 23개 업체

의 근로계약서에서 발견되었다. 공 학, 공 교통기 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

았고 공 병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가 상 으로 

은 곳은 공 건물과 사 건물이었다. 

원청이 노동자 교체를 요구할 때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는 경

우는 분석 상 42곳  23곳에서 발견되었다. 사 건물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고 역시 가장 문제로 드러난 곳은 공 학이었다. 19개 업체에

서 13개 업체가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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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13 0 2 6 2 0 23

% 68.4 0.0 40.0 50.0 66.7 0.0 54.8 

아니다 6 1 3 6 1 2 19

% 31.6 100.0 60.0 50.0 33.3 100.0 45.2 

합계 19 1 5 12 3 2 4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연동하여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곳도 여러 곳 발견되었

다. 간 고용의 특성상 고용업체와 사용업체가 달라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제

로 실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취업규칙  노조활동을 

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었다. 

아  채용때부터 노조활동 경험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채용시 신원조회를 하

는 곳도 발견되어졌다. 노동3권에 한 제한규정이 발견된 경우는 조사 상 61

곳  54.1%인 33곳이었다. 다른 부분에서 비교  양호한 조건을 보이던 공  

교통기 이 100%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 학은 이 부분에서도 노동3권

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다른 기 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반면 공 건물은 13

을 분석한 결과 2곳에서만 이러한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 건물과 공 병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97> 노동3권 제한 규정

구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25 0 6 2 6 0 33

% 80.6 0.0 100.0 15.4 75.0 0.0 54.1 

없다 6 1 0 11 2 2 28

% 19.4 100.0 0.0 84.6 25.0 100.0 45.9 

합계 31 1 6 13 8 2 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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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우지기업주식회사)/근로계약서

근로계약해지사유: 1.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결근, 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인 

경우 2. 규정 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반하 을 경우 3.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

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도박, 음주, 폭행, 괴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규율을 반하 을 

때 5. 계약기간이 종료하 을 때 6. 사업장 용역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법, 앙지법)(용진건설)/특수조건

부분 용역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일치하여 매우 짧은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업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런 책임 없이 노

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상 83 

곳  79 곳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나타나 95.2%에 이르 다. 공, 사 학과 공

 병원, 사 건물에서 100%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

으며 공 교통기 에서는 66.7%에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수습기간 여부

구분 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기관
공적건물 사적대학 사적건물 합계

있다 52 1 4 11 10 1 79

% 100.0 100.0 66.7 84.6 100.0 100.0 95.2 

없다 0 0 2 2 0 0 4

% 0.0 0.0 33.3 15.4 0.0 0.0 4.8 

합계 52 1 6 13 10 1 8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외에도 근태 련 해고, 업무수행 능력부족시 해고, 취업규칙 반 등 다

양한 해고 사유가 별다른 차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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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③ “갑”은 “을”의 종업원  부 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그

의 교체 는 기타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법(삼종실업(주))/근로계약서

9조(징계) .. 략.. 원청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시 자진퇴사를 해야 한다.

계명 학교-동양종합 리/취업규칙 

제145조(권고사직 는 징계해고)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징계해고 한다.

1. 회사 내에서 미리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  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하는 행 를 하 을 때

2. 회사내에서 정치활동을 하 을 때

서울산업 학교-서울해정환경/취업규칙

제23조(해고와 고)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 한 지장을 래하거나 재산상의 손

해를 끼친 경우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다. ④허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 한 지장을 래한 경우

목원 학교- 산기업/취업규칙 

제83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 을 때 단, 이 횟수는 무단지각, 외출, 조퇴를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구교육 학교-동우에스엔/근로계약서 

7. 계약해지(해고) 사유 “을”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

고할 수 있다. ①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②회사의 규정을 

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반할 때 ④무단결근 3일 이상 는 월간 결근 일

수가 6일 이상일 때 ⑥취업장소  취업직종에 하여 불복할 경우

9.근태사항 ①근로자가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회사에 계속근로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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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무단결근 4일째 되는 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⑤근로자가 근무를 해태

하거나 회사의 제반 규정이나 지시를 반한 경우 기타 근로자로서의 계속 근로 계유

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근로 계를 해지할 수 있다.

군산 학교-범호개발/근로계약서 6.근로계약해약 : 매월 근로인원에 한 용역인건비로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 하게 되는 용역 업체의 탁업무 특성상 아래와 같

은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 해약시 즉시 시행할 조건으로 계약한다. ①계약기간 만료시 

②“을”의 근무장이 계약해지되어 근무가 필요치 않을시 ③당사의 취업규칙을 반한 때 

④원청사에서 계약해지 는 교체요구시 ⑤당해 근로자 서면 시정 지  2회 이상시

4. 도 비 분석

원청과 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청에서 제시하거나 용역회사가 자체 으

로 산출한 산내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2006년 서울산업

학교와 용역회사간에 체결한 도 계약서에 포함된 ‘청소용역 소요 산 산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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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도급비 분석

구분 금액 산출내역

①재료비

직접재료비 550

간접재료비 0

소계 550

②노무비

직접노무비 26,931

 청소원 27명*997,430월

 - 기본급 31,309원*25일

 -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포함

간접노무비 0

소계 26,931

③경비

복리후생비 4,638

보험료 771

세금과공과 135

감가상각비 30

소계 5,574

④순용역원가 33,055  ①+②+③

⑤일반관리비(5%) 1,653  ④ * 5%

⑥이윤(10%) 3,416  (②+③+⑤) * 10%

⑦총원가 38,124  ④+⑤+⑥

⑧부가가치세(10%) 3,812  ⑦ * 10%

⑨합계(월) 41,936  ⑦+⑧

⑩연소요예산(12개월) 503,232  ⑨ * 12월

상기 표  순용역원가 이후의 비용인 ⑤일반 리비(5%), ⑥이윤(10%), ⑧부

가가치세(10%)의 경우 직 으로 운 할 경우 필요치 않은 비용이다. 일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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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경우도 비비의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용역업체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총비용의 25%에 달하는 비용이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외주화로 인해 총 비용이 감된다는 

것은 그 만큼 직 비 인건비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 상기   도 계약서를 제출한 기 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원가 산출내역이 확인되는 46개 학교 청소용역비용의 비 을 보면 총 도

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이 74.78%, 일반 리비 3.86%, 업체이윤 6.26%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건비액을 모두 

노동자에게 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총 도 비의 

20~30%는 간 고용으로 인한 구조 인 간착취분이라 할 수 있다. 

Ⅳ. 소결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태를 악하기 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 의 계약자료들과 노동조건자료들을 조사하

다. 이러한 조사결과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도 계약서와 그 부속자료인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과 시방서를 분석한 

결과, 청소용역의 장도  성격은 모든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

다. 

4부분으로 나 어 장도 의 징표들을 조사한 결과, 첫째, 원청의 청소용역노

동자 업무수행결정에 한 개입의 세부징표가 각각 85.3%, 88.0%로 높게 나타

났다. 둘째,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 근로시간 결정 개입징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으로 낮아서 34.1%로 나타났다. 셋째,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 인사이동․

징계 결정 개입은 두 개의 세부징표 각각이 70.0%, 77.6%로 나타났다. 넷째, 

원청의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업무지시․감독 개입의 세부징표는 각각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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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0> 위장도급 징표 분석 결과

 징표 범주  징표 비율(%)

원청의 업무수행결정에 대한 개입 

징표

작업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원청의 결정
85.3

노동자 인원을 결정 88.0

원청의 근로시간 결정 개입 징표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결정 34.1

원청의 인사결정 개입 징표
채용시 원청 승인 70.0

원청의 노동자 교체권 77.6

원청의 업무지시․감독 개입 징표
원청의 노동자 감독권 82.4

원청의 노동권 제한 76.5

76.5%로 나타났다.  

1-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 어 비교해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

에서 장도  징표들이 상 으로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 기 보다는 공 기 에서 장도  징표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은 공

기 의 공공성 확보 때문인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도 계약 문서에는 

“기 의 특성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즉 공공기 은 공공성 확보를 

해 청소도 계약을 하고도 실제로는 불법 견 계나 장근로 계의 형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공공기 은 합법 인 청소용역이 어려우므로 이제는 

장도 계에서 벗어나 청소노동자를 직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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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전체기관에 대한 사적기관의 위장도급 징표 비교 (단위: 비율)

 징표 전체평균 사적대학 사적건물

작업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원청의 결정 85.3 100.0 100.0

노동자 인원을 결정 88.0 85.7 87.5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결정 34.1 0.0 0.0

채용시 원청 승인 70.0 85.7 70.0

원청의 노동자 교체권 77.6 71.4 0.0

원청의 노동자 감독권 82.4 75.0 100.0

원청의 노동권 제한 76.5 81.8 0.0

1-3. 기 별로 비교하면 다른 기 에 비해 국공립학교가 장도  징표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  교통기 의 장도  징표율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 의 조사

상 특징이 공 학교는 분석사례수(원청기  45개)가 가장 많은 기 이었고 공

교통기 (원청기  2개)은 분석사례수가 은 기 이어서 해석의 한계로 작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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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전체기관에 대한 공적학교와 공적교통기관의 위장도급 징표 비교

                                                            (단위: 비율)

 징표 전체평균 공적학교
공적교통기

관

작업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원청의 결정 85.3 80.0 33.3

노동자 인원을 결정 88.0 90.9 0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결정 34.1 45.5 -

채용시 원청 승인 70.0 80.0 61.5

원청의 노동자 교체권 77.6 84.0 0

원청의 노동자 감독권 82.4 83.3 0

원청의 노동권 제한 76.5 80.0 66.7

2-1.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와 임 자료 그리고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을 분석

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

우 열악했다. 이 게 임 이 낮은 것은 장도 의 결과 간착취에 따른 비용

이 상승한 결과이다.

평균임 은 77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로 나타났고 반이상의 노동자들 임

이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에 머물 다. 기 별로 비교하 을 때 공  건물과 

공  학의 임 이 다른 기 에 비해 더 낮았다. 임 이 상 으로 높은 기

은 공 교통기 이었는데 공 교통기 은 고정 인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이

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임  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 임  반율은 20%에서 60%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분의 노동자들의 임 이 포 임 제로 기본 을 제

로 알기 어렵고 시간외 근로가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임 자료에 나타나지 않

아서 최 임  반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기는 어려웠다. 기 별 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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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도를 보면 공 학과 공  건물이 최 임 을 가장 많이 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 체계는 조사기 의 75%이상이 포 임 제인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공 기 이 민간기 에 비해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불거져 나오면서 공공

기 인 원청이 용역계약시 최 임  이상의 임 지 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에서 빠져나가기 해 용역업체가 포 임 제도를 이용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 임  외에 다른 노동조건도 열악하 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장도 의 

과정에서 발생하 다. 

를 들어 결근이나 조퇴, 지각시 일 이나 시 을 공제하는 곳이 있는데

(25.9%) 이러한 행  배후에는 원청업체의 개입이 있다. 원청은 감독차원에서

(불법 견 소지), 그리고 비용을 감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근태 리와 함

께 이에 한 제재조치로 용역 액을 감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결근 시 

일 이 공제되는 조항이 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이다. 한 노동자 

동의 없는 휴일, 연장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32.7%) 여기에도 그 

배후에는 원청업체의 조치가 있다. 앞서 장도 징표 분석에서 밝혔듯이 원청

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

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3.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역시 장도 의 과정에서 발생하 다. 

근로계약기간은 게 용역기 과 일치하는 1년이었고 부분 도 계약 해지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다(79.4%). 그리고 원청이 용역노동자의 교체

를 요구할 때, 용역업체와 용역노동자간 근로계약이 종결되도록 규정하는 경우

가 많았다(5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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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법적 문제점 

분석

Ⅰ. 청소업무 외주화의 적법성․타당성의 문제

1. 청소용역의 장도 여부에 한 법  검토

 

행법상 청소업무에 해 용역을 통해 외주화하는 것은 지되지 않는다. 

그 지만 간착취, 노동권  노동3권 침해의 문제 등으로 인해 행 ‘직업안

정법’에서는 원칙 으로 근로자공 을 지하고 있으며, ‘ 견근로자보호등에

한법률’(이하 ‘근로자 견법’이라 함.)에서는 견사업주에 해 일정한 요건

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견 상업무, 견사유  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실에서는 이러한 직업안정법과 근로자 견법의 지나 제한을 회피하기 

해 도 계약의 형식으로 장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용역에 한 실태조사에

서도 도 계약 등의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 인 노동 계는 근로자공

이나 견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된다. 

도 계약으로 장된 경우에는 장된 법률 계의 실질에 따라 장된 근로

계약 계, 장된 견 계 등의 유형(이를 통틀어 ‘ 장도 ’이라 한다.)이 있

는데 각각의 단기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근로계약이란 실질 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하여 자

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켜 마치 그 제3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의 형식을 가장한 계를 의미한

다.9) 법원은 이에 한 단기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9) 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23호(2003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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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98-32호(1998. 7. 20.)

 제3조(도  등과의 구별) 수 인 는 수임인이 도  등의 계약에 의해 수  는 수

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하여 근로자를 직  지시하고 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한 사항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

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행기 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

가 형식 ·명목 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 인 계에 있으며, 실질 으로 임 을 지 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 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  근로계약

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결).

노동부는 견법 시행 직후 아래와 같은 견과 도 의 구별기 에 한 내

부기 을 마련하 다.  고시에 따르면, 견이 아닌 도 으로 인정되기 해

서는 수 인이 제3조 제1호의 각 목과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통상 제1호 요건을 '노무 리상의 독립성'이라고 하고, 제2호 요건을 ‘사

업경 상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의 제1호의 가목, 나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어느 한 부분에서도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도 이 

아니라 견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견

법의 용을 회피하기 한 목 으로 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견으로 간주된다(제4조).

기),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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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한 사항. 단, 근로시간 련 사항

의 단순한 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 인 는 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

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 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 하는 경우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는 문  기술 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 장도  등의 처리) 수 인 는 수임인의 도  등의 사업이 제3조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면하기 하여 고의로 장된 경

우에는 근로자 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최근 법원은 도 과 견의 구별기 으로  노동부고시의 내용에 따르거나 

다음과 같은 기 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 견과 도 의 구별은 일반 으로 ‘노무 리상’에 있어서 업

무수행방법  결과평가, 근로시간의 지배 계,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

업질서유지 계와 ‘사업경 상’에 있어서 수 인의 사업자  조달

계, 법률상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책임부담, 업무 제공에 있어서 설비 

 기술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수 인이 도 인으로부터 독자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응 구별”(울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가합

987 결)

“도 계약 계인지, 견근로 계인지 여부는, 여 당사자들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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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도 인의 사업 역, 수 인의 문성과 기술성, 완성할 일의 

특정 가능성, 보수지 의 기 , 작업 장에서의 지휘감독, 노무 리와 

업무수행의 독립성, 사업경 의 독립성 등 체 인 근로제공 계를 종

합 으로 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부산고법 2005. 11. 9. 선고 2004

나9787 결)

“도 계약이나 근로자 견계약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에 의하여 형식 으로 단할 것이 아니라, 견 근로자

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직 속에 완 히 통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견 근로자에 하여 일의 완성, 즉 노무 제공 자

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직 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등 근

로제공의 종류  방법에 하여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 으로 단해야 할 것”(수원지법 2006. 5. 26. 선고 2005

가합4409 결)

와 같은 도 과 견의 구분기 에 한 노동부고시와 결례에서는 도

계와 견노동 계의 특질에 한 오해로 인해 한 구별요소로서 인정할 

수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도 과 근로자 견의 개념  특질을 악하기 해서는 도 과 근로자 견

에 한 민법과 근로자 견법의 각각의 정의  련규정에서 구성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계가 무엇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 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에서는 도 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 방이 그 일의 결과에 해 보수를 지 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64조). 이 경우 보수

는 “그 완성된 목 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 하여야” 하며, “목 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 하여야 한다”(민

법 제665조). 그리고 “완성된 목 물 는 완성 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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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도 인은 수 인에 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도 계는 수 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여 그 결과물을 도 인에게 이  내

지 귀속시키고 도 인은 이에 해 보수를 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의 

완성과 보수가 가 인 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 인은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목 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즉, 도 계에서 수 인은 자기의 책임과 험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하고 

도 인은 수 인이 그 일을 완성할 경우에 보수를 지 하는 것이다. 수 인은 

기업 활동에 따른 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사업자이다. 이 에서 도 은 ‘근

로를 제공하고’ ‘임 의 지 ’을 목 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과는 구별된다(근로기 법 제17조).

근로자 견 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 견은 ‘ 견사업주’가 “근로자

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근로

자 견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근로자 견사업’이란 “근로자 견을 업으

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 견법 제2조 제2호). ‘ 견사업주’란 “근로자

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란 “ 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 견근

로자’란 “ 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견의 상이 되는 자”를, 

‘근로자 견계약’이란 “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 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각각 의미한다(근로자 견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6호). 

근로자 견 계는 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여( 견)하여 그로부터 이윤을 얻고, 사용사업주는 여를 받은 근로자를 자기 

사업을 하여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 견 계에서 계약의 목

은 견근로자 즉 노동력 자체이다. 따라서 견사업주는 근로자 견계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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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근로자를 견할 수단채무만을 부담하고 견근로자의 노동의 결과에 해

서는 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와 같은 도 계와 근로자 견 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 계와 

근로자 견 계는 일의 완성인가, 노동력의 제공 자체인가라는 에서 기본

인 계약목 상의 차이 이 있다. 

수 인이 일의 완성을 하여 이행보조자로서 자신의 근로자를 도 인의 사

업장에 투입하는 경우에 수 인은 일의 완성에 한 책임과 험을 부담하므

로 어떤 근로자를, 몇 명을 투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

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는 으로 수 인의 권한에 속한다. 

즉 노동력의 투입은 그 자체가 목 이 아니라 계약의 목 인 일의 완성을 

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도 은 일의 완성이 그 법률 계의 

핵심 인 내용으로, 도 계에서 수 인 혹은 그 이행보조자가 일의 완성을 

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 내지 수 인을 한 것”10) 이다. 수 인의 근로자는 

‘수 인을 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근로자 견은 근로자 견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과 사

용의 분리를 개념의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근로자 견 계에서 견근로자의 

노동력에 한 처분권한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사업주는 견근로자를 

자신의 노동조직에 편입시켜 근로자 견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  내에서 자

기의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명령하여 사용한다. 이때 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주를 한 근로’에 종사한다.

한편 도 과 근로자 견은 계약당사자들이 독립 인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는 에서 같다. 즉 도 계에서의 도 인과 수 인, 근로자 견 계

에서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사업  독립성을 가진다. 그 지만 도

과 근로자 견사업은 사업목 의 차이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수 인

과 견사업주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근로자에 

10) 부산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4나9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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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특수조건 

4조(용역직원채용) ① “을”이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요구사항을 수

용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이 신원확인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민간인신원

진술서 등의 서류를 주관부서(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교대/특수조건 

16조 1. 갑의 직원 중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 등이 본 용역에 종사를 원할 시에는 

을은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여야 한다.

서울교육대학교/용역계약 일반조건 

해 ‘고용 계’를 가진다는 에서는 어도 동일하다. 

도 계와 근로자 견 계의 와 같은 개념  특질에 비추어 볼 때, 노동

부고시나 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별기   ‘인사이동과 징계’, ‘소요자

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 ’,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

담’ 등의 요소들은 도 계에서의 수 인과 근로자 견 계에서의 견사업주

에 공통하는 립  요소들로서 구별기 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수 인뿐만 

아니라 견사업주도 독립  사업주이고 련 근로자와 고용 계를 갖고 있어

야 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불법

견이 아닌 장된 근로 계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징표들이다. 이러한 을 제

외하고 도 과 견의 개념  특질을 반 한 구별기 들을 청소용역의 실태에 

용할 때 아래와 같은 불법 견 내지 장도 의 요소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따라서 추후 도 과 견  장근로계약 계 등의 구별기 과 그 의미내용

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 하여 청소용역이 불법 견 내지 장근로계약

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용역 실태조사에서 장도 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  도 계약서상의 불법 견 내지 장도 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

다. 

○ 채용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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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2)계약상대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

시 채용할 수 없다.

대구교육대/특수조건

8조 (용역의 제공 및 근무요령)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다

음 요령에 의거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경북대/특수조건(2)

4조(근무요령) ① “을”은 용역 관리부서(총무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근무하여야한다.

한밭대/청소용역 시방서

아. 업무감독 및 금지행위

(1) 청소원은 업무진행에 대한 “갑”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하며 “갑”의 각 부서 책

임자에게 청소작업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충북대/특수조건

7조(금지사항) “을” 또는 그 직원은 청소 등 업무진행에 대한 “갑”의 지시, 감독에 순

응하여야 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립전문대/과업지시서

근무시간 ④ 직원의 직무시간 30분 전까지 대학본부 청소 완료 후 학생회관->강의동

->실습동->도서관 순으로 청소한다.

한경대/시방서

7조 (업무관리)③ “갑”이 지정한 감독부서는 “을”에게 용역원의 청소 및 경비방법, 용

역원의 교체, 근무편성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 작업배치  변경 련

○ 업무수행에 한 지시감독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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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야 한다.

인하대/시방서

 5. 6) 계단청소

진공청소기, 자루비를 사용하여 바닥면의 먼저를 제거한다.

바닥면에 눌러 붙은 껌이나 오물이 있을 경우 날이 무딘 칼, 또는 헤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먼지, 오물제거를 마친 후

ㄱ) 알칼리성 세제와 물을 50:1의 비율로 희석한 세제를 걸레에 묻혀 하루에 한번 닦

아준다(이대 잔여물기가 없도록 해야 함 : 미끄러짐 방지)

ㄴ) 유제처리한 건식마포(리스킹)로 바닥전체를 수시로 닦아준다.

청소 후 ‘마포’처리방법은 사무실 바닥 청소와 동일

계단바닥의 오염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특별 대청소작업(박리, 왁스작업)을 실시한다.

계단난간 청소는 알칼리성 세제와 물을 50:1의 비율로 희석한 세제를 걸레에 묻혀 닦

아주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 제거한 후 광약을 사용하여 윤기가 나도록 한다.

계단 청소시 유의사항

-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청소한다.

- 경사가 급함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 보행자의 이동이 있을 경우 잠깐 작업을 멈춘다.

- 작업도중 계단바닥에 앉지 않도록 한다.

- 작업도구를 작업자보다 높은 위치에 두지 않도록 한다.(흘러내림 방지)

- 작업도구를 여유있게 지참토록 한다.(작업의 연속성 보장)

  

다음으로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청 리자가 일

상 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나아가 원청 리자가 징계, 해

고, 승진 등 인사결정을 주로 하는 장근로 계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여 진다.  

2. 청소업무 외주화의 타당성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용역에 있어 장도 의 요소들이 강하고 나

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업무가 이른바 ‘핵심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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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운 에 있어 상시 이고 지속 인 필수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

무의 내용과 성격상 도 인의 직 이고 구체 인 여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진정한 도 계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행 근로자 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견 상업무에 ‘건물청소원의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 지만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견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과하여 계속 으

로 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상

시업무에 해서는 일시 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견근로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직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시 인 업무로서 청소업무는 일시 으로 인력이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직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와 같은 청소업무의 성질과 근로자 견법의 내용을 볼 때, 청소업무에 

한 순수한 외주화가 가능한지, 타당한지에 한 구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20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에서는 기 의 

업무를 ‘주변업무( 는 부가업무)’와 ‘핵심업무( 는 본연의 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하 는데, 이에 해서

는 근본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은 국회에 계류 인 비정규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련하여서도 문제가 된다. 이 비정규법안에서는 기간제근로나 

견근로에 해 기간을 제한하고 차별을 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외주화 여부의 단 기 으로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만으로 제시할 경우에 외

주화를 통해 쉽게 비정규법안의 내용을 우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 모범 으로(?) 비정규법안의 회피방안을 제시하여 그 실효성을 부

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의 분리 자체가 비

정규직 활용을 한 신자유주의  노무 리제도의 핵심개념임을 생각하면, 이

러한 개념도입 자체가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보호에 한 정책 포기를 선언하

는 것이나 다름 아닐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주화의 사유로서 비용

감  경 효율화(70.6%), 리의 용이성(14.7%)등이 제시된다고 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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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만으로 외주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인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2003년 노동연구원의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무

리방식을 제안하 다.

구분 상시적 업무 일시적 업무

핵심

업무

①정규직 또는 

장기계약직(3년)

②1년 단위 

계약직
③단기계약직

④단기계약직 

또는 시간제

주변

업무

⑤1년 단위 

계약직

⑥1년 단위 

계약직 또는 

시간제

⑦외주․용역화 ⑧외주․용역화

이에 따르면, 상시 인 주변업무에 해서는 직 고용하되 1년 단 의 계약

직이나 시간제로 고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계속 인 인력의 필요성이 상시업무

에 해 1년 단 의 계약을 계속 으로 반복갱신하여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회에 계류 인 비정규법안의 취지와는 물론이고 기간제근로에 한 행 

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2003년 12월의 국가인권 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

사」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시 체형에 한 직 고용을 제안

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구  분 전문비정규형 일반비정규형 단순비정규형

상시대체형 정규직 전환 정규직전환 정규직전환

일시대체형
적정보상, 

경력인정
차별해소 최저생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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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청소업무의 외주화 사례를 보면, 외주화가 타당한지 직 고용이 타

당한지 그 기 과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재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직 고용

한다면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Ⅱ. 외주화의 경우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3권의 보장

1. 실태조사상의 문제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근로조건  노동3권과 련한 특징과 문제 은 다

음과 같다. 

- 근로계약의 형태가 부분 1년 단 의 계약으로 반복갱신되고 있다.

- 청소업무에 고유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확인되고 있고, 산재보험에 의한 

처리비율이 낮다. 

- 청소노동자의 임 수 이 임 이며 최 임 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 포 임 제 형식의 취하여 수당이나 퇴직 의 지 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

다. 

-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휴게, 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노동3권 행사에 해 원청의 계약해지 압박으로 노동3권 행사가 사실상 

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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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에서 단순노무 외주업무 산․입찰방

식 등을 개선하여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 산편성시 용 노임단

가를 직 고용 수 으로 조정(집행시 까지의 정 임 인상률 반 )하고 외주

업체 선정과 련하여 입찰과정에서 용하는 정가격 노임단가를 최 임

이 아닌 기 이 조사․발표하는 시  노임단가를 용하며 지자체의 일반용

역 낙찰하한률이 국가계약법 수 (조달청 기  87.7%)이 되도록 의하도록 하

고, 외주업체 사후 리 방안으로 낙찰자 선정을 한 격심사 평가항목에 ① 

정가격산정시 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  이상의 임 지 , ② 

퇴직 , 4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  별도 책정․지 , ③ 포 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 지, ④ 일정기간 근로기 법  최 임 법 반이 없을 

것 등의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들 격심사 

평가항목 반업체에 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

다. 한편 정부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개정하여 근로기 법․최 임

법 반업체에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용역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외주근로자보호와 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정한 근로조건기 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더불어 설정한 근로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의 문제로 요약된다. 자와 련하여서는 공공부문의 성격에 비추어 공공부

문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어떤 기 의 채택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야 할 것이다. 후자와 련하여 외주업체의 사후 리 방안에 포함된 내용만으

로 충분한지, 그리고 특히 외주업체의 근로조건 불이행시 련 외주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이 없는데, 이에 해서는 도

인인 공공기 이 어떠한 책임을 어떤 근거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를 포함한 보다 심층 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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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법․제도 고찰

1.  ILO의 공공기  도 근로 보호방침

ILO는 공계약 이행시에 최소한의 노동기 을 보장하기 하여 건설, 해체, 

소재, 비품․장비의 제조, 련 서비스의 이행  공 을 하여 앙행정기

이 기타 기 에 제공하는 공공자 과 련한 모든 계약을 제 94호 ILO 약에

서 다루고 있다. 

이 약은 하도  계약의 경우에도 용된다(총액이 일정한도를 과하지 

않는 계약에 해서는 노사단체와의 의를 거쳐 외 으로 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계약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포함한 임 , 근로시간, 기타 근

로조건의 보장을 통해서 국내법률, 규칙, 단체 약, 재결정, 거래  업계의 

일반 인 행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근로와 동일한 보장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 이 약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 인 건강, 안 , 복리 

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약은 약실행 련 문서의 작성, 

감독체계, 제재조치(공계약에서 노동 련 조항을 이행․ 용하지 못함으로 인

하여 공공기 이 계약을 보류하는 것과 같은), 해당 근로자들이 지 받아야 할 

임 을 지 하는 조치(특히 당국의 계약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지불을 보류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다.

제 94호 ILO 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이 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용된다.

 ㈎ 어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공 기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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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수반할 것.

  ⑴ 공공기 에 의한 자 의 지출 

  ⑵ 계약의 상 방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

 ㈐ 계약은 다음 사항에 한 계약일 것.

  ⑴ 공공공사의 건설, 변경, 수리 는 해체

  ⑵ 재료, 보 품 는 장치의 제작, 조립, 취 이나 발송

  ⑶ 용역의 수행 는 제공

2. 권한 있는 기 은 약이 앙기  이외의 기 에 의하여 심사될 계약에 

용되어야 할 정도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본 약은 재도 업자 는 계약의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용한다. 이와 같은 용을 확보하기 하여 권한 있는 기 은 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1. 본 약의 용을 받는 계약은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련 직

업 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정하

여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 (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을 계 근로자에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련 직업 는 산업에 있어서의 사용자  근로자의 부분을 각각 

표할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의 표자간의 단체 약 기타의 승인된 교섭

차

 (나) 재결정

 (다) 국내법령에 의하여

2.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 있어서 앞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동항에 

든 방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에 삽입될 조항은 다음 사항

보다 유리한 임 (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계근로자

에 보장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가) 가장 가까운 당한 지역에서 련 직업 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

질의 근로에 하여 단체 약이나 기타의 승인된 교섭 차, 는 재나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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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자가 종사하는 직업․산업의 통상 인 조건이 유사한 사용자에 의

해 수되는 수 .

[제3조] 

계약의 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안   복리에 한 당한 규정이 

국내법령, 단체 약이나 재재정에 의하여 아직 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 은 계근로자에 하여 공평하고 합리 인 건강, 안   복리

의 조건을 확보하기 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 련 규정을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류 기타 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련근로자가 그 당한 임 을 받도록 하기 하여, 계약하의 지불보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법제에서 간 고용의 규율 - ILO·일본·독일의 견과 

도  구분

간 고용사업 즉 근로자 견사업과 노무도 사업은 일반 인 사업과 달리 

노동시장  기능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에 특징이 있다. 이 과 련하여 최

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간 고용사업을 민간고용서

비스사업의 일부로서 악하여 종래와 달리 정 · 극  평가를 하고 있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정책  에서 볼 때, 간 고용사업은 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

고 있는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 잘 리되고 정상 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

에는 국가차원 내지 공  기구들이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면서 극 인 노

동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잘못 리·운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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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가장 화된 간착취  기 으로서 많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간 고용과 련하여 외국법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근로자 견사업 등 민간고용서비스사업에 한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이

다. 국제노동기구의 련 약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사업에 한 최근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간 고용에 해 기본 인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근을 하고 

있는 독일법과 일본법에서의 규율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근로자 견법과 

련하여 이루어진 변화내용  도 과의 구분을 검토한다.   

셋째, 간 고용에 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근을 하고 있는 미국법에서

의 규율방식을 살펴본다. 미국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간 고용에 

해 기본 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법에 간 고용과 련된 근로자에 

한 보호책으로 아주 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단체교섭인 바, 이에 해 구체

으로 알아보겠다. 

1) 국제노동기구(ILO)와 간 고용사업

  가. 1997년 이 의 입장

간 고용사업과 련된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은 1997년 획기 으로 변화되었

다. 그 이 에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자 견사업을 비롯한 간 고용사업을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하나로 악하여 이를 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

은 1966년 공식 으로 표명되었다. 1966년 스웨덴 법원은 근로자 견사업을 

당시 국내법에서 지하던 리･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 견사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기 해 그것이 국제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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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련 약 즉 제96호 약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약](1949년)에서 지하

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가를 국제노동기구에 문의하 다. 국제노동기

구 사무국장은, 약권고 용 문가 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정하 다. 

즉 제96호 약은 리･유료직업소개사업을 [근로자에게는 고용을, 사용자에게

는 근로자를 소개하는 개자]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고용’과 ‘사용자’라는 용

어는 반드시 계약 계의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 그리고 제96호 약

의 신인 제34호 약 심의보고서에서 ‘간  고용사업’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등이 주된 이유 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견해는 각국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같은 약의 

비 국 에서도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입장과는 달리 근로자 견사업을 사

실상 묵인하는 입장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국 근로자 견사업은 국

제노동기구의 바람과는 정반 로 세계 으로 계속하여 보 ·성장하 다.  

  나.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약(181호)의 채택

근로자 견사업과 1966년의 ILO 견해와의 불투명한 계가 25년이 넘게 방

치되는 사이,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모습의 고용 련서비스업이 생성･발 하

다. 공  직업소개가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유료직업소개소 폐지주의

는 시장의 수요에 응하지 못했고 민간사업으로의 규제내용도 시 에 맞게 개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94년 ILO 총회에서는 ‘노동시장의 기능에 있

어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의 역할’이라는 일반토론을 거쳐, 1997년 제181호 민간

고용서비스사업 약(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과 권고(제188

호)가 채택되었다.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약의 주요 내용으로, (1) 직업소개소, (2) 근로자를 고

용하여 제삼자의 이용에 공 하는 (근로자 견)사업, (3) 기타 구직 련서비스

(특정한 구인구직의 결합을 목 으로 하지 않는 정보제공 등)로서 권한 있는 

기 이 노사단체와 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등 3종을 민간고용서비스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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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고(1조), 그 업을 원칙 으로 승인하 다(2조). 그 법  지 는 국

내법･ 행에 맡기되, 반드시 허가(인가)제로 할 필요는 없다(3조). 

이 약에 따르면, 각국의 정부는 민간고용기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증해야 한다. 그 요한 목표는 이등

(second class) 임 과 이등 베네핏을 받는 이등 노동력이 발 하지 않도록 하

는 것에 있다. 그리고 제5조에 의하면, ‘고용에의 근에 있어 기회와 우의 

평등’이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반차별규정은 연령, 장애, 

정치  견해와 사회  출신에 기해서 임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 한 근로자

들에게는 다음을 포함하는 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a) 단결권 b) 단체교

섭 c) 최 임  d) 근로시간과 기타 근로조건 e)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 베네핏  

f) 직업훈련에의 근 g) 산업안 보건 h) 산업재해에 한 보상 i) 사용자 도

산의 경우 보상과 근로채권의 보호 j) 모성보호와 베네핏, 육아보호와 베네핏 

등. 나아가 데이터의 보호와 라이버시의 존 (6조), 근로자에게의 무료원칙(7

조), 국제모집･소개･고용의 폐해방지(8조), 고충조사기 의 설치(10조), 견노

동에 한 보호조치(11조･12조) 등의 규제와 민 직업소개소의 력이 정해져 

있다(13조)

이러한 넓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문서들은 각국들이 임시직 고

용 계의 규율에 있어 채택할 수 있는 구체 인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문서들은 불안정 근로자의 궁박함에 한 일반  근법들을 

반 한 단순한 기  목표들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불안정 노동력의 보호를 지지

한다. 그러나 그 다고 탄력  노동방식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ILO는 “탄력  

노동 행이 기계 산업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망을 진할 것”임을 인정

했다. ILO는 사회  보호와 기업의 번  사이의 균형을 옹호하는데, 단체교섭

과 기술 신이 이 균형의 도달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 국제노동기구의 입장변화의 배경11)

11) 주로 馬渡淳一郞, “勞動市場の法的機構 - 國際基準と動向”, 일본노동법학

회, 노동시장의 기구와 룰(21세기의 노동법 2), 5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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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국제노동기구가 민간고용서비스사업에 해 입장을 바꾼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한다. 

첫째, 객  조건의 변화이다. 공업화 기에는 노동시장이 미정비·무질서

한 상태 고 한 고용정보도 희박했으며, 근로자의 문자 해독률 등 교육수

과 소득수 은 극히 낮았고, 실업보험･사회보장도 미발달하 다. 폐해의 토

가 되었던 이러한 사정은 어도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확연히 변했다.

둘째, 산업질서의 형성이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비교  자유로운 활동을 승인

했던 미 등 앵 로 색슨계 나라들과 랑스에서는 오늘날 유료직업소개소의 

폐지를 필요로 하는 등의 폐해가 다발하는 상태는 아니다. 자유경쟁이 산업의 

질서를 형성시키고 유료직업소개소가 건 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이 실증

되고 이해되었다. 모두에 든 각종의 폐해는 오늘날에는 약간의 법  규제와 자

유경쟁에 의한 악덕업자의 도태에 의해 응되어 시장의 정당한 수요에 응

한 민간산업의 폐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 후로도 폐해는 무하지는 않겠지

만,  폐해가 없는 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정보채 의 분화발 이다. 국 직업소개소에 구인구직정보를 집 시킴

으로써 효율 이고 평등한 정보서비스가 행해지고 유료직업소개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실제로는 정보채 은 분화·발

하 다. 국 직업소개소는 임 수 이 이하인 육체 근로자의 수요에 

응한다는 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 지만, 기타의 근로자에 해서는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국가도 직업안정소 외에 인재은행 등 채 의 다양화를 시

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료직업소개소와 국 직업소개소가 병존하는 국가와 

국가독 정책을 취한 국가는 국 직업소개소의 시장 유율에서 큰 차이가 없

어 무엇 때문에 국가독 정책을 취했는지 그 의의를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직업의 다양화이다. 직업의 다양화는 직업정보

와 직업소개의 국가독 을 원천 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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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법에서의 규율

  가. 개

일본에서 간 고용과 련된 제도와 논의는 근로자 견법을 심으로 진행

되어 오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간 고용이라는 용어 신에 ‘타기업근로자

의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85년 근로자 견법이 제정되기 이 , 일본

에서 타기업 근로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다. 하나는 근로자공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업안정법(1947년 제

정) 제44조에 의해 포 으로 지되었다. 둘째는 민법상의 도 계약에 근거

하여 업무처리도 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업무처리도 의 실질을 가진 한 

합법 일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는 수 기업의 근로자에 해 아무런 노동법상

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 셋째는 

이른바 ‘出向’을 이용하는 것이다. 출향이란 우리의 기업간 인사이동에 상응하

는 것으로 엄 하게는 간 고용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근로자 견법의 제정에 따른 근로자 견사업의 합법화는 이 세 가지 방법 

에서 직업안정법상 지되었던 근로자공 사업의 일부를 허용한 것이다. 그

리고 근로자 견법의 제정에 따라 업무처리도 과 근로자 견의 구분이 요

해졌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처리도 은 법한 근로자 견의 일종으로서 

처리되게 되었다. 요컨 , 근로자 견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의 간 고용은 주

로 근로자 견과 업무처리도 에서 발생하 으며, 제도개선이나 논의의 심은 

물론 근로자 견법이었다.   

나. 근로자 견과 업무처리도 의 구별

일본에서 구분기분은 1986년 4월 17일 제정된 노동성고시 ‘근로자 견사업과

도 사업의구분에 한기 ’(1986. 7.1 시행, 노동성고시 제37호)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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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성은 견사업과 도 사업의 구분에 한 기 을 다음과 같이 정하

여 ‘86년 7월 1일부터 용한다.

제1조 이 기 은 근로자 견사업의 정한운 의확보 견근로자 취업조

건의정비등에 한법률(‘86년 법률 제88호,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과 함께 법의 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하여 근로자 견사업

(법제2조제3호에 규정한 근로자 견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정확하게 단할 필요가 있는 을 감안하여, 

근로자 견사업과 도 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제2조 도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에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종사

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주가 해당업무의 

처리에 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본다.

   1. 다음의 가·나·다 모두에 해당하도록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직  이용하는 경우

    가. 다음의 업무수행에 한 지시 기타 리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1) 근로자에 한 업무의 수행방법에 한 지시 기타 리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한 평가 등에 련된 지시 기타 리를 스

스로 처리하는 경우

    나.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등에 한 지시 기타의 리를 스

스로 처리하는 경우 

      (1) 근로자의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에 한 

지시 기타 리(이러한 것을 단순히 악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스

스로 처리하는 경우 

이 고시를 요약하자면, 지휘명령성(노무 리상의 독립성) 기 과 독립사업성(사

업경 상의 독립성) 기 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 사업으로 인정되고 그 외

에는 근로자 견사업으로 악한다. 여기서 지휘명령성 기 은 다시 업무 리

상의 독립성과 근로시간 리상의 독립성  질서의 유지·확보·인사 리상의 독

립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리고 독립사업성 기 은 경리상의 독립성(자기책임에 

의한 자 의 조달과 지 )과 법률상의 독립성(민법, 상법 기타 법률상의 사업

주책임의 수행)  업무의 독립성이 있는가에 따라 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견사업과 도 사업의 구분에 한 기  (‘86. 4. 17. 노동성고시 제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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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는 근로자를 휴일에 근무시키는 경우 

그에 한 지시 기타 리(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 등의 단순한 

악은 제외한다)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다.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의 질서유지, 확보 등을 한 지시 

기타 리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1) 근로자의 복무상 규율에 한 사항에 한 지시 기타의 리를 스

스로 처리하는 경우

      (2) 근로자 배치 등의 결정  변경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2. 다음의 가, 나  다 모두에 해당하는 도 계약으로 도 받은 업무를 

자기의 업무로서 해당계약의 상 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 에 하여 부 자기 책임으로 조달하고 

변제하는 경우

     나. 업무의 처리에 있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

     다.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 하는 것이되, 단지 육체 인 노동력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닌 경우

       (1)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비하고 조달한 기계․설비 혹은 기자재

(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한다) 는 재료, 자재를 사용하

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스스로 수립한 기획 는 자기가 가진 문 인 기술 혹은 경험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조 조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도 그것이 법 규정의 반

을 면하기 하여 고의로 장된 것으로서 그의 사업의 진정한 목

이 법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근로자 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일 

때에는 근로자 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것을 면할 수 없다.

2004년에 들어와, 일본 후생노동성과 도도부  노동국은 장도 이 상당히 

리 사용되고 있다고 단하고, 그것의 근 을 한 각종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용사업주 등에 한 폭넓은 홍보와 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 견사업과 도 사업의 구별에 한 기 을 보다 구체 이고 상세하게 

정한 지침의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3) 독일법에서의 규율

  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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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우리의 간 고용과 유사한 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간  

근로 계’, ‘임차근로 계’, ‘근로자 견’, ‘콘체른’(친자회사)에서의 근로 계 등

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이른바 사업주책임의 확장 문제로서 논의하여 왔는데, 

임차근로 계와 근로자 견을 제외한 나머지 두 문제는 해석론상의 문제로서 

지 까지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 견  업  근로자 견은 1972년 

근로자 견법의 제정 이후 제도 개선과 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

고, 독일에서도 간 고용의 심  상이 되어 왔다.

  나. 근로자 견과 도 계약(Werkvertrag)의 구별

ㄱ. 원칙

이론상으로는 도 계약과 근로자 견의 구별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근로자 견의 경우에는 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생각과 목

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에 한 처분권을 부여한다. 견근로자는 사

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견사업주는 신 하게 

견근로자를 선발하고 사용사업주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으로 그의 의

무는 마쳐진다. 그는 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효과있게 근로하 는가에 

하여 변상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수 인은 도 인에 하여 노동력의 

견이 아닌 “약속된 일의 완성”에 하여 책임을 진다(독일민법 제631조 1

항). 그는 결과실 을 해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이에 하여 도 인에 

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수 인에 의하여 사용된 근로자는 수 인과의 계에서 

이행보조자이고 오로지 수 인의 지시권에 따른다. 따라서 도 계약의 범  내

에서의 근로자사용과 근로자 견의 구분은 결정 으로 노동법상의 지휘권의 

행사에 맞추어져야 한다. 도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권한은 단지 수 인에게 

귀속하고, 근로자 견의 경우에는 지시권이 사용기업의 소유자(사용사업주)에

게 양도된다. 수 인은 계약상 합의된 결과에 하여 책임을 지고 견사업주

는 자신의 계약 상 방에게 자신의 지 에 한 처분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 

밖에 특히 학설에서 언 하는 를 들면 근로이행의 조직, 담보책임규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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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부담, 보수의 계산기 와 같은 표지는 구별문제에 해 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ㄴ. 도 계약상의 지시권과 노동법상의 지시권     

물론 이론 으로 명확한 구별을 해서는 그 이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사

용자도 근로자에 하여 지시(명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 인도 수 인에 

하여(민법 제645조 제1항 1문) 지시권을 가진다. 그러한 에서 법  성질에 

근거하여 각각의 법률 계에 해당할 수 있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한 사용

자의 근로감독권를 도 계약상의 지시권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 인은 

일정한 부결과에 해 책임을 지고 부결과가 실 되지 않을 험을 부담

한다. 따라서 수 인에 한 도 인의 지시권은 책임이 있는 결과, 즉 약속된 

일에 계된 것을 상으로 한다. 도 인은 행 결과를 고려하여 부결과 

에 있는 근로수행에 해 개별 이지 않은 작업과 련된 수행상의 지시를 부

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근로자는 일정한 진척된 결과가 아니라 다만 부

행 에 해서만 책임을 진다. 부행 가 원했던바 이외의 결과로 이어질 

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는 근로목 과 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  근로 계와 련하여서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도 계약

상의 지시권이 작업과 련된 것이고 결과에 향해진 것이고, 이와 반 로 노동

법상의 지시권은 인  련이 있는 것이고 경과와 방법에 향해진 것이다.

ㄷ. 단의 근거

법률상 도 계약으로 평가되기 해서는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사

용에 기한 실제 행 가 결정 이다. 일반 인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선택

된 형식 인 표시는 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법률 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성에 따를 수 없다. 계

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문서에 의한 합의와 모순되는 계약실행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경우에는 실제상의 행 내용을 귀납  추론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개별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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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계약이나 근로자 견에 한 계약상의 형태나 사실상의 수행이 동일

하면 문제가 없다.

- 근로자 견과 도 계약에 해 같은 정도의 사실상의 수행이 보이는 경우

에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좌우된다.

- 계약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행에 따라 

좌우된다.

- 계약내용과 사실상의 수행이 모순되고, 당사자의 사실상의 수행이 합의에 

히 표 되지 못하거나 사실상의 사용에 의하여 법률 계의 다른 내용이 

단정 으로 합의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행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3. 외국법에서의 시사

일본과 독일은 2000년 에 들어와 간 고용과 련된 법제도를 그 양과 질

에서 모두 규모로 바꾸었다. 양국의 가장 큰 공통 은 간 고용의 사용에 

한 제한을 폭 으로 삭제함으로써 거의 자유롭게 하 다는 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의 개정을 통한 견 상업무제한의 철폐를 이어받은 2003년 개정

에서의 견 지업무의 축소, 견기간 최고한도의 연장 등 표 이며, 독일

의 경우에는 견기간 최고한도의 폐지 등이 이러한 간 고용 확 정책을 잘 

보여주는 이다. 양국은 이를 통해 1990년  이래 고민하여 오고 있는 실업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OECD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보

이는 모습이다.  다른 공통 은 양국 모두 간 고용 근로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 다는 이다. 련근로자에 한 보호방안은 일본과 독일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법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강화한 반면, 독일법에서는 간

고용 근로자의 차별 지를 강화하 다. 특히 독일법에서는 간 고용 근로자에 

한 평등 우의 진을 해 견사업주의 책임을 높이고 이를 근로자 견사

업의 허가와 연결시켜 놓았다. 

요컨 , 양국은 간 고용의 사용은 확 하면서도 간 고용 근로자의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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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

용보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양국의 개정법과 정책에서는 우리나라의 ‘ 견

근로자보호등에 한법률’  간 고용정책에 상당히 유의미한 시사 을 주는 

것들이 있다. 

첫째, 양국은 간 고용을 확 하면서도, 이것이 정규직의 체(상용 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의 근로자 견법 

개정시 국회의 부 결의를 통해 이 을 명문으로 확인하 다. 

둘째, 양국은 간 고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과 일본의 보호방안을 병행한다면 근로자 보호의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즉 사용사업주의 직 고용의무, 견사업주의 견근로자에 한 평등 우

의무  견사업의 허가제와 차별 지의 연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그것이

다. 특히 견근로자에 한 차별 지를 해서는 독일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의 세부 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의 직업소개형 견과 같이 통상 근로자로서의 취업을 확 할 수 

있는 방향의 견은 노동시장정책  측면이나 견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 모

두에서 유용성이 많은 제도라고 본다.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정 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 할 수 있는 은, 법제도  문제는 아니지만, 양국이 모두 

장도 에 해 깊이 우려하면서 그에 한 처를 매우 극 으로 하고 있

다는 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에 들어 국 으로 장도 에 

한 단속, 지도, 교육  홍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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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Ⅰ. 저임금 해소

청소용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임 으로 표된다. 노동자들을 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임 은 76.5만원(  산업 평균임  240만원

의 1/3 수 )이었고 원청업체와 용역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조사 결과 역시 월

평균 임 은 77.0만원으로 나타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임 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 자료를 상으로 최 임 반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업

체의 다수가(20-60%사이로 추정) 최 임 을 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역시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타나  36.9%의 노동자들이 법정 최 임

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이러한 최 임  반을 은폐하기 쉬운 임 체계인 포 임 제도를 택

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기 의 75.6%에 이르러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포 임 제도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의 임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우선 용역단가 산정시 

인건비 기 을 실화하는 것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 입찰과정에

서 인건비 하락요소를 제거하고 용역계약상 책정된 인건비가 제 로 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에 한 임  지 과 최 임  반 여

부를 혼동 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포 임 제에 한 손질도 시 하다.

1. 인건비 기  실화

재정경제부 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정가격작성 칙’ 제9조(노무비)에 의

하면 “직 노무비는 제조 장에서 계약목 물을 완성하기 하여 직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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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종업원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가로서 다음 각호

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본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이 조사·

공표한 단 당가격 는 재정경제부장 이 결정·고시하는 단 당가격)”라고 되

어 있어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기 으로 매년 행자부가 작성하는 ‘환경미화

원 인부임 산편성기 ’, 한건설 회가 반기별로 공표하는 ‘공사부문 시

노임단가’, 기 이 매년 공표하는 ‘제조부문 시 노임단가’ 등이 청소용역노

동자 인건비의 기 이 될 수 있다. 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에서 외주업무와 련 입찰과정에서 용하는 정가격 노임단가를 최

임 이 아닌 기 이 조사, 발표하는 시  노임단가12)로 용하겠다고 발표했

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 책 발표나 회계 규에 이미 나와 있는 기 들이 장

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 103> 1일 8시간 근로 기준 임금 (단위: 원)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임 57,820 55,252 52,585

중기협 제조부문 보통인부임 38,172 33,504 31,309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27,330 24,272 22,400

최저임금 24,800 22,720 20,080

*건설협회 임금은 각년도 9월 기준.

 최저임금은 2006년(05. 9.~06. 12.), 2005년(04. 9.~05. 8), 2004년(03. 

9.~04. 8.)

정부발표 로 시 노임단가가 그 로 용된다면 실질 인 임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 노임단가가 정임 수 인가 하는 에서는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300인 미만 제조업에서 ‘보통인부’에게 지 하고 있는 임

1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법 제4조에 의해 해마다 300인 미만 제조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면 2006년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33,504원/일이고, 이에 비해 

2006년 최저임금액은 24,800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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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수 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 ’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미 임 화된 소제조업 임   가장 낮은 보통인부임을 공공부

문에 용할 수 있는 정임 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임

 상황을 쫓아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임 액으로만 비교할 때도 제조업 

보통인부 보다 건설 회의 공사부문 보통인부임(2005. 5. 기  53,909원/일)이 

더 높고 행자부 기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월 총액

기 )은 이보다 더 많다.

따라서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임 기 을 고려할 때 기본 으로는 생활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정부기 이나 지자체의 경우 유사노동을 하는 

직  노동자의 임 을 동일하게 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낙찰제도 개선

정부계약은 기존에 산회계법 제6장 계약에 한 규정을 용하다가 1995

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규율

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함

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목 이 있다. 한 정부는 조달

사업의 효율 인 수행을 하여 조달사업의 운   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

달사업에 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조달청장은 ① 조달물

자의 구매·운송·조작·보 ·공   그에 따르는 사업, ② 수요기 의 시설공사

의 계약  그에 따르는 사업, ③ 수요기 의 시설물의 리·운   그에 따

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

상의 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조달계약의 요청범 를 보면 물품의 경우는 품

명당 5,000만원 이상인 내자물품,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외자물품은 계약을 의

뢰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청규모 이하의 물품구매에 해서도 계약요청은 할 

수 있다. 조달청을 통한 청소용역입찰의 경우 시설 리용역, 경비용역과 함께 

일반용역에 포함되고, 일반용역은 내자구매로 분류되어 물품구입과 같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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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재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실시하는 용역공사의 경우 법률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 가낙찰제이다. 즉,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상되는 가격인 

정가격13) 이하로서 얼마든지 낮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앙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정가

격이하로서 최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5.25>

하지만 1999년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에는 제한 인 최 가 낙찰제라

고 할 수 있다. 즉, 정가격 이하로서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가격을 써낸 

업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낙찰하는 것이다. 낙찰가가 어도 

정가격의 88% 이상은 된다는 것이다. 1996년 6월에 개정되기 에는 100분

의 90이 기 이었다. 기 이  낮아지다가 아  없어진 것이다.14)

13)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금액이 된다. 

14) 김성희,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6. 6. 29. 3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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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각 앙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액미만인 공사  용역

에 있어서는 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

찰한 자로서 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삭제 1999. 9. 9>

1999년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후 제한없는 최 가낙찰제가 실시되자 

상식이하의 가낙찰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회계 규를 통

해 용역업무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청소용역의 경우 조달청 내부기 으로 정가격의 

87.7% 선에서 결정된다. 물론 정가격에는 직 인건비, 간 인건비, 재료비, 

일반 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가격 산정시 인건비 기 을 설정

하더라도 낙찰률에 의해 인건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 종합

책에는 지자체의 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이 국가계약법 수 (87.7%)이 되도록 ‘

의’하겠다고 되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으

로 시행하는 입찰에서는 조달청 기 보다 낮은 낙찰률을 용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청소용역노동자에게 용될 수 있는 실 인 인건비 기 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지만, 낙찰과정에서 인건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 정한 인건

비 기 도 의미가 없어진다. 우선 으로, 인건비가 입찰과정에서 하락하는 것

을 방지하기 해 책정된 인건비에 해서는 낙찰률 용을 배제해서 애 에 

나름의 기 에 의해 책정된 인건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

선은 조달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조달청 내부 기 을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

다. 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기 자체 으로 시행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이 확 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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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권에 한 계약 수제도 도입

청소용역노동자 임 을 개선하기 해 정한 인건비 기 을 마련하고 입

찰과정에서도 책정된 인건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용역단

가에 책정된 인건비를 노동자들에게 제 로 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단 책정된 인건비를 제 로 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

일, 휴가, 노동조합 등 법 부당한 행 를 통해 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공공 비정규 종합 책에서 재경부 격심사기  개정을 통해 낙찰자 

선정을 한 격심사 평가항목에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한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발표했다. 낙찰률 기  인건비 이상 지 , 퇴직 ․4 보험료 별

도책정․지 , 포 인 재하청 지, 일정기간 근기법, 최 임 법 반이 없

을 것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격심사 평가항목 반업체에 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평가항목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계약법15) 상의 ‘부정당업

자’ 개념을 노동문제로까지 확 하여 련 노동법  계약내용이 수될 수 있

도록 엄격한 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국, 캐나다, 호주 등은 남녀평등, 인종평등과 련된 극  조치

(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정부조달 계약시 계약상 자에게 련 내용이 지

켜질 수 있도록 계약 수제도(contract compliance program)를 운 하고 있다. 

비단 계약 수제도를 남녀고용평등 문제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노

무도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에 해 고용된 노동자에 한 노동법 수 

 노동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해 

국가계약법에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세부사항을 회계 규(사 심사기 , 격

심사기 ,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규정해야 한다. 특히 용역회사의 간착취

15)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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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제하기 해 용역계약서상 인건비액과 근로계약서상 임 을 동일하게 책

정하도록 계약조건 설정해야 한다. 

부정당업자로 차기년도 입찰을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계약이행기간 에도 

계약내용과 련법이 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를 해 노동부에 계약 수 감시기구 설치하여 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 

4 포 임 제 폐지

포 임 제란 ‘기본임 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한 제 수당을 

합한 액을 월 여액이나 일당임 으로 정하거나 매월 임  일정액을 제 수

당으로 지 하는 임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임 제도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례에 의해서 범 하게 인정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 여에는 모든 법

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근로기 법에 의해 

강행 으로 용되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지  의무가 이미 월 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듯 계약자유의 

원칙을 시하는 시각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이 소  포 임 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

나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감시·단속  근로인 경우 등 근로형태의 특

수성 때문이고,  하나는 계산의 편의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후자의 이유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포 임 제의 함정은 열려 

있게 된다.16) 

우선, 포 임 제는 근로기 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배치된다. 법 규

정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할 때 임 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 포 임 제는 연월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미사용 휴가에 한 보상을 포 임 에 포함할 경우 휴가 발생시기와 

사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는 법정유 휴가의 특성상 휴가사용을 제한하거나, 

16) 이종수, ‘소위 포괄임금제는 유효한가?’ 월간 『노동법률』2003.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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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가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동일한 임 이 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17) 이러한 상황에서 포 임 제는 별도 수당지 을 회피하기 한 수단으

로 활용되기가 쉽다.

감시·단속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용역에 국한해서 논의하자면, 결국 

사용자 책임인 인사 리상 계산의 편의를 한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  등 발

생될 수 있는 문제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가하는 셈이다. 앞서의 실태조사에

서도 확인되듯이 조사 상 기 의 75.6%가 포 임 제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

로 범 하게 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청소노동자들의 임 을 해

소하기 해서는 포 임 제에 한 개선이 필수 이다. 

청소용역노동자의 임 이 법정 최 임  수 이라는 을 감안할 때 최 임

 반을 조장할 수 있는 포 임 제를 면 지해야 하고, 포 임 제의 하

나로 볼 수 있는 퇴직  월할지 도 지하여 법정 퇴직 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5. 미화원에 한 직무특별수당 도입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다수가 임 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임 수 에 한 기 치는 그리 높지 않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 임

수 은 99.2만원으로서 산업평균임  240만원의 4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임 에 한 기 수 이 높지 않은 것은 기 가 실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념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업무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하 계층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사

회  인식과 함께 임 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청장년층에서는 기피하

는 업종의 하나이다. 이 다보니 고령자 심으로 일을 하게 되고, 임  

→ 사회  인식 하락 → 임 이라는 악순환의 연속에 있다. 

건물 청소업무는 건물이 유지되기 해서는 필수 인 업무이다. 건물이용자

들이 청결한 상태로 건물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바닥 등 남들이 기

피하는 건물내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이러한 필수업무가 사회 으로 홀 받는 

17) 하갑래, 『근로기준법』중앙경제, 2005년. 354~3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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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근  사고에 기인한다. 최하 층 업무라기보다는 사회가 유지되기 

한 필수업무라는 에서 사회  인식은 바 어야 한다. 통상 일반 업무보다 산

재발생률이 높은 직무에 해 ‘ 험수당’을 지 하듯이 건물청소노동자에게는 

부당한 사회  평가로 인해 빚어지는 임 을 극복하고 구도 원치 않는 고

된 일을 한다는 에서 환경미화와 련된 상징 인 ‘직무특별수당’을 도입하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우선 으로 나서야 한다.

Ⅱ. 고용 안정화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다양한 각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악할 수 있는 주

요 내용  하나가 형식  도 ( 극 으로 해석할 경우 장도 )의 문제이

다. 원청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청이 노동자의 교체권을 

갖고 있거나(77.6%) 채용시 원청의 승인을 받도록(70.0%) 되어 원청이 용역노

동자들의 인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원청이 노

동자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곳이 조사 상의 82.4%, 노동자

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조사 상의 76.5%에 이르 다.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업무지시의 핵심 주체가 원

청업체 리자들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체의 26.2% 으며 원청 리자로부터 

직 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체의 52.3%에 이르 다. 

이러한 원청의 직 감독 문제 역시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학부문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리자가 주

로 일상  업무지시를 하거나, 원청-용역회사가 함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국공립 학 35.1%, 국립  병원 12.5%, 교통 련 공사 26.4%, 공공건물 29.0%

이고, 사립  병원 29.7%, 민간건물 7.0%이다.

비용 감, 리의 용이함, 사용자책임 회피 등의 목 으로 청소업무를 외부

화 했지만 계약형식과 리의 외양이 바 었을 뿐 임  등 노동조건의 실질  

결정권은 여 히 원청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의 외부화로 

인해 임 , 노동3권 형해화 문제와 함께 고용지 의 불안정성이 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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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청소업무의 경우 상시  업무이지만 주변업무라는 이유로 간 고용형

태의 노동력 활용이 당연시되는 분 기이다. 하지만 핵심/주변업무의 구분 기

도 문제려니와 주변업무라 하더라도 임  등 보상에 차등을 두는 근거로 활

용할 수는 있어도 고용지 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이유는 없다. 통상 경쟁입찰

을 통해 1년 단 로 용역회사를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자

들의 고용은 그 로 유지된다는 을 고려할 때 결국 소속만 외부에 두고 있

을 뿐 실제 으로는 원청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청소용역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지 는 오로지 형식 인 

고용의 외부화라는 왜곡된 노동력활용 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화는 원청의 부당한 고용 행을 시정하는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공공부문 청소용역과 련하여 고용안정화를 해 사용기 의 

직 고용, 별도기 을 통한 공 화, 고용승계 의무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용기 의 직 고용

청소업무의 경우 상식 인 외주화 사유인 외주업체의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장비 등이 필요치 않은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외주화로 인해 청소서비스의 질

이 높아진다는 것도 객 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의 성격 역시 일시 인 

것이 아닌 상시  업무이다. 원청업체의 고용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직  운

할 수 있고, 외주화로 인해 총비용의 20~30%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을 고려할 때 직 화로 인한 격한 비용상승 우려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우 바람직한 고용 행을 정착시킨다는 명분을 해서도 청소업

무 직 화를 극 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에서는 합리 인 

외주화 원칙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기 의 업무를 핵심/주변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청소업무의 경우 정부기

에 따르면 주변업무로 분류되어 외주화 상업무에 해당한다.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 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종합 책’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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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책은 근본 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단

순업무이기는 하지만 기 유지를 한 필수업무이고 상시  업무라는 에서, 

그리고 종사자가 임  여성노동자라는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  부분이

라는 에서 청소업무 직 화에 한 극 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공공부문 청소업무를 장하는 기 설립을 통한 공

화

직 화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일시  직 화에 한 부담이 있다면 한시 인 

공 화를 고려할 수 있다. 앙행정기 , 지자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산

하기  등 기 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범 를 정하고, 이에 한 건물청소업

무를 총 하는 별도의 기 을 설립하여 운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 운 )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

립하는 시설 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환경미화업무, 건물시설 리업무, 공 주

차장 리업무, 공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임하고 있다. 역시의 경

우 시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시내 5개 구청의 쓰 기 수거, 운

반업무를 탁하고 있다.18) 

공공부문기 의 유형별로 묶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묶어서 시설 리공단이나 

지방공사와 같은 별도기 에 상기 의 건물청소업무를 총 하도록 하여 체

계 으로 리하도록 하는 공 화 방식은 민간용역회사에 외주를 주는 것에 

비해 사업운 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공 화 방식은 계약의 

형식상 민간 탁과 유사하지만 수탁자가 이윤추구를 목 으로 하는 개인사업

주가 아닌 공  기 이므로 계약내용의 수, 부당한 간착취 방지, 고용안정 

확  등 세한 민간 용역회사에게 기 할 수 없는 일자리의 양질화를 확보할 

수 있고 직 의 장 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18) 관련내용은 김성희 외,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 12. 155~1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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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화나 공 화 이 이라도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한 제도마련

이 시 히 요청된다.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용역회사의 변경에도 불구하

고 청소용역노동자는 반복된 고용승계를 통해 동일사업장에서 상당기간 일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 에서 느끼는 고용불

안은 여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 변경시 부 는 일부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용역업체 변경 시 을 이용해 간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원천 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원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가 자체 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용역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갱신시 에 맞춰서 일부 노동자에 해서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일자리가 임시 이거나 어들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  얘기하는 ‘괘씸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임  때문에 ‘ 고 능력있는’ 신규인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청소업무의 특성상 이미 익숙한 사람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청소서비스를 제

공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년을 제외한 고용불안요소가 

발생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간 리자

( 장 소장, 반장 등)의 횡 등 불합리한 원인으로 인해 고용불안 요소가 발

생하는 것을 제도 으로 방지하여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  

노동 장에서는 노동조합 등이 원청에게 용역회사 교체시 특별한 사유(청소

용역노동자 개인의 일신상, 행태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승계 약속을 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청은 계약상 방에게 고용승계에 한 조

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응답으로 일 하는 경우가 부분

이다. 하지만 재경부 회계 규의 하나인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

자의 근로자) 제2항에는 “수요기 이 계약상 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하여 

당해 용역의 수행에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

는 계약상 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하여 수요기 과 필요한 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06년 1월 개정되기 에는 “...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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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수행을 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앞

서 각종 용역계약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무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원청의 인사권 개입을 공식화하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볼 때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는 것이 법리상의 문제를 그 즉시 발생시킨다

고는 볼 수는 없다. 물론 앞서 ‘교체요구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라는 계약내

용이 직  인사권에 개입함으로써 장도 의 한 징표라고 비 받아 왔고, 원

청의 계약상 방에 한 고용승계요구 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의 소지는 남는다. ‘즉시 교체요구’가 계약수행과정상의 인사권 개입이라

면 고용승계요구는 입찰조건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는 에서 상이한 면도 

있으나 여 히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조건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법 형태로 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법리검토의 범 는 간 고용에서 발생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이 노동3권 행사의 상 자가 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 

한 이러한 연구과제와 맞닿아 있다. 

Ⅲ. 노동환경 개선

1. 휴게 공간 등 마련

임 , 고용불안 이외에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의 하나가 

휴게공간 확보, 식사 문제 등 노동환경과 련된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근무장소 한켠에 간이시설로 운 하고 있는 비율이 

국공립 학 55.0%, 국립 병원 71.4%, 교통 련 공사 69.2%, 공공 건물 39.3%, 

사립  33.1%, 민간건물 20.4%에 이를 정도로 휴게시설이 열악하고 공공부문

이 민간부문 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청소용역노동자가 일하는 장소가 원청사업장이고 휴게공간도 사업장내에 마

련할 수 밖에 없다는 에서 원청사업주가 조하지 않으면 용역회사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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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실 근무장소를 달리하는 완 한 외주용역이 아

닌 바에는 원청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노무제공에 해서 조차원을 

넘어서 사용자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견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도 견근로자에 한 근기법 용시 일부 조항

에 해서는 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휴일, 월차유 휴가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한 산업안 보건법을 용할 때도 사용사업주를 법상

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직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무제공

이 이 지고 있으며, 제공된 노무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사용사업주가 노무제

공장소  지휘명령과 련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청

소용역의 경우 계약외형상 지휘명령권한을 원청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

간 으로 지휘명령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가 자신의 사업

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 타당하다. 

견법 제21조에는 견근로자에 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련해서 원청사업주

는 자신의 사업장내의 식당,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청소용역노

동자가 직 고용 노동자와 동일하게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휴게

시설이 없거나, 청소용역노동자만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원청이 청소노

동자 1인당 일정면 의 휴게 공간을 갖추도록 표 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다. 

2. 표 용역계약서(시방서) 마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처우 경험을 묻는 질문에 해 ‘정해진 청소

업무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46.5%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개

인별 청소업무범 가 불균등하거나 개인이 혼자 담당하기에는 과도한 경우도 

있으나, 청소업무 이외의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행사 진행과 련하여 동원되거나, 어느 학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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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건물청소노동자에게 가정부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수 기숙사 내부를 

청소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용역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건물 생 리 회는 각 건물 

유형에 따른 표 시방서를 제시하고 있다. 시방서의 내용에는 건물 각 부  청

소와 련된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 조항에 ‘"을"은  시방서에 명시되

지 않는 사항이라도 건물의 효과 인 리 운용을 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원청의 필

요에 의한 지시에 용역회사가 부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시방서 내

용에 의해 청소노동자는 사실상 업무범 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간 회에 의한 시방서가 아니라 보다 공식 인 청소용역 표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재경부 회계 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에서

는 이미 사라진 노동3권 제약 내용이 생 리 회 표 시방서에는 청소원이 

해서는 안 될 행 의 하나로 ‘ 업 는 태업을 하는 행 ’를 여 히 명시하고 

있는 등 민간 회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3. 정년 문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으로 조사 상자들은 낮은 임  다음으로 정년문제를 

들고 있다. 실태조사 상자  남녀의 평균 만나이는 각각 56.8세와 56.4세이

다. 임 으로 인해 고령자 심으로 일하고 있는 업종 특성상 정년은 곧 

다가올 고용불안 요소이다. 개의 청소용역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통상 

58세나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년을 넘기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에서도 60세 이상자가 

체의 18.0%에 이르고 있다. 희망하는 정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66.5세를 꼽았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고려하여 어도 공공부문의 

경우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을 65세 정도까지 보장하여 고용불안

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용역 표 계약서에 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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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희롱 예방,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1. 성희롱 방 

앞서 설문조사와 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용역노동자가 부

분 40~60 의 고령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내에서의 성희롱문제가 만연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문제가 더 이상 은 여성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분의 직장내 성희롱이 상 으로 우월한 직 를 

이용하여 자행됨으로 반발에 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공개 으로 문

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한 고령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뿐

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에 한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감

수하는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성희롱 방교육이 제

로 실시되어 스스로 문제의식을 키우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노무제공장소가 원청사업장이라는 특성과 원청 리자가 노무지휘명령에 직

간 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에서 성희롱 방에 한 의무교육19)을 원청

리자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거나, 용역회사의 의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에 

해 원청이 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방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간 고용으로 인한 고용지 의 취약성과 여성노

동자가 부분이라는 에서 우선 으로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성

희롱 방교육을 여성단체 등 공신력있는 기 에 의무 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교육의 실질화를 해서 필요하다.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성희롱이 주로 장 리자(반장, 조장 등)에 의해 발

생한다는 에서, 격심사 평가항목에 근기법, 최 임 법 반과 동일하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용역회사의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용역회사 

장 리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에 해 용역회사 스스로 엄격히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19)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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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교육 강화

성희롱 방교육 뿐만이 아니라 근로기 법, 최 임 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 인 노동법에 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청소용역노동자의 열악한 

지 를 개선하는 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 발생시 

“몰라서”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23.3%에 달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4 보험 비가입 노동자들의 34.5%가 비가입 이유를 “잘 몰

라서”라고 응답했으며, 법정최 임 제에 해 잘 모르는 경우가 체 청소용

역노동자들의 38.8%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동기본권에 한 

정보 부족이 자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스스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

다. 

부분 상 으로 고령이라는 과 사회 으로 천 받는 일을 한다는 이유

로 자신의 법  권리를 스스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을 이 하더라

도 유사직종으로 옮긴다는 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에 한 노

동법 교육을 연간 일정시간 의무화하고, 노동법 교육을 담할 수 있는 책임기

을 둠으로써 민간부문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법 반 사항에 해 시정노력

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47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강이수(2004), “1980년  이후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노동력의 변모”, 정진

성․안진 외, 『한국 여성사』, 한울아카데미.

- 경제기획원 (1998), 『공기업 백서』, 경제기획원.

- 공공서비스부문 간 고용 실태조사 조사단(2003), ｢공공서비스부문 간 고용 

실태와 요구｣. 2003. 6 공공연맹

- 기획 산처 (2002), ｢국민의 정부 공공개  백서｣, 2002. 12

- 김성희(2005), ｢감시단속 노동자의 노동법 용을 통한 보호방안｣. 국회 배일

도 의원실 정책심포지엄 2005. 5

- 김성희․남우근․이유민(2006),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의 민간 탁의 문

제 과 안』. 한국노총 앙연구원

- 김재훈(2005), 「민간 탁의 계약유형에 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신제도이론의 용」, 『한국행정학보』제39권 제3호

- 김 미․손승 (2003), “성별화된 시공간  노동개념과 한국 여성노동의 유연

화”, 『한국여성학』제2권 제2호. 

- 민주노동당 이 순의원실․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지원모임 (2005), 

「제도개선 토론회 : 지방자치단체 민간 탁 확산과 비정규직 문제」(2005. 

6. 17).

- 박언서(1999), 「공공서비스 민간 탁의 효과와 향요인-쓰 기 수거서비스

를 심으로」, 부산  박사논문

- 박 삼․김유선․김진․김성희 (20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 조

사』, 국가인권 원회.

- 박진 (2001), “용역업체 여성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  최 임 제 개

선방안“, 『비정규직을 통해 본 최 임 제 개선방안 토론회- 용역업체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를 심으로 -』, 국여성노동조합ㆍ한국여성노동자회 의

회.

- 박홍주(2005), “성별화된 노동시장, 주변화된 여성노동자”, 최장집 외,『 기



- 248 -

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  기반』, 후마니타스.

- 보건복지부, 2006, 『국민기 생활보장사업안내』.

- 손문정(2002),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 탁 계약에 한 연구’ 서울여  석사

논문

- 안재훈(2003),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 탁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 주시 

사례를 심으로」, 북  석사논문

- 안 효 (2005), 「IMF 이후 민 화와 정부 지분 매각의 황과 문제 」, 

2005년 한국경제학회 학술 회 발표문(2005. 2. 25).

- 윤정향(2005),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원인과 배제기제 연구”, 앙

학교 박사학  논문.

- 윤진호(2003), 「공공서비스부문 간 고용 실태조사에 한 토론문」, 공공서

비스간 고용실태조사단 발표 자료집

- 이기정(2001), ‘지방공공서비스 민간 탁의 효율성 증진방향에 한 연구-

양시 쓰 기수거서비스를 심으로’ 순천  석사논문

- 이병천․김균 (1998), 『 기, 그리고 환』, 당 . 

- 이 순 의원실 (2005),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이 순 의원실. 

 이원일, 김도엽(2003), ‘지방정부 민간 탁의 한계와 개선방향’ 산논총 Vol. 

12

- 이종선 (2001),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 과 노동시장 제도변화 연

구」, 고려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  논문.

- 이주선 (2002), 「민 화 : 김 삼 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 」, 홍택, 이

수희 편, 『한국경제개  사례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임명택(1996),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리 개선방안에 한 연구-남원

시를 심으로」 북  석사논문

- 임미경(2003), 「왜 국가기 의 조달사업이 문제인가」, 공공서비스간 고용

실태조사단 발표 자료집

- 정경아(2000), “여성주의  직무평가를 한 연구: 청소원과 경비원의 직무 

비교를 심으로”, 이화여  석사학 논문.

- 조 연(2002), 「공공시설 민간 탁의 실태분석과 발 방향에 한 연구-

역시를 심으로」 충남  석사논문



- 249 -

- 최순  (2004), 「 학 용역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2004. 11. 최순 의원실

- 최순  의원실,(2006), 『 학교 청소용역 노동자 실태분석: 장도  실태를 

심으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

- 춘천노동복지센터(2004) 「청소용역 계약구조의 문제 과 춘천지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실태

- 통계청, KOSIS.

- 홍완식(1998), 「쓰 기 수거서비스 공 의 경쟁화에 한 연구」,  동아  

박사논문

○ 외국문헌

- Ferner, A. (1994), "The State as Employer," in Hyman, R. and A. Ferner 

(eds.), New Frontiers in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Basil : Blackwell.

- Gershuny, J. I. and I. Miles(1983), The New Service Economy, The 

Transformations of Employment in Industrial Societies, London.

- Hochschild, A.(1983), The Managed Heart :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cdonald , C. L.(1996), "Shadow Mothers : Nannies, Au Pairs, and 

Invisible Work", C.  L. Macdonald & C. Sirianni(ed.), 1996, Working in the 

Service Society, Temple Univ. Press.

- Mark Harcourt, Geoffrey Wood, & Sondra Harcourt(2004), "Do Unions 

Affect Employer Compliance with the Law? New Zealand Evidence for 

Age Discrimination",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42(3), 

pp.527-541.

- Rogers, J. K.(1995), "Just a temp: experience and structure of alienation in 

temporary clerical employment", Work And Occupations, Vol.22, No.2, 

pp.137-166.

- Rollins, J.(1996), "Invisibility, Consciousness of the Other, and 

Ressentiment among Black Domestic Workers",  Working in the Service 



- 250 -

Society, Temple Univ. Press.

- Winchester, D. and Stephen Bach (1995), "The State : The Public Sector," 

in Edwards, P.(ed.), Industrial Relations : Theory and Practice in Britain, 

Oxford : Blackwell.

- 自治体國際化協 (CLAIR)  2004. 4. 30. 海外比 調査 “自治体業務の民間委

託”

- 自治体國際化協 (CLAIR)  2005. 6. 10. 海外比 調査 “自治体業務のアウト

ソーシング”

- 二宮厚美  自治体硏究社 “自治体の公共性と民間委託─保育ㆍ給食勞動の公共

性と公務勞動”

- 外部委託のガイドライン 八尾

- 公共サービスの民間委託等に關する指針 2004. 5.. 富士

- 可燃ごみ收集業務の民間委託化調査硏究報告書 2004. 9. 環境部環境クリーン

セター

- 行政事務の外部委託—勞動關係上の留意点 原昇 學陽書房

- 自治体アウトソーシングの計劃,移行,運用

- 山崎康夫 中 業診斷士  協力 : 石義  崎陽輔 堺 財政局長

- 公共サービス民間勞動 の2001春鬪と諸課題 2001. 5. 自治勞ㆍ公共サービス

民間勞組協議 事務局長 畑精武

- PSI日韓共同セミナー  “非正規勞動 組織化にむけた自治勞の取組み” 2004. 

11. 13. 

- 全日本自治團體勞動組合 副委員長 岡部謙治

- 地方自治體における公共サービスの民間開放に關する提  ~大阪府ㆍ大阪 に

おける「 場化テスト」の早期實施と經濟界參劃による推進組織の設置を~大

阪商工 議所 2004. 11.



- 251 -

부록1: 설문지

청소용역 노동자인권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인권침해사례 등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권실태

가 파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할 것

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

며,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시

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

○ 연구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02-312-7488)

○ 연구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 02-2125-9754)

사업장명
지

역
용역업체

명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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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황 등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1. 귀하가 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년       개월

2. 귀하가 속해 있는 용역업체의 노동자 수는 몇 명입니까?

   여성           명,       남성           명

3. 과거 직장을 포함하여 귀하가 청소업무를 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년         개월

4. 귀하께서 일(청소업무 포함)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생계비 마련            ② 노후 책 마련          ③ 여유시간 활용

  ④ 자아발견  성취도     ⑤ 기타 (                   )

5. 임 , 노동강도, 근로시간 등 체 으로 볼 때 재 하시는 청소업무에 만

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6. 귀하는 재 소속되어 있는 용역업체에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7. 재의 청소용역 업무를 하기 이 의 직장에 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 주

십시오.

  7-1. 이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     

 ① 청소업무  ② 공장직공  ③ 농림어업 종사  ④ 매 서비스직  ⑤ 사무직 

 ⑥ 리자    ⑦ 문가    ⑧ 직장에 다닌  없음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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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당시 어떤 일자리로 채용되었습니까?  (        )

    ① 정규직            ②임시직          ③ 견, 용역직

  7-3. 당시 월 평균임 은 얼마 습니까?             만원

■ 근로계약 등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8. 재의 일자리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        )

  ① 친척, 아는 사람의 소개  추천     

  ② 민간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③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④ 공공․비 리기 을 통해서(고용안정센터, 무료취업알선센터 등) 

  ⑤ 기타(                      )

9. 채용과정에서 면  등 채용심사는 가 했습니까? (        )

  ① 원청 리자   ② 소장, 조장, 반장 등 용역업체 리자

  ③ 모름          ④ 기타(                  )

 

10. 근로계약은 어떤 형태로 체결하 습니까? (        )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본인이 한 부씩 보유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만 보유

  ③ 구두로만 계약

11.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    ⑤ 1년 이상

12. 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횟수는 얼마입니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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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정규직         ② 임시직(직 고용)     ③ 견, 용역직

14. 귀하의 사업장에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        )

   ① 정해져 있다  (        세)

   ② 정해지지 않았다

15. 청소업무의 정년퇴직 연령은 얼마가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 임 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16. 귀하께서 받으시는 임 총액은 얼마입니까?   월                  만원

 

17. 월 임 총액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 , 월차연차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 , 퇴직충당  등을 제외할 경우 얼마입니까?

     월                 만원

18. 귀하는 월 총액 기 으로 어느 정도의 임 이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19. 귀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 임 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

  ①  들어보지 못했다             ② 들어본 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③ 략 어느 수 인지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20. 귀하는 상여 을 받으십니까?  (        )

   ① 상여  있음   (            기    연간           % )

   ② 상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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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시간외) 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 근로수당          □ 월차근로수당  □ 생리휴가수당 

 □ 직책/직  수당         □ 병가(상병휴가)  □ 명 수당

 □ 여름휴가수당           □ 경조사수당  □ 교통비지원  

 □ 기타(               )

21. 월 에 퇴직 (퇴직충당  등) 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①       ② 아니오    ③ 모름

22. 귀하는 임 ( 여)명세서를 받으십니까?   (        )

   ①      ② 아니오

23. 귀하가 받는 수당이나 서비스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24. 회사로부터 어떤 식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① 지원 없음 ② 물지원( 이나 부식) ③식권(식당 무료이용) 

④ 식비지         만원   ⑤ 기타 (                      )

■ 근로시간, 근무환경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25. 일주일(월~일)의 총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

26.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각각 몇 시입니까?

    출근시간           시    퇴근시간           시

27. 식사시간(아침, 심)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하루  몇 시간입니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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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        )

  ① 근무 안함(주5일제)     ② 월 1회 토요일 근무

  ③ 격주 토요일 근무       ④ 매주 토요일 근무

   28-1.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떠합니까?

       출근시간           시    퇴근시간           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시간  

29.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        )

  ① 근무 안함(주5일제)     ② 월 1회 토요일 근무

  ③ 격주 토요일 근무       ④ 매주 토요일 근무 

30. 일요일을 제외한 국경일과 명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① 근무 안함         ② 매번 근무함   

   ③ 교 로 근무함     ④ 기타(               )

31. 일하는 곳에 휴게, 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

  ① 별도의 시설이 없다.

  ② 별도의 시설은 없지만 근무하는 장소에 간이시설을 만들어 휴게와 수면을 취한

다.

  ③ 휴게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있다.

32. 재의 휴게시설은 휴식을 취하기에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 하다           ② 부 한 편이다

  ③ 한 편이다              ④ 매우 하다

33. 일하면서 가장 힘든 을 순서 로 두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1순 (       )  2순 (        )

   ① 낮은 임                 ② 긴 근로시간                ③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 257 -

   ④ 정년 문제                ⑤ 고용불안                     ⑥ 작업도구 부족 

   ⑦ 인력 부족                ⑧ 낮은 사회  평가       ⑨  먼지 등 작업환경이 나빠서

   ⑩ 노동강도가 세서    ⑪ 기타(                             )

■ 법정휴가와 사회보험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34. 다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경조사휴가         □병가(상병휴가)       □여름휴가    □기타(     )

35. 휴가를 사용할 때 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        )

  ① 원청 리자

  ② 소장, 조장, 반장 등 용역회사의 장 리자

  ③ 기타(             )

36.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휴가는 있지만 휴가사용을 원청 리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③ 휴가는 있지만 휴가사용을 용역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서

  ④ 휴가를 사용하면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⑤ 수당으로 받기 하여

  ⑥ 기타 (                                    )

37. 소속된 회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에 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국민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잘 모름

38.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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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임 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③ 신용불량 등 개인의 사정으로

 ④ 잘 몰라서

 ⑤ 기타 (                  )

■ 노동조합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39. 사업장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

     ①             ② 아니오(☞ 42번으로 이동) 

40.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까?     (        )

    ①         ② 아니오

41.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가입 자격이 없어서

② 회사측이 극 으로 반 해서

③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④ 가족, 친지, 동료 등 주 의 만류로

⑤ 노동조합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⑥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기타 (                     )

42. 귀하는 근무  고충사항이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다음  어느 곳으로

부터 가장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까? (        )

  ① 원청 리자                ② 용역 리자

  ③ 직장동료                   ④ 노동자 표조직(노동조합 포함)

  ⑤ 지방 노동사무소(노동부)     ⑥기타 (                        )

43. 귀하는 노동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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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 업무 지시와 감독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44. 청소 지시, 청결상태 검 등 일상  업무지시는 주로 가 합니까? (        )

    ① 원청 리자      ②용역업체 리자(소장 등)         ③ 용역업체와 원청업체 모

두

    ④ 동료선임자(반장 등)                  ⑤ 기타(                   )

45. 징계, 해고, 승진 등 인사결정은 주로 가 합니까? (        )

   ① 용역업체 리자(소장 등)             ② 원청 리자 

   ③ 동료선임자(반장 등)                      ④ 기타(                             )

46. 원청 리자가 직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월             회)                    ② 없다 

47. 원청이 작업에 한 가(특별수당 등)를 직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월             회)                    ② 없다   

48. 귀하가 청소업무에 능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        )

 ① 1주일 이하              ② 1주 - 3주미만                   ③ 3주- 1개월 미만

 ④ 1개월-3개월 미만    ⑤ 3개월 - 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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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사례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49. 일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

   ① 정해진 청소업무 이외의 업무지시

   ②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 할당

   ③ 부당한 징계

   ④ 상사, 동료의 폭언, 폭행

   ⑤ 건물(혹은 시설) 이용자의 멸시나 조롱

   ⑥ 기타(                                                              )

50. 일 하면서 성  농담, 신체  등 성 으로 불쾌한 경험을 겪은 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례까지 포함하여 답해 주십시오. (          )

      ① 있다            ② 없다( ☞ 53번으로 이동)

51. 성 으로 불쾌한 경험을 겪은 이 있다면, 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모두 표기

해 주십시오.    (              )

        ① 원청 리자    ② 용역회사 리자    ③ 장 리자(소장 등)    

        ④ 동료직원         ⑤ 건물이용자             ⑥ 기타(                          )

52. 성 으로 불쾌한 경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

        ① 성 인 농담            ② 외모, 신체에 한 평가            ③ 신체

        ④ 만남 강요                ⑤ 기타(                  )

53. 일하면서 나이로(연령) 인해 겪은 차별을 경험한 이 있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55번으로 이동)

54.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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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청 리자    ② 용역회사 리자    ③ 장 리자(소장 등)    

        ④ 동료직원         ⑤ 건물이용자             ⑥ 기타(                          )

55. 부당한 경험을 당하면 어떻게 처하는지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

    ① 참고 지낸다                                             ② 회사를 그만 둔다

    ③ 개인 으로 회사에 항의한다                ④ 동료들과 집단으로  회사에 항의한

다

    ⑤ 민간 상담기 에 상담한다                    ⑥ 노동자 표조직에 알린다 

    ⑦ 노동부 등 할행정기 에 신고한다    ⑧ 기타(                                        )

■ 산업재해, 질병에 해 질문하겠습니다.

56. 귀하는 최근 3년간 청소일로 인해 아 거나 사고를 당한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7번으로 이동)

   56-1. 그 경우 평균요양기간(치료기간으로서 업무를 쉰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년        개월        주  정도

57. 일하는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세척제 등 화학물질의 취

  ② 무거운 물건의 취

  ③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넘어짐)

  ④ 불편한 작업 자세(쪼그려 앉기, 엉거주춤한 허리 자세 등)

  ⑤ 먼지나 분진, 가스 등 오염으로 인한 험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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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귀하나 동료들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사고에 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

   ①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② 산재처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치료비  공상처리를 한다

   ③ 작은 질병ㆍ사고는 자체 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ㆍ사고는 산재처리한다.

   ④ 모든 질병ㆍ사고에 해 으로 노동자 본인이 자비로 처리한다.

   ⑤ 기타 (              )

59.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장의 윗사람이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②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해고될 것 같아서

   ③ 회사가 보상하여서

   ④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어서

   ⑤ 귀찮아서

   ⑥ 산재보험제도에 해서 잘 몰라서

   ⑦ 기타 (                        )

60. 귀하는 재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① 장질환          ② 근육통                ③ 통 

  ④ 요통              ⑤ 호흡기계통 질환       ⑥ 신경통    

  ⑦ 기타(            )

61. 재 소속된 회사를 통해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        )

    ①           ② 아니오

62. 병의원 이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치료비 부담   ② 병원 갈(치료할) 시간

이 없음 

    ③ 가까운 곳에 당한 의료기 이 없음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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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63.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② 여 

64. 귀하의 연령은?   만         세

6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미혼이다   ②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다

     ③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없다(사별, 별거, 이혼 등)

66.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명

67. 동거 가족  돈벌이를 하는 가족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68. 귀하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는 구입니까? (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자녀        ⑤ 형제, 자매      ⑥ 기타(          ) 

69. 귀하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본인 임  포함)  

   월           만원

70.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월           만원

71. 귀하 가구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세                  ② 월세                ③ 구임 아 트  

   ④ 자가                  ⑤기타(             )



- 264 -

72. 귀하가 생각하기에, 귀 의 주된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순

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  (          ) 2순  (           )

  ① 생계유지 어려움( 임 , 빚, 신용불량 등)   ② 자녀문제(교육  결혼)

  ③ 가사노동 분담 문제      ④ 부모 부양 문제

  ⑤ 주거(택) 불안 문제      ⑥ 일자리 불안 문제 

  ⑦ 여가  문화활동 부족                    ⑧ 가족간의 화 부족문제

  ⑨ 기타 (                   )

73. 재 귀하와 귀하 가족들이 경제 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 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  (           )       2순  (           )  

 ① 자녀의 양육  교육비(수업료, 등록  등)    ②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③ 의복  생활용품 구입비       ④ 부채(빚) 문제

 ⑤ 각종 공과 (소득세, 보험료, 각종 세 )       ⑥ 의료비

 ⑦ 주거비(주택유지비, 주택융자  상환, 집세 등) ⑧ 경조사비

 ⑨ 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⑩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⑪ 식료품비(주식, 부식비 등)                   ⑫기타 (                )

 

긴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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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청소용역 실태조사 면  질문내용

1. 청소용역 노동자 - 급여명세서 확보 요망

1) 기초 인적사항

  -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황, 가족 상황(피부양자) 등  내용

  -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근속기간, 직종 경력(다른 근무처 포함)

   

2) 사업장 현황

  - 전체 인원(남, 여), 평균 연령, 평균 근속기간

  - 작업 내용

3) 취업 배경

  - 직장 소재지 및 명칭

  - 취업 경로 및 구직 방식

  - 현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이전 직장 및 고용 형태 

  - 현 직장을 선택한 이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이유. 

  - 이전에 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면, 정규직을 그만둔 이유.

4)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 및 내용

  - 근로계약 체결방식 및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예: 근로계약서 작성, 구

두 통보,  등등)

  - 지난 달 평균 주당 실제 근무시간은? (주   일 근무, 주   시간)

  - 출퇴근 시간, 주말근무 여부?

  - 귀하가 지난달 받은 급여 총액은?

    (기본급에 상여월할금, 통상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제하기 이전의 총급여)

  - 지난달 귀하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은? (보험료, 퇴직전환금, 세금 등

을 제외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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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이외에 받는 것은?

  - 각종 수당 및 복지 수혜 상황 유무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법정기업복지(퇴직금, 주휴 수당,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산전 산후 

휴가, 육아휴직,보육비, 사내 보육시설,)

     = 비법정 기업복지(성과금, 식비, 건강검진, 경조비, 양육비, 교육비, 교

통비, 명절상여 등 유무)

     = 산재 처리 방법

  - 직업병 및 산재 위험 노출 정도 

  - 식사는 어떻게 하나?(식당 이용, 직접 취사, 도시락, 회사지원 여부 등)

  - 휴게공간은 있나?(정식 휴게실, 간이 휴게실 등)

5) 동일노동 정규직 유무 여부

  - 현재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하는가? 

    있다면 정규직이 받는 임금 및 제 수당 복지 수준은? 

  - 현재하는 일이 정규직이 하는 일과 비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정규직과 비교하여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가장 큰 불만

은?

  -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내용이 차별적이라 생

각하는가?

  

6) 고용불안 상황

  - 현 근무처에서 근로계약 갱신은 몇 번, 계약 기간?

  - 고용 계약을 맺었다면, 누구와?

  - 근로계약이 중단되는 경우(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제외)는 어떤 경우라

고 생각? 실제로 근로계약이 중단된 사례가 주변에 있었는가? 어떤 이유로?

  -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은 어떻게 되는가?

  - 현재의 고용형태로 계속 근무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이유?

  - 사업장의 정년퇴직 나이는 몇 세인가? 적정한 정년은 몇 세라고 생각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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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필요성

  - 직장일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얘기?

  - 현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는가?

  - 가입되었나? 아니라면 이유?

  -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8) 비정규직 사용 이유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왜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생각?

  - 비정규직 사용이 비용 절감이나 청소업무 청결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9) 성희롱이나 성추행 위험 노출 정도 및 경험 유무

  - 사업장 내 성희롱 사례가 있었는가?(직접경험 뿐만 아니라 동료의 경험 

포함, 현재는 없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경우 포함)

   ⇒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 (본인 혹은 주변 경험)

  - 성희롱의 구체적 내용

  - 가해자는 누구?

  -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10) 작업지시 등

  - 작업지시, 관리감독, 근태관리, 작업평가는 누가하는가?

  -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인사고과, 업무배치, 계약 해지 등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 

  - 입사시 면접, 취업결정은 누가 했는가? 면접장소는? 원청관리자가 동석

했는가?

  - 원청 관리자가 직접 작업지시, 근태관리, 평가하는 경우는 없는가?

  - 원청에서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나 현물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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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차휴가, 연차휴가, 여름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할 때 누

구에게 허락을 받는가?(원청의 관여 여부)

  - 중간관리자(현장소장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

11) 희망사항

  -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임금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2. 원청 인사노무 담당자 -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정내역서 등 

확보요망

- 청소업무 외주화 시기와 외주화 이유

- 외주화로 얻은 이익은?(비용측면, 노무관리측면 등)

- 외주와 직영의 경우 청소수행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 현재 당해 사업장의 청소용역을 직영화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 용역업체 선정 방식은? (자체 경쟁입찰, 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의뢰 등)

- 용역 단가 산정은 어떻게?

- 해마다 용역 단가 인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 청소상태 관리감독,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용역업체 관리자(현장 소장 등)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3. 용역회사 관리자 -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확보요망

- 현재 사업장에는 언제부터 용역을 수행했나? 

- 용역계약 기간 및 갱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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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회사 전체 규모? 현재 사업장 이외에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이 있는가? 

- 현 사업장 고용현황(남, 여), 근로계약기간, 임금 수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 용역단가 산정 방식(원청이 하는지, 용역회사에서 하는지)

- 용역계약 갱신시 용역단가 인상은 어떻게 하는지?

- 원청에게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현장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불만을 호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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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 면 조사표

성별  □ 남              □ 여

연령  _______________세

학력
 □ 등학교졸    □ 학교졸     □ 고등학교졸     □ 졸    

 □ 졸이상

가족형태

 □ 미혼                □ 기혼

 □ 부 생존             □  모 생존           □ 부모 모두 생존

 □ 자녀 무             □ 자녀 유( _____________ 명)

 □ 혼자 살고 있음   

 □ 동거인 유(_______, _______, ______, _______, ______)

경제활동 

성원

 □ 1인     □ 2인(_________, _________)    

 □ 3인(________, ________, ________)

 □ 4인 이상(________, ________, _______, ________, ________)

가구소득  월_____________원,      연(年)_______________원

주거형태
 □ 월세(______________)    □ 세(______________)    

 □ 자가(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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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계약

계약서 작

성
 □ 무          □ 유

계약기간  □ 정하지 않음          □ 정함( ____________달/년)

반복계약횟

수
 _______________회

노동시간  □ 트타임             □ 일제(풀타임)

견/용역 

여부

 □ 견                 □ 용역                 

□ 직 고용  

재 

일 자

리 

업무성격

 □ 정규직 임시 체      □ 정규직 상시 체     

 □ 정규직 보완

 □ 정규직 별도(비정규특화업무)

숙련
자격증 유

무
 □ 무          □ 유(종류 :___________________)

근

무 경

력

총 근무경

력
 _________________년

고용형태
 □ 정규직(직종_____, 산업_____) 

 □ 비정규직(직종____, 산업_____)

노 동

시간

근로시간

 소정 주당 근로시간 ___________, 

과 근로시간(주당) __________

 휴일 근로일수(월)  _______________

주휴유무  토요일 휴무(_________) ,            일요일 휴무(_________)

임

임 수
 월___________원,    연(年)____________원,    

상여 __________%

임 지 방

식

 □ 일당제         □ 월 제     

 □ 시 제        □ 연 제

임 지 기
 □ 기본 심 체계(고정 +수당)  

 □ 실  일부 용(_______%)

 □ 완  실 (실  100% 용)

임 구성
 □ 정액(고정 ) 여          □ 과수당      

 □ 상여

제수당

 □ 교통비        □ 식            □ 자격수당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만근수당   

 □ 가족수당       □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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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

험

재 가입되어 있는 

사회 보험(모두 표기)

 □ 국민연 (직장)   □ 국민연 (지역)  

 □ 건강보험(직장)   □ 건강보험(지역)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민간보

험

개인 으로 가입한 보

장상품(보험, 축등)

 □ 노후소득(연 )  

 □ 건강(암보험,  상해보험 등)   

 □ 주택마련 축         □ 교육보험  

 □ 기타

법정기

업복지

퇴직 (퇴직보험)  □ 무               □ 유

주휴수당  □ 무               □ 유

연월차 휴가  □ 무               □ 유(무 / 유 )

생리휴가  □ 무               □ 유(무 / 유 )

산 ․후휴가  □ 무                 □ 유(무 / 유 :____________)

육아휴직  □ 무                 □ 유(무 / 유 :____________)

아동양육비
 □ 무             □ 사내 보육시설  

 □ 보육비 지

비법정

기업복

지

 □ 성과 상여      □ 주택지원        □ 식사비 지원     

 □ 건강검진        □ 경조비 지      □ 양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생활안정자 출

 □ 명  상여      □ 명  선물        □ 교통비(통근버스)

 □ 피복지원          □ 체육시설 이용     □ 휴양시설 이용 

 □ 종업원지주제      □ 기타_________
산재처

리

 □ 산재 여+ 로     □ 산재보상 여   

 □ 공상처리           □ 개인부담

자주복

지

( 노 동

조합)

 □ 주택지원        □ 식사비 지원        □ 건강검진      

 □ 경조비 지       □ 양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생활안정자  출  □ 명  상여       □ 명  선물

 □ 체육시설 이용   □ 휴양시설 이용      □ 기타___________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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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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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경북대, 경북대병원, 경상대, 경찰청, 경희대, 고대, 고대의료원, 광주검철청, 

광주공항, 광주법원, 국회, 대우센터, 대전시청, 도시철도, 목원대, 서강대, 서울대병

원, 서울시청, 세종로대우빌딩, 수원대, 안동대, 영진전문대, 인천검찰청, 인천공항, 

인천대, 인천법원, 인천전문대, 인하공전, 인하대, 정부중앙청사, 창원대, 충북대병원, 

한양대, 현대백화점

강릉대, 강원대, 강원도립전문대(강원도립대), 경도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육대, 계

명대, 고려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육대, 군산대, 남도대, 대구교육대, 목원대, 목

포대, 목포해양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상주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

립대, 안동대, 연세대, 원주대, 익산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제주교대, 제주대, 진주교육대, 진주산업대, 청주교육대, 청주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

북대, 충북과학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재활복지대, 한

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한양대, kbs,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서울고등법원, 서

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도시철도, 서울

대학병원, sh공사, 현대백화점, 대우센터, 서울시청, 국회, 정부중앙청사, 경찰청, 대전

시청

부록3: 조사기관리스트

1. 노동자 설문조사 소속 기 : 35기 (원청 기 )

2. 자료조사 기 (원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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