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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in the banking industry, an 

intensive restructuring has been completed. consequently, the employment 

ratio of the non-regular workers has been sharply increased up to 

25.6% in 2002 from 11~12% in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e out the reason of which non-regular workers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crisis, to show some problems of their working and employment 

conditions, and to suggest some solutions to those problems. In order to 

achieve those purpose, the income gap and working conditions are 

compared and analyzed positively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y using a variety related literatures and documents.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for the questions on why they got the current non-regular 

jobs, about two thirds of them replied that it was their non-voluntary 

choices and they hoped to have regular jobs which guarantee higher 

salary and stability. Second, regarding the employment process of the 



- 6 -

non-regular workers, the ratio of reemployment which was a kind of 

personnel restructuring strategy was comparatively low but the two 

thirds of the new non-regular workers have been employed by the 

open recruit and individual recommendation. Third, the tow thirds of 

the new non-regular workers replied that they did not have any job 

the training for the new workers. Fourth, the workers replied that only 

a few of them contact the labors union for their disadvantages and 

problems but most of them discussed their difficulties with their 

company colleagues. Fifth,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wage gap between the non-regular and 

regular workers, Ordinary Least Square has been taken. The result 

shows that the wage gap between the two groups was quite wide and 

especially the gap was wider among women workers than among men 

workers.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the non-regular 

workers, the labor union needs to organize the workers and to contract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n which the workers participate.

  The government ha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m by law, 

extend the social safety net and strenghen the labor supervision over 

the illegal action of the comlanies against non-regular workers.

  The companies have to recognize that the preference for non-regular 

workers may loos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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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1 1.1 1.1 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조

정과 함께 고용인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

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과 

인건비 절감차원의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인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근로자의 급

속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을 초월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규

모가 2001년 360만명에서 2003년 460만명, 2004년 539만명으로 급속한 증

가를 가져왔다(통계청 2004).  또한 고용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를 합친 비정규직의 비율은 거의 55% 수

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7%의 영국과 12%의 일본은 물론이고 27%의 호주와 

32%의 스페인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의 비율이다(김태형. 2004).  비정규직

은 기업의 비용절감과 고용인력의 유연성 제고 및 정보화ㆍ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고용

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반면, 대기업 정

규직은 과보호되고 있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ㆍ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

ㆍ탈법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5만

원)은 정규직(177만원)의 65.3%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

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정

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약 4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노동부. 2005).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

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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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U에서도 경쟁력 강화,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을 추진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금껏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인력의 확산은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와 또 ‘어떻게 

이들을 처우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그 

해답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금융회사의 경우 고용조정의 용이성이 높은 이유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

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은 내부 인력조정의 중심 수단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바, 정규직 은행원은 감소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상쇄되

어 왔다. 국내은행 정규직 종사자 수는 1997년말 113,994명에서 2004년말 

89,960명으로 21.1%인 24,034명이 감소하였다(금융감독원, 2005). 이러한 가

운데 금융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특히 전문성 없는 단순한 직종을 중심

으로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직사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직원으로 채용되면 항상 해고가 가능하

고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갱신해야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주위 상황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는다. 정규직 사원들

은 노조를 통하여 법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인사상의 부당한 대우나 처우에 대

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

러나 비정규직 사원들은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준칙이 되는 기본 법률이나 회

사 내의 규정도 미흡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고용 신

분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의 일체감 형성이 어렵

고, 근무환경, 해고의 위험, 전문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금융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의 비중

이 가장 널리 확대한 산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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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금융 산업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을 알아보고 비정규직의 차별적 근로조건 및 고용실태 

등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1.2 1.2 1.2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및 및 및 및 논문의 논문의 논문의 논문의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논문은 금융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ㆍ노동조건 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관련된 국내

외 연구논문과 보고서, 노동부와 통계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노사정위원

회 및 관련단체의 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

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에 대해 논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필요성, 비정규직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증

가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현황(규모, 성별, 산업별, 직업별)과 

비정규직의 활용형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태분석결과 나타난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

해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금융회사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ㆍ요약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분석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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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비정규직에 비정규직에 비정규직에 비정규직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고찰고찰고찰고찰

2.1 2.1 2.1 2.1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유형유형유형유형

2.1.1 2.1.1 2.1.1 2.1.1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

에서는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발표해 왔으며 비정규

직, 파트타임, 파견ㆍ용역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노사

간의 많은 단체 협약에서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

용되어 왔다.  실제로 IMF 이전인 97년에만 해도 전체 노동자의 45.9%에 해

당하는 607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형태에 

대한 환기는 IMF시기와 98년 ‘근로자파견제’가 도입 되고서야 이루어졌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2000년대가 시작된 이후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Freedman1)이 고용안정회의에서 사용하였는데 “상황

적이고 변이적인 고용관계로서 기업이 특별한 서비스, 기술, 또는 제품의 수요

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노동력이 필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조건부나 부수적인 성격이라는 뜻으로 처음 사

용했으나 이 용어가 비정규직 근로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다. Polivka

와 Nordone2)는 “개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 고용관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비 체계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일자

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의 상용 고용형태와의 다른 비정

규직 고용형태인 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

1) 허갑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연구.  

   제 9집, 2004. 6 pp. 81-93

2) A. E. Polivka & Nordone, “On the Definition of Contingent Wo가”,, Monthly Labor Review, 

   Vol. 112  No. 4, 1989,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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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

교해서 임금, 복리후생,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모든 처우와 고용형태가 다른 

근로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정규직

과의 위화감, 단절감을 함축하고 있기에 ‘단기 계약직 근로자’ 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단기계약직 근로와 다중취업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

에 ‘일하고 있는가’ 와 ‘실직 상태에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 하

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주당 36시간 이하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임시직, 계약직, 일

용직을 모두 포괄하여 비정규직이라 칭하고 있다3). 

  ILO 협약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의 법률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로 나눈 뒤, 파트타임근로자를 풀타임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4). OECD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비정규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용전망 2002년 판에서 ‘비정규직’ 대신 ‘임시고

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류는 계약직, 파견근로직, 용역직, 대

체직, 계절직, 방문직, 일용직, 훈련생, 보조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5). 통계청

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통계일보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이에 임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

람”으로 정의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

로 하며 노동부의 통계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

자와 일용 및 임시 근로자로서 조사 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

상 근로한자”를 상용근로자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정하여 고용된 자

로 분류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이란,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

3) 공문숙, “고용형태에 따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차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인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6.

4) ILO, C175 Part-time Worker Convention, 1997, 제1조

5) 박동운,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4. 8, P.5



- 6 -

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정규직에 비해 근로

시간이 적은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기간 자체를 사전에 확정해 놓고 근로하게 

되는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계약직 가운데서도 근로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은 

임시직 근로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근로하는 재택근로자,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자신이 속한 인력파견업체와 

맺고 있는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규직 인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인력은 상호 중복되는 특징을 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파트타임 근로

자의 대부분은 임시직에 해당하며 재택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대부분도 계약

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규

직 노동자와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다(<표 2-1> 참조). 정규직 노동자는 특정

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 개발과 승진, 교육 훈련, 사내 복지 제도 등을 

적용 받는 노동자들이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노동자는 단시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 개발이

나 인적 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 근무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이다.

  이와 같이 고용계약 기간, 노동시간, 승진 가능성, 배타적 사용자의 유무, 

복지혜택, 인적 자본 투자의 성격 등은 비정규노동과 정규노동을 구분 짓는 

요인들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계약기

간과 노동시간이었다.  그러나 고용계약기간이나 노동시간은 그 자체로만은 

독자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구분하는 데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 계약 기간과 노동시간이었다.

  그러나 단시간노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시간 노동의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비정규노동의 특성을 설명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 7 -

<표 2-1>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 준 정 규 직 비정규직

고용계약

계약기간

근로시간

경력경로

결속대상

인적자원 투자

사내복지

사회보험

특정 사용자

정함이 없음

full-time 근무

특정 기업내

특정 기업

기업내 수행

기업내 혜택

기업내외 수혜

다수 사용자

정함이 있음

full-time 혹은 단시간근무

개인적 수행

특정 직무

개인적 수행

혜택 결여

기업외 수행
  

   자료 : 권혜자ㆍ박선영 (1999, p.4.)

 

  이에 비하여, 고용계약 기간은 몇 가지 문제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 노동의 개념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에 

따른 구분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는 사용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

계약기간을 정했는가의 여부로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

고 있다. 

  그 외에도, 특정 사용자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업무 계약을 맺고 일

하면서, 그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급 노동자, 피용자를 고

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가내 노동자들이 배재될 수 있다.

  이는 ILO에서 최근에 계약노동자의 개념으로써 상업적 관계를 갖지만, 사실

상 고용관계의 성격을 갖는 노동자로 분류하여 보호권고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관계의 기간이 정해졌는가의 여부로 비정규 노동을 구분하

는 것은 유효하다.  더욱이 고용계약기간은 노동력 유연화에 따라 기간을 정

하지 않은 고용계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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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비정규직은 이러한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라

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 혹은 주변적 근로의 개념 징표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고용보장이 희박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②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해당기간만 근무하며 그 근로관계

는 대부분 임시직이다.

 ③ 근로시간의 변동이 큰데, 그 변동은 노동자가 원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그때그때 바꾸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④ 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 받으며 고도의 기능을 지닌 전

문계약직의 경우 연봉으로 지급 받는다. 

 ⑤ 실질적으로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노동조합과 같은 대표기구를 통하여 보장받기가 어렵다.

 ⑥ 복리후생 혜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미미하다.

또한 이러한 특징 중에서 중요한 구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1)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전성 여부

  2) 통상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4)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1) 1) 1) 고용의 고용의 고용의 고용의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및 및 및 및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객관적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즉 정해진 날짜나 

일정한 시점(계절)이 도래하거나 할당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또는 일시적

으로 대체한 노동자가 복귀하면서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등으로 항구적 

계약을 제외한 모든 임시직이 포함되며, 일정기간 이상의 계속고용이 기대되

기 어려운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속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의 

6) 권오현ㆍ김수복(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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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가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직접 고용되는 1개월 미만 단기 임시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

준으로 보는데 대해서도 이의는 있다. 예를 들어 Polivka 와 Nardone(1989) 등

은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를 구분할 때 안정성만을 강조할 경우, 이중노동

시장론의 2차 노동시장7)에 속하는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를 혼동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자

발적 선택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비자발적 이유라는 것이

다.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는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 혹은 주변노동자와는 

달리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중 노동시장은 낮은 숙련

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정규 노동에는 전문직 혹은 고숙련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안정성만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

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도 중도에 해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7년 개정된 노동법에 규정된 경영상의 이유로 인

한 해고의 자유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이 반드시 고용 안정성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반대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 노

동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 안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은 특정한 사용자와 맺어진 기간이므로 그 고용계약의 종료 후 맺은 

다른 고용계약은 새로운 고용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성

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종종 사용자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

로 사용되는데, 유연화 시대의 고용안정성은 개별 기업에서가 아니라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이와 일치하

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숙련 전문기술 등을 가진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

는 특정기업에서의 고용안정성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7) M.J.Piore, P.B.Doeringer, Harrison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1차 노동시장에 비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와의 사적관계가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여자ㆍ소년근로자ㆍ도시반민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불안정성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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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규직보다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낮은 인건비로 채용된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재무비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시 정규직을 향한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 2) 2) 2) 통상 통상 통상 통상 노동시간의 노동시간의 노동시간의 노동시간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여부여부여부여부

  통상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ILO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수를 통계적으

로 산정하기 위하여 주 3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시간제 노동자로 구분

한다. 그러나 주 3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직종이나 업종에 따

라 상근제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에도 비정규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47.3시간, 2001년 46.2시간, 2002년 44.8시간, 2003년 43.1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은 2000년 47.1시간에서 2003년 41.8

시간으로 5.3시간 단축된 데 비해, 비정규직은 2000년 47.5시간에서 2003년 

44.1시간으로 3.4시간 단축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시간 격

차는 0.4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주5일제 등 법정 노동시간 단축운

동의 성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골고루 향유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비정규직의 경우에 주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장의 실태조사에서도 은행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실제적인 출근 시간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퇴근시

간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약 1시간 정도 늦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

장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주당 평균 1

시간 30분정도 연장 근로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도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진행되

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엄밀

한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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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고용관계와 고용관계와 고용관계와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노무제공 노무제공 노무제공 대상의 대상의 대상의 대상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여부여부여부여부

  파견은 노동자파견법에 의한 경우로 하며, 용역은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청

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

원을 해당 업체에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호출근로는 그

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수주 또는 수일간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용직과 유사하나 중간매개인 대행업체가 알선한다는 점에서 구분해

야 한다. 건설업의 십장(오야지)이 매개하는 일용노동자는 직접 고용되는 일용

직과 구분하여 이 개념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영업점의 청소

업무,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고용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과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정규직원과 정규직원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계약직으

로 재취업 한 비정규직으로 구성되고, 영업점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보수의 

지급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4) 4) 4) 형식적 형식적 형식적 형식적 고용관계의 고용관계의 고용관계의 고용관계의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여부여부여부여부

  파견이나 용역과는 달리 개인도급(특수고용)과 재택근로는 개인에 대한 아

웃소싱, 종속적 노동자와 경제적 조건에는 차이가 없고 항상적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비정규고용형태에 의해 이루어지

는 근로관계는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나, 고용

의 불안전성과 노동법적 보호로부터의 소외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는 노동

법 특히 근로기준법이 기존의 고용형태에 의한 근로관계를 보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근로관계

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시에는 예측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권리ㆍ의무관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인력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정규직 인력과 달리 이들이 

기업과 맺게 되는 심리적 혹은 제도적 연결이나 귀속관계가 느슨하게 되거나 

기업 내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화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인

력의 공통적 특징은 이들의 고용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

이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 인력에 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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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준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수준의 차이는 임금이 낮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각종 복리후생비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

에 발생하게 된다.

        2.1.2 2.1.2 2.1.2 2.1.2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유형유형유형유형

  비정규직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임금 노동자에 속하는 비정규 근로자와 

비 임금 근로자에 속하는 비정규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임금 노동자에 

속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1) 1) 임시직 임시직 임시직 임시직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일시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

들이다. 그러므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은 모두 임시직 근로자

에 해당되지만,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연보⌋의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분류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

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이 가간을 정한 

고용계약일 경우에는 정규 고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비정규 고용의 형태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계약직 근로자, 인턴사원, 촉탁직, 사용자

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나타난다.

                2) 2) 2) 2)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 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적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정

규직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가 임시적인 것은 아

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은 시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전화 마케팅 등 full-time 근무가 어려운 기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직이더라도 핵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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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파견 파견 파견 파견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

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하게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

러므로 파견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업무의 지

휘ㆍ감독을 하는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1998년까지 근

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이었으나, 1998년 2월 노동법 개정으로 합법화 되

었다.

  비 임금 근로자에 속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은 피용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 

하도급자, 소 사장 및 그 무급가족 종사자, 가내 근로자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은 통계청의 분류상 비 임금 근로자 혹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가가가가) ) ) )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의 일부일부일부일부, , , , 개인 개인 개인 개인 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 , , , 소 소 소 소 사장사장사장사장

  계약 노동자에 속하면서 피용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자영업자, 개인 

하도급자, 소 사장 및 그 무급가족 종사자들의 일부는 임금 근로자는 아니지

만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와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고용계약과 유사하게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노동자이기도 하다.

                    나나나나) ) ) ) 가내 가내 가내 가내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및 및 및 및 그 그 그 그 무급가족 무급가족 무급가족 무급가족 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

  가내 근로자란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이나 스스로 

선택한 작업장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장 외부의 장소에서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지급받아 물품을 제조, 가공하며 상시적 고용이 아닌 보조자를 둘 

수 있는 자로 규정된다.8) 

  이러한 개념 규정에 의하면, 가내 근로자는 그 지위가 자영업자인가 임금 

근로자인가와 무관하게 다양한 근로자들을 포괄하게 되며, 가내 근로자를 보

조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괄한다.

8) Polikva & Nardone, On the definition of "contigent work", Monthly Labor Review, 1989, p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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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 ) ) 하청 하청 하청 하청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하청 근로자를 비정규 근로자로 포함시키게 되면 개념과 분류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청회사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은 하

청 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의 성격만을 중시한다면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판별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도급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 고용기간의 정함

이 있는 계약을 맺었다면 비정규 근로자에 속한다. 그리고 그 하도급의 목적

이 독자적인 사업내용이 아니고, 원청기업의 고용 유연화에 있다면 하도급자

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은 그 고용계약의 일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

직이라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상술한 정규직 근로와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 표

와 같다.

<표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과 특징

구 분 유 형                 특               징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고용인

 • 근로시간은 전일제

 •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

 • 임금의 수준은 학력과 근속년수에 의한다

 •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무

 • 임금 및 근로조건은 법과 집단적인 절차에 의해 

  보호받음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
 • 고용기간이 특정하게 정해짐

  이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이 있음

단시간 근로
 •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음.

  통상적으로 주 35시간 이하 근로자를 일컬음

파견근로
 • 처음부터 제3자에게 파견될 목적으로 채용됨

  따라서 사용기업의 지시,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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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2.2 2.2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환경의 환경의 환경의 환경의 변화변화변화변화

        2.2.1 2.2.1 2.2.1 2.2.1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의 노동자의 노동자의 활용 활용 활용 활용 배경배경배경배경

  21세기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전후로 경제 및 경기여건에 따른 임금 인플레

를 타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진전하면서 비전문분야 및 단기,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 인력의 지원, 

보완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인력을 채용, 활용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탄력을 제공

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정규고용의 활용배경과 그 장점을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9)

                1) 1) 1) 1)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고용관리 고용관리 고용관리 고용관리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재고재고재고재고

  비정규직은 상품수요의 변화 또는 기술변화와 같은 생산방법의 변화가 발생

하였을 때 투입되는 노동의 양적 조절을 용이하게 해주며, 해고에 따른 노동

자의 사기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경기변동에 대해 충격흡수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핵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업의 핵심인력은 기업유지에 필요한 만큼 정예위주로 최소한만 

보유하되, 기타인력은 물량변동에 따라 외주화 하든지, 단시간노동자, 또는 임

시직을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등 노동력 활용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한다. 

  은행산업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력의 공백이 심각해

지자 퇴직자 중심의 Part-Timer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정규직원의 

보완적 위치에서 노동의 대가를 지급 받아야만 했다. 또한 이들은 고용 유연

화 전략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언제든지 양적 조절 가능성이 충분한 요소로 인

식되었던 것이다.

                2) 2) 2) 2) 노동비용의 노동비용의 노동비용의 노동비용의 절감절감절감절감

  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의 

9) 권오현 ㆍ 김수복,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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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여준다. 2004년 노동부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분석자료

를 보면 정규직은 지난 3년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2년 8월 147만원에서 

2004년 8월 177만원으로 30만원(20.2%) 인상되었으며, 비정규직은 97만원

에서 115만원으로 18만원(18.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1년 62.3%, 2002년 65.9%, 2003년 65.3%, 2004

년 8월 65.0%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금융산업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은행의 

비용수지는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이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 

<표 2-3>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단위: 만원, %)

구  분
평균임금(3개월) 인상률(%)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2-3년 2002-4년  

정규직

(구성비)

138.9

(100)

147.3

(100)

167.8

(100)

177.1

(100)
   13.9        20.2

비정규직

(구성비)

86.6

(62.3)

97.0

(65.9)

102.8

(65.3)

115.2

(65.0)
    6.0        18.8

전 체 124.7 133.3 146.6 154.2    10.0        15.6

  자료 : 노동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4

                3) 3) 3) 3) 기업외부에서의 기업외부에서의 기업외부에서의 기업외부에서의 노동력 노동력 노동력 노동력 조달의 조달의 조달의 조달의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기업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비용상으로 유리한 특정업무는 파견 및 계

약고용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이 경제적이다.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 기술이 요

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업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청원경찰이나 기사직 

등을 직접 채용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용역회사를 통하여 구하는 것이 비용측면

이나 구조조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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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유휴인력 유휴인력 유휴인력 유휴인력 활용촉진활용촉진활용촉진활용촉진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자 또는 불완전 취업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

공하며 유휴인력을 촉진시킨다. 단시간노동자 임시직고용 등의 다양한 고용형

태가 활성화되면 무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은행산업에서는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서 은행사정상 정규직원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인턴사원이나 

Part-Timer로 취업 후 정규직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등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고 있다.

        2.2.2 2.2.2 2.2.2 2.2.2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증가원인증가원인증가원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

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

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으

로, 지난 1년 동안 12만명 증가했고, 그 비율은 1.2%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

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375만명 (27.5%)에서 465만명(32.8%)으로 90만명

(5.3%)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경제위기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비

중은 급속하게 늘어왔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노동자

의 구성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상용고는 

1996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했다가 1999년에 다시 점차 늘고 있다. 1개월 이

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임시고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잠시 주춤하다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1개월 미만의 일용고는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 시기 임

금노동자 고용의 대부분이 비정규 노동의 형태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구성비는 <표 2-4>와 같이 2001년 8월 정규직의 

비중이 72.7%에서 2004년 8월에는 약 10%포인트가 감소한 63.0%로 떨어졌

으며, 반면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27.3%에서 2004년 8월에는 37.0%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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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정규직은 2001년 8월에 비해 

약 11%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1%포인트 증가하여 32%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1년 8월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의 비중이 64.6%

에서 2004년 8월에는 56.3%로 떨어진 반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43.7%로 8%

포인트 증가 하였다.

<표 2-4> 임금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 (단위:천명,%)

구 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01. 8 9,614 72.7 3,602 27.3

2002. 8 9,836 72.2 3,794 27.8

2003. 8 9,542 67.4 4,606 32.6

2004. 8 9,910 63.0 5,394 37.0

남성

2001. 8 6,160 78.2 1,713 21.8

2002. 8 6,125 76.3 1,907 23.7

2003. 8 5,997 72.4 2,286 27.6

2004. 8 5,758 67.8 2,732 32.2

여성

2001. 8 3,454 64.6 1,889 35.4

2002. 8 3,711 66.3 1,888 33.7

2003. 8 3,545 60.4 2,320 39.6

2004. 8 3,434 56.3 2,662 4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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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은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 8월 정규직 비중이 63.0%이며, 이중 남성 노동자의 정규직 비중은 

67.8%  이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56.3% 로 나타나,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가 급속하게 불안정해졌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1) 1)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공급요인공급요인공급요인공급요인

  기업이 경기 변동시 고용조정의 용이성, 인건비 억제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을 선호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자발적, 비자발적 

공급이 없다면 실제로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비정

규직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노동력 노동력 노동력 노동력 구성의 구성의 구성의 구성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최근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여성화, 고학력화,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

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수요요인, 즉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취업형태를 선호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흔히 비정규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즉 여성노동자는 가

사부담으로 인해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호하며, 고령노동자는 장시간 휴가를 위

해 근로날짜의 유연한 조정을 원하고, 고학력에 따른 다양한 전문직의 등장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경총 1995, P.15). 또한 이들은 전통

적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업에 강하게 귀속되기를 기피하고 근로시간이나 지

역에 있어 편의성이나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비정규직

을 선호하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 부

족이라는 대안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나나나나) ) ) ) 노동에 노동에 노동에 노동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가치변화가치변화가치변화가치변화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신세대들과 베이비붐시대 이전에 태어난 노

동자와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성세대들은 회사인간으로 불리 울 정도로 가정보다는 회사중심으

로 노동하여 온 반면 신세대들은 노동은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이차적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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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

수록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조직에 구애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낮으며, 특히 전문직의 경우에는 계약

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다다다) ) ) ) 실업증가실업증가실업증가실업증가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의 고용조정에 의해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다. 이때 노동자에게는 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위해 실업자로 남거나 아니면,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

을 선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고실업이 지속될 경우 노동자들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라도 비정규직에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

계유지를 위해서는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취업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라라라라) ) ) ) 인력중개 인력중개 인력중개 인력중개 전문업체의 전문업체의 전문업체의 전문업체의 등장과 등장과 등장과 등장과 발전발전발전발전

  노동자파견법 제정이후 인력중개전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

들 전문업체는 인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에 대한 스크린 뿐 아니라 

교육훈련까지 담당하여 점차 고도화 되고 있어 이들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기

업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3 2.2.3 2.2.3 2.2.3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인력운용 인력운용 인력운용 인력운용 형태의 형태의 형태의 형태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우리나라는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

조정과 함께 고용인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이

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노동력확보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과 인건비 절감차원의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기 시작

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인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근로

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인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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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인건비와 해고의 어려움이다. 정규직의 경우 일

반적으로 모집, 채용, 교육훈련 등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복리후

생, 퇴직금 등 간접노무비용에서도 비정규직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

고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경우 총액관리비 관리에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

는 고용조정의 용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1998년 2월 근로기준

법 개정으로 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이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되었다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  

 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노동자가 원하  

 는 경우 해고 전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  

 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총액관리비의 원활한 관리와 인건비 억제뿐 아니라 고용

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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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원통제의 회피수단 때문이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은 예산 뿐 

아니라 정원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분에 대해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기관의 특성 등

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원을 삭감하고 이의 달성여부, 즉 정

규직의 해고를 경영혁신으로 간주하여 기관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

분의 경우 정원 통제에 대한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활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일

부 공공부문에서는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셋째, 노조세력의 약화 및 회피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로서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 조

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

키거나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목적이 비정규직 활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고 해도 노

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점이 

노조가 비정규직의 활용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

히 금융산업 노조는 이러한 사용자의 약화 및 회피전략에 대응해서 비정규직

의 조직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노동력의 부족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

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에게 노동

시장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급

속히 증가하는 원인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부족현상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들

에 대한 유인책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다섯째, 핵심인력의 보호이다. 기업에서는 전술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억제

하고 고용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동력을 정년보장과 고

임금을 지불하는 핵심인력, 기간계약이지만 고임금을 지불하는 전문 인력, 그

리고 낮은 고용안전성과 저임금을 지급하는 주변부 인력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기업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핵심기술 및 기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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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점에 대

해서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3 2.3 2.3 2.3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오늘날 일반적 형태로 정착된 정규직 근로자는 산업혁명 초기단계부터 도입

된 인력관리 체제가 아니라,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

장을 통해 매개되던 인력을 내부화시키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장기고용과 강한 조직몰입으로 특정 

지워졌던 내부 인력들을 점차 외부화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 고객욕구의 

다양화 등과 같은 중요한 환경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

고 상황변화에 따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인력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여성 및 노령인력의 증가와 같은 노동력구성의 변화나 청년층의 노동가

치변화, 실업증가, 인력중개업체의 발달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비정규

직 인력에 대한 기업수요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 정 규 직
<그림 2-1>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와 비용10)

10) 이영호.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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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2.3.1 2.3.1 2.3.1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의 고용의 고용의 고용의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1) 1) 1) 1) 인건비의 인건비의 인건비의 인건비의 절감절감절감절감

  기업의 입장에서 일정한 직무수행 능력을 겸비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교

육훈련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채용과 선발과정에서의 비용 또한 절감

할 수 있다(Hippel,et.al.,1997). 또한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면 기업에 대한 

충성도나 조직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단순한 임금 뿐 아니라 점차 그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용도 포함되며 그밖에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및 조직사

회화의 비용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며 구체적인 인건비 절감규

모는 각 기업의 복리후생비용이나 퇴직금 비중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 2) 2) 2) 고용유연성고용유연성고용유연성고용유연성

  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Kochan, et.al., 1994).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을 근거로 향유해 오던 독점적 

시장지위는 세계화 및 이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

라서 현재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전략과 조직 및 인력을 유연하게 

재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고객의 욕구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영관리의 유연성

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인력을 선호하게 된다.

                3) 3) 3) 3) 규제의 규제의 규제의 규제의 회피회피회피회피

  비정규직의 고용은 기업이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잇는 문제점들을 회피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Pfeffer, et. al.,1997). 예를 들면 대규모의 

감량경영이나 노조의 조직화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활용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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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불필요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

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다양한 법률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즉 비정규직 에 관련한 법률적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근로자들에 의한 법률적 행동의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4) 4) 4) 4)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의 확보확보확보확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기술변화나 기업전략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

력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 반면, 양성에 필요한 기간이 긴 전문인력의 

속성상 그 공급이 수요를 쉽게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은 비정규직 형

태의 고용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이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

는 이유에는 특정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필요가 쉽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문인력 

보다는 새로운 기술에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전문기술의 특성상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으로는 변화하

는 시장과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2.3.2 2.3.2 2.3.2 2.3.2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의 고용의 고용의 고용의 비용비용비용비용

  Cooper(1999)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수익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조직과 근로자 사이에 

심리적 계약의 훼손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사기와 동기부여, 충성심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조직 내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조직 운영상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기술과 경험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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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비용비용비용비용

  비정규직은 그 특성상 조직에서의 일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

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Nollen(1995) 등은 특정 환경에서

의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은 높은 훈련비용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전체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2) 2) 2) 2) 잦은 잦은 잦은 잦은 이직관련 이직관련 이직관련 이직관련 비용비용비용비용

  정규인력의 활용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데에도 임금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련비용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자주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이 

자주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훈련비용은 기업의 작업체계나 기

술이 매우 특수한 경우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또 다른 비용은 비정규직의 활용이 기업 특유의 지식

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을뿐더러 기업에의 몰입도 제한적이므로 기업 특유의 지식을 개발하거

나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많은 경우 기업의 지식축적이나 개

발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3) 3) 3) 낮은 낮은 낮은 낮은 생산성생산성생산성생산성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규인력에 비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용절감은 임금부분보다는 정규직 인건비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는 복리후생비나 퇴직금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

규직 인력의 비용절감효과는 생산성과 비교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인건비는 

적게 들지만 산출량이나 질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한 비용절감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인력의 생산성은 비정규직 인력에 비해 높은 것으로 간

주되는데 이는 정규직 인력이 교육훈련의 양이나 숙련 정도, 그리고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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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나 몰입이 비정규직 인력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한 Caudron(1994)는 

비정규직 이 작업장에서 더 높은 실수비율과 낮은 생산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4) 4) 4) 4) 형평성과 형평성과 형평성과 형평성과 노사갈등노사갈등노사갈등노사갈등

  비정규직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단 비정규직을 선택하였으므로 정규

직과의 근로조건상의 일정한 차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차이가 지나친 경우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

고 이로 인해 사기 저하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불만은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채 감추어진 경우

가 많으나 이들이 노조 형태로 조직화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한 노동쟁의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

                5) 5) 5) 5) 법적 법적 법적 법적 문제문제문제문제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은 법적문제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관리자의 업무손실이라는 직접적 

비용 이외에 기업이미지의 악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은 비정규직 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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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및 활용형태활용형태활용형태활용형태

3.1 3.1 3.1 3.1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현황현황현황현황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2004)를 토대

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

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

(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

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연령계층․ 성별ㆍ학력별 분포 및 시간

제 비중을 살펴보면 저 연령층(15~19세)과 고 연령층(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

이 정규직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저 연령층 및 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은 각각 

144천명, 512천명이며 정규직은 각각 89천명, 243천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비정규직 규모 (2004년, 단위: 천명,%)   

종사상지위 전  체 2003년

상 용 임 시 일 용 수 비 중 수 비 중

임금노동자(1) 7,684 4,829 2,071 14,584 100.0 14,149 100.0

정규직  (2=1-3) 6,428 6,4286,4286,4286,428 44.144.144.144.1 6,3076,3076,3076,307 44.644.644.644.6

비정규직(3=①+--+⑧,중복제외) 1,256 4,829 2,071 8,1568,1568,1568,156 55.955.955.955.9 7,8427,8427,8427,842 55.455.455.455.4

고용계약

 임시근로 1,006 4,829 2,071 7,906 54.2 7,679 54.3

 (장기임시근로) ① 3,475 1,009 4,485 30.7 4,589 32.4

 (기간제근로)  ② 1,006 1,354 1,062 3,421 23.5 3,089 21.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9 453 599 1,072 7.3 930 6.6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④ 1 665 666 4.6 589 4.2

특수고용      ⑤ 131 472 108 711 4.9 601 4.2

파견근로      ⑥ 60 38 18 117 0.8 98 0.7

용역근로      ⑦ 163 182 68 413 2.8 345 2.4

가내근로      ⑧ 21 29 121 171 1.2 166 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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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

중은 32.2%인데 비해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43.7%이며, 특히 비전형근

로(1,059천명), 시간제(794천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게 나타났다.  학

력별 비정규직 종사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 비정규직은 1,510천

명으로 정규직 1,206천명보다 많으며, 비정규직중 고졸이하는 72.7%를 차지

하며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1,072천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산업별,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산업은 농림어업, 건설

업이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건설근로자 1,302 천명 중 822천명(63.1%)이 비

정규직이며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1,959천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ㆍ기계조작ㆍ단

순노무직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0%(2,537천명)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서비스ㆍ판매직의 비중이 21.4%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사업체 규

모별 및 고용계약 기간별(계약기간 설정자)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25.4%(1,372천명)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인 미만의 경우 67.2%로 나타났다. 고용계약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하가 32.6%로 가장 높고, 계약기간이 길수록 그 비중

이 감소, 1년 이하가 85.8%로 대부분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별 및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45시간 

이상이 49.1%로 가장 높았고, 36시간미만도 2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

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39.5%이며, 정규직은 

35.98%이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

동조건 격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 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

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노동조건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

용과 근로조건에 만족 한다’가 74.7%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

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9%이다. 그러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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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 한다’가 26.5%로 정규직의 1/3밖에 안 되고, 비

자발적 취업이 40.5%에 이르고 있다.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

(62.5%), 용역근로(51.7%), 장기임시근로(41.0%), 기간제 근로(40.5%), 파견

근로(38.8%), 시간제근로(32.5%), 특수고용형태(26.2%), 가내근로(23.1%), 정

규직(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 및 노동조합 가입여부

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37.5%(2,024천명), 건강보험은 

40.1%(2,163천명), 고용보험은 36.1%(1,949천명)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5인 미만의 경우 3대 보험의 가입률이 3.5~4.6%, 정규직은 10.1~13.6%

로 모두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5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49.1%, 건강보

험 52.3%, 고용보험 46.8%이며 정규직은 각각 84.0%, 85.4%, 70.4%이며, 5

인 미만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은 0.5%이고 정규직은 1.0%로 매우 낮은 가입

률을 나타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순수한 비자발적 동기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는 비정규직이 38.8%, 정규직이 

22.2%(비정규직중 남성이 42.4%로서 여성의 35.2%보다 높음)로 조사결과 나

타났는데 2003년까지는 시간제에 대해서만 자발적․ 비자발적 여부를 파악하였

는데 이는 2003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32.6%)과 2004년도에 시간

제 근로자중 순수한 비자발적 동기 선택비율(32.5%)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가사(13.6%)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시간제의 경우 

27.3%, 재택․가내근로의 경우 45.6%가 응답하였다. 그밖에 특수고용형태는 

30.3%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로 응답 하였으며 남성의 경

우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가 8.9%를 차지하였고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했기 때문에」는 정규직이 60.5%로서 비정규직의 

26.1%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3.1.1 3.1.1 3.1.1 3.1.1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규모규모규모규모((((연령연령연령연령, , , , 성별성별성별성별, , , , 학력학력학력학력))))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표3-1>

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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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

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

로(파트타임) 비중은 7.3%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명)가 장기임시근로 내지 기간제 근로를 겸하

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4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3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84만명에서 

816만명으로 31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631만명에서 643만명으로 12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55.4%에서 2004년 55.9%로 

0.5%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459만명(32.4%)에서 449만명(30.7%)으로 10

만명(1.7%)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309만명(21.8%)에서 342만명(23.5%)으

로 33만명(1.7%)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68만명(54.3%)과 791만명(54.2%)으로 그 수는 23만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

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저 연령층 및 고 연령층에서 비정규

직은 각각 144천명, 512천명이며 정규직은 각각 89천명, 243천명으로 저 연

령층(15~19세)과 고 연령층(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으며 

<표3-2>와 같이 20~40대의 비정규직 비중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핵심 근

로계층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2> 20~40대의 비정규직 비중과 규모(단위 : 천명, %)

2001년 2004년

20대 751천명(20.8%) 1,282천명(23.8%)

30대 903천명(25.1%) 1,429천명(26.5%)

40대 856천명(23.8%) 1,284천명(2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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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1],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

이 남자는 저 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 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

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

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

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

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1 , 0 0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1] 비정규직 남자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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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2 ] 비정규직 여자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천명)

  학력별로 보면 [그림 3-3]와 같이 중졸이하 비정규직이 27%, 고졸이하 비

정규직이 7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2년 이후 대졸이상의 비정

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2002년 754천명{19.9%}에서 2004년 1,474천명

{27.3%})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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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3 ] 비정규직 학력별 분포(단위 : 천명, %)

        3.1.2 3.1.2 3.1.2 3.1.2 산업별산업별산업별산업별, , , , 직종별직종별직종별직종별, , , , 사업체규모별 사업체규모별 사업체규모별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현황현황현황현황

  산업별로 보면[그림3-4]와 같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산업은 농림

어업, 건설업이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체근로자 1,302천 명 중 822천명

(63.1%)이 비정규직이며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36.3%(1,959천명)로 가장 높다. 특히 공공서비스업에서는  

20003년에 비해 2004년 약 2.4%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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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4]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 : 천명)

  직종별로 보면 [그림 3-5]와 같이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의 비정규직 

비중이 47.0%(2,5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21.4%(1.153)으

로 나타났다.

  전 직종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림, 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서는 

점점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반면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도 비정규직이 확대

되고 있는데 전문 기술직의 경우 2003년 16.3% 에서 2004년 17.5%으로 

1.2% 증가하였으며 사무직의 경우에도 2003년 11.5%에서 2004년 13.4%으

로 1.9% 증가함으로써 정규직의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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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5] 직업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 : 천명,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그림 3-6]과 같이 비정규직의 25.4%(1,372천명)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있으며, 5인-9인의 사업체의 경우 19.3%(1.043천명)의 비

정규직이 종사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6.9% 

수준인 370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체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67.2%가 집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증가폭도 가장 크다는 (2001년 184만명 에서 2004년 360만명으로 두 배 증

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4년 1,072천명으로 2001년 873천명에서 꾸

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비 전형근로자는 2001년 1,801천명에서 2004년 

2,078천명으로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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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6]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 : 천명, %)

        3.1.3 3.1.3 3.1.3 3.1.3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임금임금임금임금ㆍㆍㆍㆍ근로시간근로시간근로시간근로시간
 

비정규직의 임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65% 수준이며 2004년도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

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다. 비정규

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

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4년에는 51.9%로 조금 

줄어들었다([그림3-7참조). 그러나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는 

무척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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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2004

[그림 3-7] 고용형태별 임금총액 격차추이(200년~2004년, 단위: 만원, %)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2004

년 현재 1주당 43시간으로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은 적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시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표 3-3>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  분
평균근로시간(주당)

2001 2002 2003 2004

정 규 직
48.0

(100)

46.5

(100)

44.4

(100)

48.9

(100)

비 정규직
41.4

(86.3)

40.6

(87.3)

40.3

(90.8)

43.0

(87.9)

전    체 46.2 44.9 43.1 4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비정규직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근속년수가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근속년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평균 24.1개월

로 정규직의 69.8개월에 비해 절반이상이 낮은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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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소득 불평등수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4년 154만원으로 39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

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4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으나, 정

규직의 시간당 임금 하락으로 2004년에는 5.1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4년

에도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다. [그림 3-8] 참조

 <표3-4>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단위 :원, %)

월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원)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평균값 115 125 133 147 154 6,057 6,791 7,563 8,562 8,914

하위 10%

     90%

45

200

50

230

50

250

55

280

60

300

2,214

10,938

2,399

12,447

2,619

14,391

2,878

16,118

2,878

14,775

   90/10 4.44 4.60 5.00 5.09 5.00 4.94 5.19 5.50 5.60 5.13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조사, 2004.

[그림 3-8]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 40 -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

당 임금 기준으로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했다가 2004

년에 3.75.0배로 낮아졌다.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7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3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

규직은 57, 여자 정규직은 79, 여자 비정규직은 43이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

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

여 살펴보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 

([그림 3-9] 참조) 

[그림 3-9]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3.1.4 3.1.4 3.1.4 3.1.4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 가입 가입 가입 및 및 및 및 노동조건노동조건노동조건노동조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1년 통계청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조사 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에 가입률이 크게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의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1~97%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0~ 33% 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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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천명, %)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2004년 39.5%로서 2003년의 

25.7%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4년 5.2%로 2003년의 3.3%보다 1.9%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의 2003년 15.3%, 2004년 16.7%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며 2004년도의 경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임금, 사회보험 등)이 다소 

개선되고 노조 조직률도 상승하였으나 일시적 현상인지 장기적 추세인지 여부

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률,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률, 노조가입률 등이 모두 취약하고 개선정도도 

미미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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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11]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률 (단위: 천명, %)

 

3.1.5 3.1.5 3.1.5 3.1.5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동기동기동기동기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 응답이 정규직 

60.5%로서 비정규직(26.1%)보다 크게 높으며 순수한 비자발적 동기(만족스러

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로 응답한 비정규직은 38.8%이며, 남성이 42.4%

로 여성(35.2%)보다 높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발적ㆍ비자발적 여부

를 파악(양자택일)했을 때는  2003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32.6%)과 

2004년 시간제 근로자중 순수한 비자발적 동기 선택비율(32.5%)이 거의 같음

을 볼 때 여타 항목(일자리 만족, 경력 쌓기, 육아․가사, 학업․ 직업훈련, 노력

한 만큼 수입보장 등)을 대체로 비정규직의 자발적 동기로 볼 수 있다. 여성

의 경우 비정규직 선택 동기 중 「육아ㆍ가사(13.6%)」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시간제근로자의 27.3%, 재택ㆍ가내근로자의 45.6%로 높은 비율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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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선택 동기 중「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

동하기 위하여」가 8.9%에 이르고 있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30.3%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를 선택 동기로 응답하였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그림 3-1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단위: 천명, %)

3. 3. 3. 3. 2 2 2 2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활용형태활용형태활용형태활용형태

        3.2.1 3.2.1 3.2.1 3.2.1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활용이유활용이유활용이유활용이유

은행산업에서 중심적인 은행영업 분야까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노력은 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은행 인사관리상 대비책으로서 



- 44 -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신인사제도 도입은 결국 

실패 하지만 비정규직 활용 확대를 통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주목

하는 계기가 된다.  97년 이후 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은행산

업에서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비정규직 활용 전략이 전면화 

되기 시작한다. 은행의 인수, 합병 등 외형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비정

규직 고용을 상시화, 내재화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내

부 재편이 본격적으로 전개 된다.

                1) 1) 1) 1)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 도입의 도입의 도입의 도입의 좌절과 좌절과 좌절과 좌절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활용의 활용의 활용의 활용의 본격화본격화본격화본격화

  : 97년 이전 비정규직 증가의 배경

                    가가가가) ) ) ) 남녀 남녀 남녀 남녀 고용 고용 고용 고용 평등법 평등법 평등법 평등법 시행과 시행과 시행과 시행과 신인사제도의 신인사제도의 신인사제도의 신인사제도의 도입도입도입도입

97년 경제위기 이전 비정규직은 1986년 1.5%에서 1990년 4.1%, 1993년 

5.8%로 증가 했으며, 1996년에는 11.5%에 이른다. 90년 이전의 비정규직이 

은행의 중심업무가 아닌 지원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포진해 있었다면, 이후 은

행 창구업무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 비정규직이 증가한 데에

는 남녀고용 평등법의 시행과 이로 인한 은행의 인사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

편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8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질적으로 발효된 

이후 은행들은 대표적인 여성 차별 제도인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창구업무를 여성에게 전담시켜 직무경쟁을 완화하고 

직급정체 등 인력구조 상의 문제를 성적 분리에 기초한 인사관리를 통해 해소

시키던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 경영진은 인력관

리와 인사관리상의 전면적인 변화를 단행하게 된다.  은행 경영진과 실질적 

은행경영자였던 정부의 1차 대응은 일본 은행이 고용평등법 도입에 대응하여 

다른 산업(제조업 중심)의 직능급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무관리직에 적용한 

신인사제도의 도입이었다.  

신 인사제도는 직급사다리를 통한 승진이 가능한 종합직, 하위관리자 까지

만 승진이 가능한 일반직, 직원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기능을 가진 전문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처우하는 직군별 인사관리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인력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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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임금, 승진 결정에서 연공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을 낮추고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전개 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계기로 삼았다.  

일본의 금융권에서 도입된 신 인사제도는 성차별적 제도를 온존시킨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종합직은 원거리 근무가 가능한 사람, 일반직은 생활근거지 주

변에만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택권을 제기하는 듯하지만 실직적으

로는 과거처럼 여성을 승진이 제한되는 창구업무에 전담시키려 의도를 담고 

있다. 여성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을 비껴가는 대신 암묵적인 차별관행으로 제

도화시키자는 의도이다.  국내 은행들이 도입하려고 했던 신인사제도도 마찬

가지로 성차별적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제거하면서 내용적으로 온존시키려는 

편법이였다. 여행원제도는 폐지되지만 남녀의 명시적인 차별을 직군 간, 직급 

간, 차별로 우회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나나나나) ) ) )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 도입결과와 도입결과와 도입결과와 도입결과와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활용의 활용의 활용의 활용의 시작시작시작시작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신인사제도의 

특징을 네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 인사관리 제도나 

관행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남녀고용 차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는 여행원제는 폐지되어야 했다. 모든 은행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폐지되었

다. 둘째, 차별적인 제도인 남녀 분리 호봉제나 여행원 직급이 포함된 직급별 

호봉제도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여행원 직급을 폐지한 채 직급별 호봉제를 

강화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를 둘러싸고 성별업무 구분이 뚜렷했던 은행업의 

상황에서 양성갈등의 양상마저 빚어졌으나 결국 직급에 따른 승진과 처우의 

차이를 강화하는 직급 형태의 남녀 단일 호봉제로 귀결되었다. 셋째, 성별 직

무나 처우의 차이를 다른 명목으로 온존시키기 위한 직군별 관리제도의 도입

니다. 앞서 말한 종합직, 일반직, 전문직의 직군별 차별 처우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여성차별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이 거의 없었다. 넷째, 연(年)공급을 능력급으로 재편하는 능력주의 인사관

리의 도입니다. 신 인사제도에서 능력급으로 재편하는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도입니다. 신 인사제도에서 능력주의 요소는 직군별 관리제도와 맞물려 있었

으므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행원제의 폐지와 남녀단일호봉제의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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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사관리상의 성적 차별의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하위 직급에 배치되어 일선 창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승진의 격차도 여전했

다. 은행업의 특성상 인사발령이라는 강력한 인사권이 있어 직급 승진과 직무

배치에 대한 여성 차별은 여행원 제도의 폐지와 단일호봉제 도입에도 불구하

고 그대로 유지 되었다. 여행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여성의 임금 차별이 

해소되고 형식으로 승진통로가 개방되는 부분적인 개선에 머물게 된다.  한편 

신 인사제도는 능력위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한 은행

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아주 제한된 형태로 시행하게 된다. 은

행 경영진은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여행원제도를 통해 유지했던 성차별에 

의한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을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변화된 제도적 환경 

하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새로운 제도의 구축으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통제 수단인 인사 발령권에 의존하는 관행으로 회귀하게 

된다. 신인사제도가 은행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관치금융으로 인해 은행자체 경영력이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신 인사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만큼 은행의 경영 자율성이나 사업적 기반이 구

축되지 못했다. 둘째, 은행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들 수 있

다. 단일호봉제와 승진통로의 개방을 둘러싸고 양성간 갈등의 조짐도 있었지

만 능력주의 요소에 대한 반대라는 단일전선을 통해  직급별 관리제도의 도입

은 저지 될 수 있었다. 셋째, 여행원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전략을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그대로 온존시키려는 의도

에서 출발 했기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항상 따르기 마련인 불만과 저항을 넘

어설 만큼 강도 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신 인사제도는 고용평등법 시행이라는 

달라진 법제도적 환경에 대한 소극적 적응의 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신인사제도 도입이 은행 경영의 내적 동력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법

제도의 변화라는 외적 충격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전략에 머물렀기에 실제 많은 변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은행업의 고

용 관행에 미친 잠재적 영향은 무시 할 수 없다. 실패하긴 했지만 능력주의의 

인사관리 도입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점 이후 은행산업에 인사제도 개

편논의가 활발해지는 기반이 마련되고 새로운 노동력 관리전략을 모색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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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성적 분리에 기초해 내부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유지하려는 편

법인 신인사제도 도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여행원제도의 폐지는 불가피 

했으나 직군분리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는 신 인사제도는 실질적인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도는 90년대 중

반이후 은행산업의 전면적 재편과 함께 성과급제 도입시도와 새로운 인력관리 

모델로 재현되게 된다. 새로운 인력관리 모델이란 정규직의 축소와 비정규직

의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방식이다.

                2) 2) 2) 2) 금융 금융 금융 금융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화 유연화 유연화 유연화 전략의 전략의 전략의 전략의 전개전개전개전개

 : 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의 배경

97년 경제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조정(감원)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은행이 내부 인력조정의 핵심 수단

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구조화 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주목

한 것은 9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대항, 은행 경영 

자율성의 한계와 보수적인 경영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추세가 외환위

기에 따른 금융 구조조정의 전개로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를 가지게 된다.

3차에 걸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은행간 합병을 통해 부실기관으로 판정된 

은행의 퇴출과 합병이 진행되었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leading Bank 

육성이라는 전략이 진행 되었다. 은행 수의 감소와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세

는 인원감축을 동반하는 점포수의 감소를 초래했다. 80년대 말 17개 은행에

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말 30개에 이르던 은행의 수는 2002년 말 6월 시

점에선 14개로 감소 되었다. (이하 수치는 금융감독원, 2002) 97년 이후 전

개된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은행원은 감소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상쇄되어 왔다. 금융산업 종사자 수는 97년 말 317,623명에서 2002

년 말 218,726명으로 31.1%인 98,897명이 감소되었고, 은행원 수는 

129,037명에서 91,398명으로 40.4%인 37,639명이 감소되었다.(금융감독원, 

2002) 97년 말 은행 수는 33개에서 인가취소 5개, 합병 8개로 인해 2002년 

2월 현재 20개 은행으로 줄어들었다.(금융산업노조, 2002) 이시기 비정규직은 

15,043명에서 24,518명으로 9,475명이 증가하여 44.7%의 비약적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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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정규직의 직원 감소는 인가취소, 합병은행의 중복인력 축소로 인한 

요인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감원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적정 

인원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둘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하

지만 전체 은행산업에서 정규직 퇴직 인원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대체한 비율

이 35.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외형적인 은행 수의 감소에 따

른 정규직원 감소와 함께 잔존 은행의 사업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정규직 감원

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비정규직은 증가했다. 은행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은행산

업 전반의 영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증가 수보다 

줄어든 정규직의 숫자가 더 많았다. 전체 인원은 97년 말 144,080명에서 

2002년말 115,916명으로 28,164명이나 줄었으며 비율로는 19.6%의 감소에 

이른다.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은행 수와 점포수는 줄었다지만 전체 은행

을 합해 볼 때 은행 영업 규모는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보다 노동 강도가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줄어든 인을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고서도 영업력 유지가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인원 수준이 과잉고용 상태라는 평가다. 과연 필요불가

결한 인건비 절감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 사이에 진행

된 은행 영업방식과 사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 직전 상태를 

과잉고용상태라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비정규직 대체 비율이 얼마이든 정규직 고용의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

가라는 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제 비정규직의 대규모 활용은 상시화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증가 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 퇴출, 합

병에 의한 정규직 감소보다 잔존 또는 인수합병 주도은행의 정규직 감원과 비

정규직 증가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초래한 근본 요인은 은행산

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비롯된다. 신인사제도 도입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은행산업의 성격(관치금융, 은행경영 자율성의 한

계)과 노사관계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합병이라는 외형적 구조조정과 함께 내부 구조재편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점포당 근무 인원수는 90년 19.66명에서 2002년 14.49명으로 5.17명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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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26.3%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 전략의 반영임과 동시에, 

더욱 중요하게는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사업구조로의 재편과 인력 재배치

가 진행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3) 3) 3) 3) 금융산업 금융산업 금융산업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기술혁신, 세계화, 국제화의 압력에 따라 금융 내 경

쟁의 격화, 금융의 겸업화ㆍ대형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

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멀리는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가

깝게는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추진된 금융 산업의 개방화, 자유화 정책과 맥

락을 같이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1). 금융시장의 자유화 즉, 규제완화

는 대외 개방화와 함께 대내 상업화를 의미한다. 개발금융체제에서 경영 자율

성이 취약한 관치금융의 성격을 띤 국내 금융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정부의 

다수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와 정부 주도를 시장 규율로 대체하는 시장화와 

함께 외자은행의 국내 지배강화를 의미하는 개방화를 불러 왔다. 또한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금융 개방화로 인해 민영화와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 해소가 추진된다. 

은행업의 개방화, 시장화는 표면적으로 정부 당국의 변경 불가능한 목표처

럼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실제 주인이였던 정부의 정권관리 차

원의 인사권, 경영권 개입의 야심으로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상황 

반전의 계기는 외부로부터 올 수 밖에 없었고 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이란 외

적 충격으로 비롯된다. 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은 ‘금융개혁 법안의 연내 

(1997) 국회통과, 통화 금융감독기구 설립, 부실기관 정리와 금융기관 퇴출제

도 마련,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BIS 가지자본 기

준 적용, 금융기관 회계와 공시제도 강화, 외국금융기관 국내 진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장화와 개방화가 적극 추진되게 되고 은행업은 외

형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내부 재편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진입하게 되었

다. 아울러 공적 자금 투입과 회수를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가 일단락되는 시

점에 이르러 은행의 정부 지분이 매각되고 은행 경영에 대한 세세한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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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기준에 의한 관리로 대체 된다. 은행경영의 발전을 지체시킨 관치금

융의 사슬이 약화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산

업의 민영화, 개방화라는 목표를 향해 구조조정을 주도 하는 정부에 의해 추

진되었다. ‘규제에 규제완화’의 양상이었다.

그러나 정부규제가 건전성 체제로 변화하면서 시장경쟁의 논리가 정부의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입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된

다(김성희ㆍ원인성, 2002).  금융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일

단락되고 있는 형국이며, 자유화의 전반적인 목표는 관철됨으로써 정부의 자

의적 개입의 여지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장경쟁의 논리가 은

행 산업에도 관철되게 된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관치금융의 폐해’는 정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은행 

경영 규제보다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정략적 은행 인사경영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치금융의 극복이라는 구호는 이를 구분하지 못한

다. 문제는 이 주장이 관치금융의 극복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 구조조정의 최종 목표로 제시되면서 구조조정의 면분이 되었던 은행산업

의 민영화, 개방화, 시장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

치금융의 극복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대한 비판의 무기이긴 하지만 은행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의 무기가 되진 못한다.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대

해서는 ‘규제에 의한 것’과 관련된 측면 즉 ‘규제완화’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

하지 못한다. 시장화, 개방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대체로 두 가

지이다. 

첫째, 은행산업의 공공성을 강화 하자는 주장이다(김두한, 2001 윤여엽, 

2001). 공공성 강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로 진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둘째, 독일형 모델로의 이행이다. (이찬근, 2001, 2002, 정승일,2002)  주

주자본주의( Stock-holders' Capitalism)를 뒷받침하는 미국식 은행 모델을 

이식하려는 현재 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하고 이해당사자 자본주의형 은행 모델

인 독일식 은행모델로 변화이다. 이 주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체제에 대한 

논의로서 의미를 갖지만, 은행의 소유지배구도와 은행 경영 지배구조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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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은행산업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구조적 장치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은행 주식 소유지분

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관치금융의 논리와 시장경쟁의 논

리를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은행산업 구조조정은 개방화와 시장화라는 세계자본의 요구와 이해에 부합

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부실은행의 정리와 민영화, 대형화를 통

한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진행되었다.

3차례 구조조정의 결과, 부실기관의 정리라는 정부의 1차 목표가 관철되는 

양상이였고 해외매각과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가 이루어 졌다. 아울러 민영화

와 합병을 통한 대형화, 겸업화의 논리는 2차 구조조정의 결과 은행산업의 내

재적 동력으로 고착되는 것이 일정부분 가능해진 상태로 평가된다. 즉, 국민-

주택의 합병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출범을 통해 대형 은행의 규모의 논리를 

앞세운 시장 경쟁의 격화는 각 은행이 대형화 논리를 쉽게 거스르기 힘든 당

위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 시점부터 은행업의 구조조정 논리

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과 다름없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 지향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 배치의 재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외형조

정과 내부 재편이 병행 추진되었다.

<표 3-5> 금융 구조조정의 흐름

시  기 주요정책 구조조정 양상 노동시장 유연화현상

1차
97년말~
99년초

BIS비율적용, 공적자
금 64조 투입, 시장개
방과 규제완화

5개 은행 퇴출, 
5개 은행 통폐합 
(30사->20사)

대규모 인원 감축
(44,093명 희망퇴직,
자연퇴직 5,488명)

2차
99년말~

01년

대우 워크아웃, 공적
자금 2차 투입, BIS 
비율 강화

국민-주택 합병, 
우리금융지주 출범

2002년 5,176명,
2001년 2,831명 
인원 감축

3차
02년 
이후

정부 지분매각 지속추
진, 공적자금 투입은
행의 추가합병, 금융
규제 완화 추진

조흥-신한 합병

※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3.1)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향후 금융정책방향]에서 구성



- 52 -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진행된 금융부문 

해외 자본의 유입은 원래 목표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진행되었다. 선진 경영

기법의 도입과는 거리가 먼 단기 수익성 위주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

며, 경영참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강화되는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 단기수익성 위주의 가계대출

이나 수수료 수입 인상에 주력하는 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금융의 선진화, 고부가가가치화란 ‘가계->기업->투자’ 중심으로 은행의 사

업구조가 고도화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 현재 대형화와 개방화의 

결과는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의 순익기여도는 오히려 줄

어들었다. 과연 대형화 위주의 구조조정이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선

진화나 세계 수준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기여 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라는 대형화 논리가 금융시장의 핵심 경쟁의 이

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시장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정부의 의도는 분명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차에 걸친 

금융 구조조정이 부실기관 정리라는 1차 목표만을 달성 했을 뿐”(금융산업노

조, 2003.1) 이라는 구조조정 대응 국면에서 유용한 논리이자 대응이기는 했

지만, 금융 구조조정의 근본 목표인 시장화와 개방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은행산업 변화에 대한 노동 방침을 정식화 

하는데 어려움을 낳게 된다.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로, 부실기관 정리라는 목표만

이 아니라 규모의 논리를 내재화 했으며 향후 시장화로 향한 탄탄대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현실 진단에 대한 입장이 제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행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 수준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는 대형화 논리

로 실현 불가능 하다는 평가”(위의 글) 또는 “금융구조정을 추진하는 정부 논

리는 대형화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와는 달리 부실채권의 정리라는 '발등의 

불끄기'를 실현한 것에 불과 했다(이찬근: 2003)”는 평가는 타당하다. 수익성 

중시 경향은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한 대형은행이 선진금융 시스템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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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 목표와는 달리 저위험의 안정적 수익성을 보장하는 가계금융 위주의 

경영으로 퇴행하는 행태를 낳았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서 제시

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은행산업 구조조정이 부

실은행 정리나 대형화를 관철시켰으나 원래 목표로 하는 선진화, 경쟁력 강화

를 달성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의 추이로 결정하기 어려우나, 은행간 경쟁 격

화를 필연화시켜 은행산업의 내부재편 논리를 강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경쟁력 강화

를 가져왔는지 여부는 내부재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중장기적

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 은행 내부재편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관점에 따

라 은행간 경쟁강화라는 시장경쟁 원리의 도입 공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이다. 구조조정의 결과 대형화를 통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과 은행 내부 경영

의 시장 원리 도입 확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도 경쟁력 강화의 핵심 지표로서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

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비용감축에 주력하는 방식의 타당성, 비정규

직 활용과 영업구조 고도화 또는 경쟁력 강화 논리와의 일관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3.2.2  3.2.2  3.2.2  3.2.2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현황현황현황현황

금융노조 비정규직 실태조사(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5.6) 과정에서 파악된 

금융노조 산하기관의 전체 인원은 2005년 6월 현재 총 97,113명(시중은행7개, 

지방은행3개)이고 이중 정규직은 68,175명으로 71%이며, 비정규직은 28,938명

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 54 -

                     <표 3-6> 각사업장별 인원 현황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5.6

은행명 구분
전체

직원

전체

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고용

계약직
파트

타임
일용직 파견직 용역직

우리

1996년 13,004 11,187 1,817 1,817

2003년 12,831 10,265 2,566 1,844 772

2005년 13,707 10,556 3,151 2,381 770

제일

1999년 6,306 4,829 1,477 1,063 414

2003년 5,555 4,200 1,344 998 357

2005년 5,649 4,243 1,406 1,023 383

하나

1999년 3,755 3,271 484 484 361

2003년 8,649 7,039 1,610 1,610 743

2005년 8,724 6,744 1,980 1,980 757

국민

1999년
 (구)국민 : 11,429명(정규)/2,409명(비정규). 

 (구)주택 : 8,282명(정규)/2,757명(비정규)

2003년 27,033 18,301 8,732 8,637 95

2005년 24,471 16,800 7,671 7,583 88

외환

1999년 7,131 5,482 1,649 1,476 173

2003년 6,687 5,155 1,532 1,476 56

2005년 6,730 5,007 1,723 1,723

신한

1999년 5,616 4,390 1,226 47 686 493

2003년 6,002 4,440 1,562 626 517 419

2005년 6,650 4,954 1,696 881 340 475

농협

1999년

2003년 24,415 15,164 9,251 4,287 3,873 1,091

2005년 25,074 15,733 9,341 4,502 3,644 1,195

부산

1999년 2,867 2,057 810 636 44 130

2003년 3,098 1,932 1,166 829 29 308

2005년 3,001 1,955 1,046 775 12 259

광주

1999년 1,948 1,551 397 117 139 10 131

2003년 1,570 1,072 498 150 132 89 121

2005년 1,532 1,041 491 72 186 109 3 121

경남

1999년 1,967 1,657 310 39 271 128

2003년 1,698 1,258 440 440 173

2005년 1,575 1,142 433 433 5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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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비정규직을 담당 직무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텔러 직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콜센터와 경비업무,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관련 직무를 제외한 전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콜센터와 전문직, 사무직의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

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콜센터 등 신규 직무를 중심으로 증가추세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5.6

[그림 3-13] 금융기관의 업무별 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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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3.2.3 3.2.3 3.2.3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근로조건근로조건근로조건

  현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정규직은 평균 1.33회 이직을 하였고, 비정규직은 

2.07회 이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직장에서 정규직은 10년

을, 비정규직은 3.6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이직횟수, 현 직장 근속기간

구   분 이 직  횟 수 근 속  년 수

정 규 직 1.33 회 (1,556) 10.0 년 (1,479)

비정규직 2.07 회 (1,146) 3.6 년 (950)

평    균 1.64 회 (2,702) 7.3 년 (2,550)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자신의 직무를 

업무지식이나 경험, 숙련이 필요한 직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업무지식이나 숙련이 평균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담당 업무에 대한 인식

구   분 업무지식 필요 숙련업무 여부 경험업무 여부

정 규 직 1.75(1,528) 2.11(1,499) 1.97(1,499)

비정규직 2.06(1,114) 2.15(1,099) 2.24(1,096)

평    균 1.88(2,642) 2.12(2,589) 2.08(2,595)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1) 1) 1) 1)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임금수준 임금수준 임금수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개념으

로 파악된 임금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6%인 1,730만원, 월급여로 파

악된 임금은 41%인 122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내에서 정규-비정규

직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영성

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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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임금 현황 (단위 : 일당제, 시간급제는 ‘원’, 기타는 ‘만원’)

구  분 년총급여 성과급 연봉계약 월급 일당제 시간급제 도급제 실적금

정 규 
직

3,990
(1,236)

868
(662)

3,717
(103)

295
(1,083)

- - - -

비
정규직

1,646
(783)

196
(362)

1,730
(344)

122
(480)

26,283
(12)

4,434
(126)

87.67
(12)

231.18
(17)

소  계
3,113

(1,974)
631

(1,024)
2,188
(447)

242
(1,563)

26,283
(12)

4,434
(126)

87.67
(12)

231.18
(17)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 년 총급여에는 성과급은 미포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봉계약제와 월급제만을 놓고서 정규직-비정규

직의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규직 연봉계약제의 경우, 연봉 2,500만

원 미만인 비중이 10%인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에 연봉 2,100만원 이상이 

15.7%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조는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3-10> 정규-비정규직 임금 현황

구분 연봉계약제(만원)
응답자

수 
비중
(%)

월급제 (만원)
응답자

수
비중
(%)

정
규
직

2500미만 10 9.7 180미만 127 11.7

2500이상 3000미만 12 11.7 180이상 2300미만 243 22.4

3000이상 3500미만 18 17.5 230이상 280미만 169 15.6

3500이상 4000미만 15 14.6 280이상 320미만 220 20.3

4000이상 48 46.6 320이상 325 30.0

총계 103 100.0 총계 1,084 100.0

비정
규직

1200미만 12 3.5 100미만 45 9.3

1200이상 1500미만 133 38.7 100이상 110미만 58 11.9

1500이상 1800미만 87 25.3 110이상 120미만 85 17.5

1800이상 2100미만 58 16.9 120이상 130미만 172 35.4

2100이상 54 15.7 130이상 126 25.9

총계 344 100.0 총계 486 100.0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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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임금격차를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거의 전 기관에 

걸쳐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4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급제의 경우 국책은행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52%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봉계약제중에서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77.2%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11> 기관별 임금 현황(단위 : 만원)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연봉연봉연봉연봉ㆍㆍㆍㆍ계약제계약제계약제계약제 월 월 월 월 급여급여급여급여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수준수준수준수준

시중은행시중은행시중은행시중은행
정 규 직 3,795(87) 289(577)

비정규직 1,546(145) 40.7% 121(366) 41.8%

국책은행국책은행국책은행국책은행
정 규 직 - - 269(30)

비정규직 1,660(6) 140(13) 52.0%

지방은행지방은행지방은행지방은행
정 규 직 3,640(5) 293(128)

비정규직 1,489(57) 40.9% 116(30) 39.6%

특수은행특수은행특수은행특수은행
정 규 직 3,400(2) 312(199)

비정규직 1,981(76) 58.2% 137(45) 43.9%

비 비 비 비 은 은 은 은 행행행행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정 규 직 2,821(7) 323(114)

비정규직 2,178(48) 77.2% 121(17) 37.5%

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
정 규 직 4,000(2) 250(35)

비정규직 1,744(12) 43.6% 100(9) 40.0%

총  총  총  총  계계계계
정 규 직 3,717(103) 295(1.083)

비정규직 1,730(344) 46.5% 122(480) 41.3%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정규직-비정규직간에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는지 그 수준

을 파악한 결과이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0대 후반~40대에 이르기까지 임

금수준이 150만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정규-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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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공히 초임 임금이라 할 수 있는 ‘25세 이하’의 연령에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정점을 보인 후 이후 임금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연령대별 임금 수준 (단위 : 만원)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연봉연봉연봉연봉ㆍㆍㆍㆍ계약제계약제계약제계약제 월 월 월 월 급여급여급여급여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수준수준수준수준

25252525세 세 세 세 이하이하이하이하
정 규 직 2,525(12) 181(38)

비정규직 1,457(120) 57.7% 115(168) 63.5%

26262626세 세 세 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0303030세 세 세 세 이하이하이하이하

정 규 직 3,105(30) 226(174)

비정규직 1,518(99) 48.8% 117(121) 51.7%

31313131세 세 세 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5353535세 세 세 세 이하이하이하이하

정 규 직 3,897(40) 265(409)

비정규직 2,091(53) 53.6% 119(80) 44.9%

36363636세 세 세 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0404040세 세 세 세 이하이하이하이하

정 규 직 4,771(14) 337(272)

비정규직 2,355(30) 49.3% 134(37) 39.7%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6 0 0 0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그림 3-14] 연령대별 임금 수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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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에 따른 임금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근속 5년 이

상 되어도 임금 수준이 월평균 150만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정규

직의 “3년 이상-6년 미만”근속자의 월 평균 임금액이 246만원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3-13> 정규직-비정규직 근속 기간에 따른 임금 현황 (단위: 만원)

정 규 직 연봉계약제 월 급 비정규직 연봉계약제 월 급

3년 미만 2974.1(29) 246.2(119) 1년 미만 1713.8(70) 110.6(108)

3년이상 6년미만 3191.6(12) 245.1(132) 1년이상 2년미만 1556.0(69) 116.0(110)

6년이상 9년미만 3738.8(18) 275.4(186) 2년이상 3년미만 1767.9(35) 117.1(62)

9년이상 12년미만 4084.6(13) 331.1(178) 3년이상 4년미만 1758.5(40) 127.2(38)

12년이상 15년미만 4442.8(14) 296.1(242) 4년이상 5년미만 1867.8(35) 130.3(41)

15년 이상 4800.0(11) 368.3(176) 5년 이상 1838.6(75) 148.0(81)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2) 2) 2) 2) 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적인 출근 시간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퇴근시간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약 1시간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연장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주당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로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근로시간 현황

구  분 실 출근시간 실 퇴근시간
연장 

근무횟수/주
연장 

근로시간/주
휴일 수/월

정규직 8시 34분 7시 39분 3.2 7시간 22분 7.9

비정규직 8시 37분 6시 39분 2.9 5시간 46분 8.0

평 균 8시 35분 7시 14분 3.1 6시간 49분 7.9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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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휴일 수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은 월 8일의 휴일을 쉬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7.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의 

실시에 따라 월 8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최근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에 따라 휴일에도 출근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3-15> 기관별 연장근로 현황

기관성격
정규-비정규

여부
연장근무 횟수 

(주당)
연장근로시간

(주당)

시중은행
정규직 3.31  (827) 7.55  (801)

비정규직 2.90  (471) 5.29  (457)

국책은행
정규직 2.04   (28) 5.07   (28)

비정규직 2.43    (7) 6.50    (8)

지방은행
정규직 3.46  (135) 8.49  (133)

비정규직 3.40   (65) 6.65   (62)

특수은행
정규직 2.73  (224) 5.57  (222)

비정규직 2.93   (97) 6.62   (98)

비은행 금융기관
정규직 3.33  (117) 7.88  (117)

비정규직 3.28   (50) 6.82   (49)

유관기관
정규직 3.24   (42) 9.98   (41)

비정규직 3.31   (13) 8.08   (13)

총 계
정규직 3.20 (1373) 7.37 (1342)

비정규직 2.98  (703) 5.78  (687)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연장근로와 관련한 부분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는 기관별로 편차가 있었

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연장근무 횟수와 시간이 더 

많았지만, 국책은행과 특수 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자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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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주당 5

시간 46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심층 실태 조사 결과, 이러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법적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3) 3) 3) 3)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복리후생 복리후생 복리후생 제도 제도 제도 제도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사회보

험 분야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법정 복지, 그리고 가장 낮은 

적용율을 보인 부문은 기업복지 부문이었다. 기업복지 분야에서도 하계휴가와 

건강검진, 경조휴가 등, 기업복지 일부항목들의 경우에는 여타 항목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적용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낮은 적용율을 보

이고 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리후

생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곧 동일한 내용과 정도로 복리후생 제도의 혜택

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하계휴가를 적용 받더라도 “정규직은 7일, 비정규직은 3일”을 부여하

는 것처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여부와 별도로 

비정규직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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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정규직-비정규직 복리후생제도 적용(실시) 현황 

항  목 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항  목 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사
회
보
험
⋅

연
금

고용보험
1,346 

(99.9%)
935 

(98.5%)
2,281 

(99.3%)

기
업
복
지 
및 
기
타

연말성과급
738

(76.8%)
128 

(20.1%)
866

(54.2%)

산재보험
1,127 

(96.0%)
594 

(78.5%)
1,721 

(89.1%)
건강검진

2,309 
(97.6%)

524 
(72.7%)

1,733 
(88.4%)

국민연금
1,365 

(100%)
957 

(98.5%)
2,322 

(99.4%)
병가

1,033 
(94.1%)

221 
(36.4%)

1,254 
(735%)

건강보험
1,322 

(99.5%)
904 

(96.6%)
2,226 

(98.3%)
경조휴가

1,073 
(96.4%)

441 
(66.1%)

1,514 
(85.1%)

개인연금
지원

1,179 
(93.9%)

100 
(16.6%)

1,279 
(68.9%)

안식년
586 

(69.2%)
22 

(3.8%)
608 (

42.6%)

법
정
복
지

연장수당
1,242 

(92.3%)
548 

(67.2%)
1,790 

(82.8%)
식비,식당

1,160 
(95.5%)

283 
(41.3%)

1,443 
(75.9%)

월차휴가
964 

(84.2%)
302 

(42.5%)
1,266 

(68.2%)
교통비

1,247 
(96.1%)

136 
(21.3%)

1.383 
(71.4%)

생리휴가
318 

(44.0%)
449 

(60.3%)
767 

(52.3%)
경조금

1,255 
(98.4%)

311 
(47.2%)

1,566 
(80.9%)

연차휴가
1,219 

(96.4%)
326 

(46.5%)
1,545 

(78.6%)
주택자금

대출
1,119 

(94.8%)
26 

(4.4%)
1,145 
(64.6)

퇴직금
1,263 

(98.1%)
748 

(90.0%)
2,011 

(94.9%)
자녀학자금

지원
1,080 

(94.4%)
14 

(2.4%)
1,094 

(63.0%)

육아휴직
516 

(66.3%)
117 

(19.8%)
633 

(46.2%)
본인학자금

지원
851 

(86.7%)
27 

(4.6%)
878     

(55.8%)

유급수유
116 

(20.3%)
13 

(2.3%)
129 

(11.5%)
학원수강 

지원
784 

(80.9%)
59 

(9.7%)
843 

(53.5%)

출산휴가
331 

(49.1%)
310 

(50.1%)
641 

(49.6%)
하계휴양소

1,080 
(94.3%)

367 
(54.4%)

1,447 
(79.5%)

기
업
복
지
기
타

정기승급
1,276 
(96%)

26 
(4%)

1,302 
(66%)

주차장이용
577 

(69.6%)
191 

(31.6%)
768 

(53.6%)

상여금
1,386 

(99.3%)
134 

(19.4%)
1,520 

(72.8%)
탁아비 
(시설)

210 
(32.6%)

10 
(1.7%)

220 
(17.9%)

하계휴가
961 

(88.7%)
590 

(78.8%)
1,551 

(84.7%)
종업원
지주제

194 
(31.4%)

13 
(2.2%)

207 
(17.3%)

하계
휴가비

252 
(88.7%)

40 
(6.4%)

292 
(22.2%)

사내
복지
기금

873 
(87.6%)

20 
(3.4%)

893 
(56.3%)

명절
상여금

861 
(82.2%)

256 
(37.5%)

1,117 
(64.6%)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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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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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연금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그림 3-15]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연금가입현황

                4) 4) 4) 4)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직장 직장 직장 직장 및 및 및 및 직무에 직무에 직무에 직무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인식조사인식조사인식조사인식조사

  현 직장 만족도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이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2%에 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3.9%에 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절반을 넘어

선 56.1%에 달하고 있다. 평균적인 만족도로 볼 경우에도 정규직은 2.07로 대체

로 “만족”에 가까운 반면, 비정규직은 2.68로 대체로 “불만”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3-17> 직장 생활 만족도

구   분 정 규 직 비정규직 소  계

직장생활

만 족 도

매우 만족 127 (8.3%) 12 (1.1%) 139 (5.3%)

만 족 1,189 (77.9%) 479 (42.8%) 1,668 (63.1%)

불 만 190 (12.4%) 486 (43.5%) 676 (25.6%)

매우 불만 21 (1.4%) 141 (12.6%) 162 (6.1%)

총  계 1,527 (100%) 1,118 (100%) 2,645 (100%)

평균 만족도 2.07 2.68 2.33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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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만족도를 근속 기간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속 기

간에 관계없이 직장 만족도가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기 근속

자일수록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장기 근속할수록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장 만족도를 기관 성격별로 살펴봤을 경우, 지방은행 > 특수은행 > 

시중은행의 순으로 비정규직의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책

은행과 함께 비 은행 금융기관의 비정규직의 직장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근속기간별 직장 생활 만족도

구   분 매우만족 만 족 불 만 매우 불만 소 계

정

규

직

3년 미만 10(8.3%) 146(13.0%) 30(16.1%) 2(10.0%) 188(13.0%)

3년이상 6년미만 13(10.8%) 141(12.6%) 24(12.9%) 2(10.0%) 180(12.4%)

6년이상 9 미만 6(5.0%) 221(19.7%) 41(22.0%) 3(15.0%) 271(18.7%)

9년이상 12년미만 18(15.0%) 194(17.3%) 38(20.4%) 3(15.0%) 253(17.5%)

12년이상 15년미만 34(28.3%) 257(22.9%) 36(19.4%) 5(25.0%) 332(22.9%)

15년이상 39(32.5%) 163(14.5%) 17(9.1%) 5(25.0%) 224(15.5%)

비

정

규

직

1년미만 2(18.2%) 131(29.8%) 97(21.6%) 21(15.9%) 251(24.3%)

1년이상 2년미만 2(18.2%) 126(28.6%) 112(24.9%) 16(12.1%) 256(24.8%)

2년이상 3년미만 3(27.3%) 52(11.8%) 70(15.6%) 13(9.8%) 138(13.4%)

3년이상 4년미만 1(9.1%) 34(7.7%) 48(10.7%) 21(15.9%) 104(10.1%)

4년이상 5년미만 1(9.1%) 33(7.5%) 45(10.0%) 20(15.2%) 99(9.6%)

5년 이상 2(18.2%) 64(14.5%) 78(17.3%) 41(31.1%) 185(17.9%)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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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기관별 직장 생활 만족도

기관 성격 매우 만족 만 족 불 만 매우 불만 소 계

시중은행
정규직 78(8.6%） 687(76.0%) 126(13.9%) 13(1.4%) 904(100%)

비정규직 8(1.1%) 315(43.5%) 302(41.7%) 99(13.7%) 724(100%)

국책은행
정규직 3(8.6%) 31(88.6%) 1(2.9%) 35(100%)

비정규직 1(4.8%) 5(23.8%) 12(57.1%) 3(14.3%) 21(100%)

지방은행
정규직 13(8.2%) 116(73.0%) 29(18.2%) 1(0.6%) 159(100%)

비정규직 1(0.9%) 62(53.0%) 50(42.7%) 4(3.4%) 117(100%)

특수은행
정규직 25(10.1%) 204(82.6%) 15(6.1%) 3(1.2%) 247(100%)

비정규직 1(0.6%) 71(44.7%) 64(40.3%) 23(14.5%) 159(100%)

비은행

금융기관

정규직 7(5.3%) 114(87.0%) 10(7.6%) 131(100%)

비정규직 1(1.3%) 19(25.0%) 45(59.2%) 11(14.5%) 76(100%)

유관기관
정규직 1(2.0%) 37(72.5%) 10(19.6%) 3(5.9%) 51(100%)

비정규직 7(33.3%) 13(61.9%) 1(4.8%) 21(100%)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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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1 4.1 4.1 4.1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채용관리의 문제점은 사용자 측에서 비정규직의 업무형태별, 성별 등에 따

른 취업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취업동기를 정확하게 파

악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모집공고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고용된 비

정규직 인력들이 고용상태를 ‘불안정하다’라고 인식하게 하고 있다. 특히 앞에

서 비정규직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 직

장에 입사할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ㆍ입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개

채용”이 가장 많은 40.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소개ㆍ추천”을 통해 

입사한 경우가 31.1%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고용시 고용계약 내용을 비정규

직 인력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 것 또한 고용상태의 불안정 심리를 증

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4.2 4.2 4.2 4.2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및 및 및 및 이직관리의 이직관리의 이직관리의 이직관리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이직율을 살펴보면 현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정규직은 

평균 1.33회 이직을 하였고, 비정규직은 2.07회 이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현재의 직장에서 정규직은 10년을, 비정규직은 3.6년을 근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이직율이 문제

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비정규직 인력의 경우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용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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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선택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

규직으로서의 전환가능성은 금융회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동기부여 수단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있다고 하여도 거의 극소

수의 금융회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금융

회사 비정규직의 최장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파트타이머는 3년, 계약직은 5

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잦은 이직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이직관리 비용과 동기부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비정규직에 대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4.3 4.3 4.3 4.3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임금과 임금과 임금과 임금과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의 주된 직무특성은 교육훈련이 상대

적으로 적게 필요한 단순 직무에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앞에서 

금융회사 비정규직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채용관리의 문제점이 급여와 복지후생의 문제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직무환경에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들은 임금 및 복지후생을 낮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부분에서는 비정규

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로 나타났으며, 연봉 개념으로 파악되는 임금의 경

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6%인 1,730만원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

내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격

차는 더욱 커지게 되며 복리후생 제도 적용율의 경우 사회보험분야가 가장 높

고 다음으로는 법정복지, 그리고 가장 낮은 적용율을 보인 부문은 기업복지 

부문이었다. 기업복지 분야에서도 하계휴가와 건강검진, 경조휴가 등 기업복지

의 일부 항목들의 경우에는 여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율을 보이

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낮은 적용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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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리후생은 아닐지라도 인력의 사기진작을 통해 회

사에 헌신과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임금과 복리후생 제도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도 할 수 있다. 

4.4 4.4 4.4 4.4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및 및 및 및 경력관리의 경력관리의 경력관리의 경력관리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규직 인력의 특정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교육

과 경력개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고객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인력의 교육과 경력개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객과

의 접점에서 근무하게 되는 비정규직 인력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고객과의 접점부서 근무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이후 심각한 서비스 저하문제가 발생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비록 비정규직 인력이 단순 직무에 근무하는 임시직이지만, 기업의 이미

지와 성과를 위해서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시급한 문제점으

로 떠오른다고 할 수 있다. 

4.5 4.5 4.5 4.5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문제점 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다. 

앞에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

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노

동조합의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노동자로써 권익을 보호받

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법적 문제점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노동법 규정의 문제 및 해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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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판례와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기간을 정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을 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단기간의 기간을 정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미하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문제도 심각하다. 단

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다든가,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시간과 비슷하여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에 불과하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상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은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 고용이 해지되어 심각한 고용불

안에 시달리고 파견료에 비해 받는 임금이 낮아 파견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 중간착취를 가능케 했다는 비판이 강

하다. 또 도급을 가장한 파견, 용역 고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들 

간접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

장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법상의 노동자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독

립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조직적으

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뿐 아니라 사

회보험에서 제외되어 더욱 문제가 된다.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노동3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권의 경우 현재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법적 

지위로 인해 단결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반노조적 태도에 기인한 사실상의 부당 노동행

위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내하청업체 폐업 등을 통해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단

체교섭권은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는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단체행동권의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정되는 상황하에서 단체행

동권 행사는 불법집단행동이거나 합법파업이라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 고

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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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근로조건 근로조건 근로조건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제언제언제언제언

  외환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은 ‘금융개혁 법안의 연내(1997년) 

국회 통과,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부실기관 정리와 금융기관 퇴출제도 마

련,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BIS 자기자본 기준 적

용, 금융기관 회계와 공시제도 강화, 외국금융기관 국내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장화와 개방화가 적극 추진되게 되고 은행업은 외형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내부 재편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진입하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 인원조정을 수반했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확

대되었으며,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미국식 경영방식을 향한 은행 내

부재편의 내재적 동력이 형성되면서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구조로 고착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정규직 활용이 본격

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둘째, 구조조정은 시장 경쟁

의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금융 산업에서 인건비 대비 수익

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활용이 핵심적인 경쟁 이점이 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두 가지 측면이 부각된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내부재편과 맞물

린 문제라는 근원적인 인식이 증가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해결책의 제시가 더

욱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영역을 미국식 경영의 본격화에서 찾는다 하더

라도 은행간 시장경쟁의 조건이 구축된 상태에서 총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점

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조직적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경쟁논리 내면화 

현상의 증대와 은행별 이기주의 강화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으로 앞에서 요약, 정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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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 5.1 5.1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채용관리의 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

  취업동기 파악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용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과잉 충족하

는 인력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그리고 채용대상을 상대

적으로 단순 직무에 한정시킬 수 있다. 

  또한 취업동기의 파악은 업무형태별 적합한 모집광고 수단을 선택할 수 있

게 한다. 계약직은 학교추천 및 파트타이머를 대상으로 인성 및 적성검사와 

면접에 의해 채용되고, 파트타이머는 주로 학교추천과 주위의 알선 등으로 채

용하지만,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

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2 5.2 5.2 5.2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및 및 및 및 이직관리의 이직관리의 이직관리의 이직관리의 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은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바람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제도를 마련

함으로써 조직몰입 및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적절한 개선방

안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최장 계약기간의 조정이다.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비정

규직에 대한 최장계약기간의 제한은 잦은 이직관리비용을 유발함으로써 금융

회사의 성과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기업 측면 

뿐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의 사기와 소속감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특정 상황

에 맞게 유연한 최장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 또한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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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 5.3 5.3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임금과 임금과 임금과 임금과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의 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 부문의 개선방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

금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계약시 근무연수와 비례하여 급여가 인상

된다는 개념을 주기 위해 호봉 승급분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에게는 경력개발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과가 직접적으로 보상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과측정이 명확하고 개인이 이에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

을 경우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 인상 등의 별도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주로 단순 직무에서 활용되

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복리후생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인데,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비정규직 인력의 사기진작과 계속적인 확보로, 조직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복리후생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4 5.4 5.4 5.4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및 및 및 및 경력관리의 경력관리의 경력관리의 경력관리의 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 비정규직 

인력의 특정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비정규직 인력을 기업의 중요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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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이며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내부고객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관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채용전 오리엔테이션이나 부점 단위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경력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

으나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업무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5 5.5 5.5 5.5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의 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

  현재 비정규직 관련 노동3권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법, 제

도적 개선 과제 이외에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

장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불법파견 판정기준의 확대

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노무관리 및 지휘ㆍ감독 측면과 더불어 작업장 차원의 

현장 노동자 배치만을 고려하는 불법파견 판정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들을 포괄하

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계약직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경

우 재계약 거부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거부를 부당노

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 제

도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

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인정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자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한다. 금융회사

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비정규직의 특별한 상황이

나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다른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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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직원들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관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비정규직의 의

견, 제안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인 행동에 옮김으로써 금융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조직에 몰입하고 충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식 인력조정을 수용했

고 이를 통해 인건비 감축에는 성공했지만 조직효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고 

잃어버린 종업원의 충성심과 소속감에 대한 대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융회

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충성심과 근로의욕이 

낮아지고 윤리의식이 약화되면서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증가, 개인 

간 경쟁과 차등적 처우로 인해 조직 내 위화감이 증폭되고 조직력도 크게 약

화, 금융회사가 고용유연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핵심인재가 떠나고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금융회사(사용자)입장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급증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전념도의 하락은 쉽게 복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이 현행 노동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

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까지 비정규직을 고용

하는 경우 생산성 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가 문제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에서는 노무관리 및 노동조합 약화 의도로 비정규직 규모를 점차 증가시

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보조하는 차원이나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고려

되었고 논의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차지

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성

상 비정규직이 맡은 업무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

쟁력이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 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비정규직의 역할 증대는 물론 회사의 중요한 업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규

직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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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비정규직은 회사에 대하여 어떤 소속감도 가지지 못하면

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없이 상실감 속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회사의 경우 조직분위기는 결코 활기가 넘칠 

수 없고, 업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증가에 관한 사용자의 입장은 이미 단순정형화 되어 있다. 사용자

단체는 대체로 비정규직 문제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완화될 것이기 때문

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예컨대 해고제한,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의 경직적인 제도에 의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

에서 자본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목표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림으로써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노

동력의 최대 활용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대립되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합리화의 구체적 양상은 각국의 사회, 경

제적 조건과 노사간 역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며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부

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금융회사(사용자)의 입장에서 보

더라도 시장에서 고객지향성과 품질이 강조되고 특히 금융산업의 특수성인 고

객서비스 부분이 강조되는 조건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직무의 세

분화와 탈 숙련, 위계적 노동통제가 곧 최대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선진 각 국의 금융회사들이 기업경영에서 이른바 참여경영, 인적자원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기

존의 우리나라 금융회사(사용자)측 경영합리화 기조는 비정규직의 채용을 통

한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 자동화를 통한 인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규인력의 노동밀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경쟁력의 제일 원천이 되고 있는 미래의 경쟁 환경에서

는 인적자원에 대한 핵심 이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그 인재들에 대한 효

율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금융회사 경

영의 핵심이자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한편의 이분법적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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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의 보완이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산성이나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른바 ‘평등의 덫’에 빠져버리거나 ‘안락의 위험’에 빠져 도리어 

비정규직의 입지가 축소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금융회사(사용자)나 비정

규직 스스로가 경쟁력이라는 잣대 앞에서 좀더 냉철해지고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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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비정

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금융노조 산하기관의 전체 인원은 

2004년 6월말 현재 136,812명이다. 이중 정규직은 70.2%인 95,976명이고, 

비정규직은 29.8%인 40,836명으로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42.5%

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금융노조가 2004년 3월에 

조사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6개월 동안 정규직은 4,586명이 감소한 반면, 비

정규직은 7,395명이 증가하였다. 불과 반년 사이에 정규직은 4.6%가 감소하

였고, 비정규직은 2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관 성격별로 

살펴볼 경우 정규직의 경우에는 특수은행 정규직은 미미하나마 증가하였지만, 

특수은행 부문 정규직 감소 폭 보다는 작아서 전체적으로는 정규직이 4,586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특수은행 부문은 전년말 

대비 2,42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수은행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불과 반년 사이

에 비정규직이 6,81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4년 상반기, 금

융권 비정규직 증가분의 92.1%가 시중은행 부문 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을 담당 직무별로 살펴본 결과, 텔러 직무가 작년 말 대비 

2,506명이 증가하는 등, 대출관련 직무를 제외한 전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콜센터와 전문직, 서무직의 비정규직은 상대적

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직무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2004년 6월말 현재 텔러직 비정규직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그 비중치는 2003년 말에 비해 약간 감소한 반면, 

콜센터와 서무직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현재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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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여전히 텔러 직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콜센터 

등 신규 직무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 비정

규직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ㆍ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남성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여성이 압

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30대 이상, 기혼, 학력 수

준은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0대 이하, 미혼, 전

문대졸과 대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에 대해 787명(67.3%)

이 정규직 일자리를 원했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취업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수요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의 확보는 기업이 비정

규직을 인력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72.5%가 계약

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파트타이머로 13%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직의 83.1%, 파트타이머의 97.4%가 여성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산

업내 비정규직의 확산이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산업 비정규직자가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입사하게 되었는지 대해 “공개채용”이 가장 많은 40.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소개･추천”을 통해 입사한 경우가 31.1%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적인 출근시간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퇴근시간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약 1시간 정도 늦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약 77%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상승 속도가 

비정규직의 임금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즉 40대 이상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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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중에 부서장 또는 지점장, 임원의 비중이 커지므로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금융권 비정규 노동자의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사회

보험분야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법정복지, 그리고 가장 낮은 

적용률을 보인 부문은 기업복지 부문이었다. 기업복지 분야에서도 하계휴가와 

건강검진, 경조휴가 등 기업복지의 일부 항목들의 경우에는 여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비정규직의 노동법적 문제점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노동

법 규정의 문제 및 해석상의 문제를 판례로 살펴본 결과, 기간을 정한 노동자

들은 계약기간을 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단기간의 기간을 정해 해고제

한 규정을 회피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및 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미하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문제

도 심각하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뿐 아니라 사회보

험에서 제외되어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첫째, 금융회사 비정규직 채용관리의 개선방향이다.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

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이동 및 이직관리의 개선방향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최

장계약기간의 제한은 잦은 이직관리비용을 유발함으로써 금융회사 기업의 성

과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기업 측면 뿐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의 사기와 소속감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특정상황에 맞게 유연

한 최장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 또한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의 개선방향은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

정규직 인력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재계약시 근무연수와 비례하여 급여가 인상된다는 개념을 주기 위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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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승급분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과측정이 명확

하고 개인이 이에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한

도 인상 등의 별도 보상책을 마련하며 비정규직 인력은 주로 단순 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의 교육 및 경력관리의 개선방향은 비정규직 인력의 특정 상

황이나 욕구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채용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부점 단위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회사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계약직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 거부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활

동이 위축되거나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

와 같은 형태의 계약거부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 할 필요가 있으

며,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인정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비정규직의 의견, 제안을 경청하고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인 행동에 옮김으로써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정

규직이 조직에 몰입하고 충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측(사용자)

과 공동으로 연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금융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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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이외의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타 직종과의 포괄적인 비교분석

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방법에 있어 퇴직이나 전직한 비정규직의 다양한 인터

뷰 관찰, 사례연구 등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하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관계법의 제ㆍ개정 등 법률적 또는 제도적인 틀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유동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다소 보완 발전

시켜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정착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

태조사 및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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