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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노동권익센터 허브 기능 강화하고
노동복지센터 모든 자치구에 확대설치 

서울시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2.6%…취업자 65.3% “고용불안감”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2.6%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

수준의 43%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66.7%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취업자의 65.3%가 

직장생활에서의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2분기 기준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체 평균 시급은 6,718원으로 법정최저임

금(6,030원)보다 688원, 전국 평균(6,526원)보다 192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 5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도 2007년 26만 

건에서 2014년 33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해 고용 질 개선 등 61개 과제 제시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의 기본 방향 아래, 2015년 4월 <근로자권리보호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노동정책기본계획>에는 취약노동자 권

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16

개 정책분야의 61개 단위사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정책 추진 조건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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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정책과제 주요사업

근로자 
권익보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건의 등 근로여건 개선

여성이동근로자 쉼터, 2017년 현재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전담 상담창구 운영(노동권익센터 등 5곳)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시 인재개발원 공무원 노동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로 현장 중심형 노동교육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강화(5년간 1만 3천 명)

모범적
사용자 

역할정립

고용의 질 
개선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 도입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697명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2015년 420명→2019년 1,400명)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동특보 신설 및 고용노동국 설치 추진

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자료: 주진우, 2015, 서울시 노동정책 전략사업

[표 1]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책임과 권한으로 제도화하고 있

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 서울시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생활임금 등도 공

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행정수단과 거버넌스 등을 활용

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서울시, 노동권 사각지대 취약근로자 지원하는 노동권익기관 운영

서울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을 수행하

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노동권익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은 광역 차원에서의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노동

권익센터와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현장중심 종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 4개소(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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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기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종합노

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정책

개발 조사 연구사업,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취약 근로자 맞춤형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과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지원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노동권익기관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노동복지센터를 위주로 노동권익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만족도 높아…“목표·활동 대부분 적절” 평가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기관의 이용실태 및 서비

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직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 

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7.89점(10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설 및 환경 

부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서울노동권익기관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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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의 적절성에 대하여 ①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② 상담 및 법률지

원, ③ 고용정보 제공, ④ 권리교육 캠페인, ⑤ 단결권 보장, ⑥ 정책연구사업, ⑦ 타 기관과의 

협력, ⑧ 노동자 모임활성화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8개의 영역에서 목표와 활동이 대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다른 활동에 비해 단결권 보장 영역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서울 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의 적절성 

노동권익기관 서비스 중복, 종합·전략적 기획 부족 등이 해결과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각 노동권익기관은 설립초기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설계에 따

라 설립되었다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한계 때문에 노동권익서비스의 중

복,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기획의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1개의 노동권익센터와 4개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구로구

를 제외하고 대부분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노동

권익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지원대상의 수와 담당해야 할 지역이 지나치

게 광범위해 현장에 밀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권익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층을 발굴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요약 / v

전략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어서서 해당 기업이나 동종 업종 

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권익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권익센터는 광역지원, 노동복지센터는 현장지원 역할 강화해야

향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광역지원과 허브기능을 담당하

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현장밀착형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광역지원센터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

지원조직으로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 법률 상담 기능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권리구제는 노동권익센

터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노동권익센터는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해서 

권익을 개선할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광역 차원의 권익보호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광역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인적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체계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과 마을노무사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와 협력하에 운영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노

동권익보호관과 대상특화 기획사업을 지원하는 청년아르바이트권리지킴이는 노동권익센터에

서 관리, 지원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맘센터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등 대상을 특정해서 운영되는 노동권익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력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밀착형 근로자 지원’ 노동복지센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 설치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는 취약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노동권 

교육, 노동권 상담,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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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7년 4개 자치구

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적인 노동법 상담 인력의 강화,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대상의 발굴 

및 사업의 강화, 취약 근로자의 자조 커뮤니티 활동 지원 강화 등의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

하는 등 사업 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

취약근로자 노동권 침해막게 교육 강화 등 단결권 보장환경 조성

기업 내에서의 개별 근로자들은 노동권 침해와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해도 사용자에게 이의 개

선을 요구하기 어렵다. 특히 취약 근로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노동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한 데에는 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 밖에 있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권익기관들은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근로자 특성별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노동조합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노동복지센터가 전략사업 잘 진행하도록 서울시 행정지원도 강화

전략사업의 기획,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립, 인적지원체계의 개선, 자치구 노

동복지센터의 확대 등은 서울시 노동행정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특히 전략사업의 

선정 및 진행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현장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노동행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취약 근로자층(직장맘, 요양보호사, 마을버스·셔틀버스기사·택시기사, 청년 심야노동 

종사자 등)이 나타나면서 노동권익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의 수립 및 노동복지의 제공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인 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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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이 아니라 타 부서와의 소통 채널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부에 노동행정 TF를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조례상 기구인 근로자권익보호

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 근로자 권익 개선의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동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과의 협력

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사용자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취약근로자 권익개선사업 추진할 ‘서울시노동재단’ 설립 

업종, 고용형태, 세대별로 매우 다양한 취약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서울의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의 마련, 단순 상담을 넘어서는 권리구제와 소송 지

원 및 권리 개선 캠페인 진행, 노동권에 대한 근로자·사용자·학교·시민 대상 교육 진행, 전 자치

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대상별 노동권익기관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취약 근로자 권익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노동재단의 설립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전략 기획사업 개발 및 보급·지원, 확대된 권익보

호와 법률지원으로 공동권리구제사업 진행 및 집단 대응, 대시민 노동권 교육과 홍보, 노동관

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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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서울시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가 양산되

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연화는 개인의 노동과 직장생활에

서의 유연화로 이어지기보다, 경제 상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해고의 일상화로 인해 고

용안정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이창순, 2004). 또한 비정규직·임시직의 증가는 이

들 취약층의 저임금과 소득격차 확대를 낳을 뿐 아니라 이들 다수가 사회보험 등 복지제

도에서도 배제됨으로써 이중의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상해나 산업재해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경제적 빈곤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의 접근성도 약화됨

으로써 사회적 소외가 더욱 가속화된다(김연명, 2001; 안주엽, 2001; 배화숙, 201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제활동 인구는 5,353천 명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62.8%, 취업률은 95.7%, 고용률은 60.1%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0년 34.4%에서 2015년 31.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 

에는 다시 32.1%로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1) 고용률

8,526 5,353 5,124 62.8 95.7 60.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년 12월 기준)

[표 1-1] 서울시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단위: 천 명, %)

1) 취업률 =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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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자의 65.3%가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

관적 불안정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계
매우 

불안함
약간 

불안함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전체 계 100.0 19.4 45.9 27.6 7.1

성별
남자 100.0 20.5 45.3 27.7 6.4

여자 100.0 18.0 46.7 27.3 8.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표 1-3] 서울시 취업자의 주관적 고용안정성
(단위: %)

또한 2015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43%에 불과하고 서울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72,000명으로 조사되었다(서울시, 2016). 신분불안정과 낮은 임금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66.7%에 그치고 있는 등 사회적 보호도 취약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서울시 노동시장에서 대리기사, 배달알바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층의 증가로 

새로운 사각지대도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

년 2분기 기준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체 평균 시급은 6,718원으로 법정최저임금

(6,030원)보다 688원, 전국 평균(6,526원)보다 192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서울시, 

2016), 서울시 청년 5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 등 기초적인 노동권익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근로자 보호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근로자 3,786 3,876 3,890 3,994 3,990 4,041 4,036

정규직 2,484 2,571 2,579 2,697 2,701 2,764 2,742

비정규직 1,303 1,306 1,311 1,297 1,289 1,277 1,29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2]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단위: 천 명)



4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2)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증가한 기간제,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

책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지만,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수행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보완의 필요성과 서울지역 노동현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 아래 근로자의 권익보호, 모범

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라는 2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11대 핵심과제에 따르는 61개 단위

과제를 설정하였다. 노동정책기본계획에는 서울의 모범사용주로서의 역할 강화에 따른 

공공부문 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익개선 내용과 함께, 민간부문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3) 민간부문 취약 근로자 보호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계획’ 마련은 취약 근로자 권익보장,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강화, 

생활임금 도입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과 삶의 질 개선, 노동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

책에서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와 노동행정기

반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기반과 추진수단의 마련, 재정 계획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수

행해야 할 노동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청소년·감정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쉼터운영, 인권보장 캠페인, 권리교육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

부는 근로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은 제한적

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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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현재 서울시는 일자리노동국-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만으로는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서

울시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현장지원기관으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대상이 특정된 직장맘지원센터와 돌봄종사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취약 근로자 권

익보호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운영과 활동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활

동을 위한 노동권익기관의 운영방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서울시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정책 

현황으로 서울시의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경과와 주요 보호정책의 현황을 살펴

본다. 

제3장은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사업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노동권익기관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노동권익기관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

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제5장은 노동권익기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노동권익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노동권익기관의 

현황, FGI, 이용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FGI 및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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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연구는 주로 서울시의 노동복지정책 및 각 센터별 운영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취약 근로

자 권익보호 정책 및 노동권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FGI와 설문조사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내용과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FGI는 노동복지센터 및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운영자, 노동권익보호관 및 청년

아르바이트권리지킴이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어

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3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다.

또한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서울노

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실무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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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서울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정책 현황

1_서울시 취약근로자 보호정책 경과 

1) 서울시 차원 노동정책 시동

2011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노동 존

중 서울시 만들기”의 기본 방향 아래 ① 좋은 일자리 만들기, ② 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향상, ③ 신뢰와 참여의 노사관계 형성, ④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시스템 정착 등을 

주요 전략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부터 2017

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시 산하기관과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던 비정

규직(기간제) 근로자 1,496명과 용역 간접고용 근로자 6,389명, 민간위탁 간접고용 근로

자 1,213명 등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호봉제 적용, 기존 정규직과 직군통합, 승진체계 마련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력 관리제도 개선

을 통해 기존의 ‘정원외 인력’, ‘무기계약직’으로 불리던 호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규정도 개선하였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청소

노동자에 직무급을 도입하여,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임금을 16%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

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노동인지적 행정기반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

장 제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장 제11조에 근거하여 2012년 9월 노동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다. 노동정책과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 내에 배치되어 한시

기구로 운영되다가, 2016년 6월 일자리노동국이 독립부서로 승격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행

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노동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노동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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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기준 및 지침 마련, 비정규직 대책 등의 소관사업 직접 시행, 생활임금제, 근로

환경 개선 등 기준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팀, 노사협력

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개선팀, 노동보호팀 등 5개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4년 4월 「근로자권익보

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조례는 시장(市長)의 근로자 권리보호 책무

를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초 조례로서 취약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인지적 행정구현을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례이다(주진우·신경희, 2016). 서울시 근로자권

익보호조례는 크게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의 설치, 운영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민선 6기에 제시된 비정규직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이 어려운 기존의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주

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의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도입 

초기인 2015년에는 공공부문인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후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해 단계별로 민간영역으로 확산

하였다.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5 2016 2017 2018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 적  용 (1단계)

용역·민간위탁 근로자
권  고
(1단계)

적  용 (2단계)

민간부문 전체 근로자 확  산 (캠페인, 시범사업 영역 발굴 등)

[그림 2-1]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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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구축

서울시 내의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사업을 실행하는 데 본청의 행정기구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개발과 기획조정 기능 이외에 세밀한 지역의 조사와 연

구, 광역차원의 민간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

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사업뿐만이 아닌 기존의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통

일적 지원체계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실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은 근

로자 권익보호, 모범적 사용자 모델정립을 주요 정책목표로 해서 4대 정책과제(취약계층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와 61개 

단위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의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계획이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장, 비정규직 고용안

정 강화, 생활임금 등 적정임금 보장과 삶의 질 개선, 노동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거의 

전 노동정책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노동행정기

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반과 추진 수단, 재정 계획까지 뒷받침하고 있어 실행 

계획 성격까지 함께 담고 있다(주진우·신경희, 2016).

정책목표 정책과제 주요사업

근로자 
권익보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건의 등 근로여건 개선

여성이동근로자 쉼터, 현행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전담 상담창구 운영(노동권익센터 등 5곳)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시 인재개발원 공무원 노동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로 현장 중심형 노동교육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강화(5년간 1만 3천 명)

모범적
사용자 

역할정립

고용의 질 
개선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 도입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697명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2015년 420명→2019년 1,400명)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동특보 신설 및 고용노동국 설치 추진

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자료: 주진우, 2015, 서울시 노동정책 전략사업

[표 2-1]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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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12월 19개 투자·출연기관과의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하여 정원의 3%(법정비율) 이상 청년고용 준수, 청년·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 직접 고용 확대,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지

속가능한 서울형 일자리창출 모델을 설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 내 노동행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2016년 2월 3급 

독립 국단위 조직인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2_주요 취약근로자 보호정책 현황 

1) 권리구제 및 노동권익 보호

서울시는 201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모든 노동권익 침해를 대상으

로 하여 노동상담에서부터 행정심판, 소송 등 구제절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40명(변호사 15명, 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하여 지원하였다. 권

리구제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으로 월 평균 소득 25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위촉된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지

원하고 있다. 노동권익센터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과정에서 

구제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격 및 구제

필요성 검토를 거쳐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2016년 7월부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

로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를 운영하여 노무계약, 임금 등 노무관리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2016년 100여 명의 권

리지킴이(뉴딜일자리)를 선발하여 대학가·역세권 등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 현장 조사 및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권 보장,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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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의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명예시민노동옴부

즈만을 통해 서울시 주요 사업장의 근로환경 컨설팅 실시 및 노동권리침해 상담의 체계적

인 관리 및 정책 자료화,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으로 예방에서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2-2] 서울시 노동권익보호 체계

2) 분야별 보호정책

(1)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서울시는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에 있는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동노동

자 쉼터 확대 조성, 종사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은 월 1~2회의 무료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시간 

연장, 여성 대리기사 전용공간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7년에는 퀵서비스 장

교쉼터, 대리운전 합정쉼터 등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특수고용형태 노동

자의 자립 및 안정을 위해 사회적경제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수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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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직장맘, 외국인근로자 등

서울시내의 직장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외국

인근로자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 고충 종합상

담(노동, 보육 등) 및 분쟁해결 원스톱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까지 4개소로  

확충하여 권역별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상담을 위한 노무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역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4개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도 1개소 추가 확충할 예정이고,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전문 상담 및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3) 감정노동자

서울시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체계적인 종합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도 감정노동자 보

호 관심도 제고 및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거리 캠페인 실시 및 공공기관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공표, 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및 교육 프로

그램을 시범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민간의 자원발굴 및 협력체계의 

중심센터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센터·심리

지원센터, 문화재단 문화예술대학 및 성북예술창작공간 등 공공·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4) 시 민간위탁 및 용역 근로자

시 민간위탁 및 용역 근로자의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종사자 고용 유지·승계 의무화, 생활

임금제 도입, 근로여건 및 권리 보호 등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용역 고용규모의 일방적인 변경 방지를 위해 사업장

의 근무인원을 명시하거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보장, 4개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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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보호 확약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최초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 시, 산하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개선하여 2017

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3) 권익보호 사각지대 조사 및 연구

권익보호 사각지대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기반 마련을 위해 3,000개소에 이르

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권익보호 사각지대 실태조사(야간 아르바이트, 마을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를 토

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4) 생활 보장 및 노동권익센터

(1) 생활임금

서울시는 2014년 12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26.7% 높은 시급 8,197원(월 환산 171만 

3,173원)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에는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였지만, 2017년 현재에는 민간 

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적용 대

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3월에 실시된 생활임금 적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임

금 적용 대상 종사자(1,480명)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

고 지차체 최초로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 고시」 및 민관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2) 노동권익기관

서울시는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정책의 공간적·시스템적인 수단으로서 2015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하여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발굴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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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1년~2012년에 개소된 기존의 구로·노원·서대문·성동의 자치구 운

영 기관인 ‘노동(근로자)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차원의 

지원기관으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개소를 통해 일부 자치구에서만 제공되던 노동서비

스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노동 관련 지원 

기관들의 사후구제 위주의 서비스방식에서 시민참여 노동인권캠페인, 노동환경개선 등 노

동과 관련한 사전 예방과 교육을 통해 노동존중 문화의 형성 및 지역의 크고 작은 노동단

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협력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약 근로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의 권리신장과 근로

복지 증진,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4개의 자치구(구로, 노

원, 서대문, 성동)에 노동복지(근로자)센터가 위탁·운영되고 있다. 노동복지(근로자)센터

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1~2012년에 개소되었으며, 노동법률 상담·교

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

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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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현황과 성과

1_운영 현황

1)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1) 설립현황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2015년 2월 종로구에 개소하였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과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취

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①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②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③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④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⑤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⑥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⑦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션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비전 취약계층 권익옹호의 광역허브 기능 구축과 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목표

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형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체계

취약계층 노동자

[그림 3-1] 서울노동권익센터 미션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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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7년 예산은 2,563백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15년 예산인 

1,418백만 원에 비해 1,145백만 원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가 743백만 원, 관리운영비가 269백만 원, 사업비가 1,551백만 원으로 사업비가 전체 예

산 중 절반이 넘는 60.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 예산 중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업이 778백만 원(50.2%)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항목 금액 구성비

인건비 743 29.0

관리운영비 269 10.5

사업비

노동자 권익보호 778 30.4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287 11.2

노동거버넌스 구축 156 6.1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330 12.9

합계 2,563 1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7

[표 3-1]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항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2) 조직현황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직원이 5개의 팀(법률상담, 정책연구, 

교육홍보, 기획협력, 감정노동보호)에 소속되어 각 영역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도 운영기구와 자문기구를 두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하거나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자

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비고

정 원 18 1 1 5 11

정원 외 9
 이동노동쉼터 5명, 감정노동보호팀 심리치유상담사 1명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지킴이 매니저 3명(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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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센터장 운영협의회

　

사무국
(국장1, 국원2)　

이동노동쉼터
(간사 5명)

법률상담
(팀장1, 팀원2)

　
정책연구

(팀장1, 팀원2)

　
교육홍보

(팀장1, 팀원2)

　
기획협력

(팀장1, 팀원1)

　
감정노동보호
(팀장1, 팀원2)

[그림 3-2]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3) 사업현황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설립초기 광역센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노동자

의 보호, 노동기본권 보호기반의 구축,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

다. 2016년에는 광역센터의 기능 안정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취약노동자 보호의 확

대, 노동기본권 보장의 강화, 민관 노동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7

년에는 광역센터 기능 발전을 위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화와 노

동기본권 보장 확산, 광역 노동허브로의 도약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17

년도에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노동자 연구대상의 확대와 상담과 권리구

제 시스템 강화와 제도 개선 및 자치구 센터 지원강화, 노동분야 민-관협치 체계 구축,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 구축 등을 주요 중점방향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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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단계

2015년 토대 구축 2016년 역량 강화 2017년 성과 확산

광역센터 기능 정립 광역센터 기능 안정 광역센터 기능 발전

주요
과제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市 노동기본계획 공동추진
취약노동자 기초 실태조사 

노동기본권 기반 구축
법률상담/노동교육 기반 확대
센터사업 중심 기본홍보 추진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
자치구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취약노동자 보호 확대
기초 연구조사 결과 반영
자체 전략사업 발굴,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상담/교육의 전문화와 특성화
시민참여형 전략캠페인 발굴

민관 노동거버넌스 구축
서울광역 노동거버넌스 구축
지역단위 노동네트워크 확산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화
전략사업 성과의 지역 확산
市 노동기본계획 연계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확산
상담/교육의 체계화와 보편화 
시민참여형 전략캠페인 확산

광역 노동허브로의 도약
민관협력형 노동정책 제시

지방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그림 3-3] 서울노동권익센터 연차별 전략과제

전략과제에 따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요사업영역은 크게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노동거버넌스구축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2017년에는 2016년

에는 없던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업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업영역별로 

제공되고 있는 세부사업 내용으로 권익보호사업은 실태조사,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권리구제 지원, 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활동 등이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은 상담 

및 사례집 발간, 교육인프라 및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이고 노동거버넌스 구축

은 민관협력 운영체계,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지역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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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2016 2017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지역사회 노동정책 발전방안(해외사례)

여성비정규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 연구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
 : 방문/이동노동자(택배, 배달)

지역별/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 
 : 청장년 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노동권리보호관)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찾아가는 노동상담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상시 노동상담 상시 노동상담

노동상담 DB 운영 노동상담 DB 운영

2015년 상담사례집 발간 2016년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상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신설)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법률사업지원 위원회 서울노동아카데미

법률전문가단체 업무협약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기본홍보사업 기본홍보사업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동향과 이슈 동향과 이슈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노동거버넌스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노동센터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노조·단체 역량강화 직무교육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일선 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

감정노동 인식개선 활동

[표 3-2]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2016·2017년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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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현황

(1) 설립현황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근로자 문화·복

지 프로그램 등 종합노동복지서비스 등의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

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권익기관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4개

의 노동복지센터가 민간노동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명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인력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11.5.12 54.12 4명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반명자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4명

구로 근로자복지센터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36 4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120 5명

[표 3-3]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예산지원 현황은 2013년 1,091백만 원에서 2016년 1,400백만 원으

로 증가하였으며, 각 연도별 책정된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2013 2014 2015 2016

합계 1,091,338(100.0) 1,181,414(100.0) 1,200,000(100.0) 1,400,000(100.0)

사업비 611,865(56.1) 707,702(60.0) 736,000(61.3) 828,000(59.1)

인건비 398,983(36.6) 425,084(36.0) 400,000(33.3) 500,000(35.7)

운영비 80,490(7.4) 48,628(4.1) 64,000(5.3) 72,000(5.1)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표 3-4]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 원, %)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5,624명에서 2015년 47,568

명으로 약 1,944명의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2016년 2분기(1월~6월)까지의 이용자 수가 

26,468명으로 연인원 약 4만 7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추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자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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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성동 12,783 11,233 7,958 3,277

서대문 3,910 5,695 9,145 2,818

구로 12,424 11,044 10,015 6,761

노원 16,507 18,909 20,450 13,612

합계 45,624 46,881 47,568 26,468

주: 2016년 2분기(1월~6월)까지의 이용실적 현황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2016

[표 3-5]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이용 현황
(단위: 명)

(2) 사업현황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요 추진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으로 노동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의 진행 

및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개발 등의 사업

이다. 둘째,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등의 조사연구 

사업이다. 셋째,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시민강

좌나 노동인권교육, 법률학교 운영 등의 교육사업과 더불어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넷째, 근

로자의 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동자 쉼터 등의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이나 인문학 등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취약계층노동자의 보육 및 교육 등 자녀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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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찾아가는 이동 노동
복지센터

․ 기초노사관계 지원
․ 기초노동복지캠페인
․ 청소년 노동인권 캠
페인

․ 노동법률지원 종합
서비스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권리찾기수첩

․ 노동상담
․ 산업재해법률지원
․ 안심알바신고센터
․ 노동권리수첩 제작
․ 노조지원

정책개발 
조사 연구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지역 노동 현안 및 
정책 연구

․ 실태조사
․ 노동정책 토론회

․ 실태조사사업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노동법률학교
․ 취업지원 찾아가는 
노동교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노동인문학 강좌 등

․ 지역 노동인권 감시단
양성교육

․ 지역 노동인권 감시단 
운영

․ 현장방문 노동법 교육
․ 시민노동법률학교
․ 근로조건 개선 
프로그램

․ 은퇴자 준비 지원사업

․ 시민노동법률학교
․ 산업재해법률학교
․ 노동조합 지원교육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노동인권 강
사단 양성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조건 개선사업
․ 직장인 직무교육
․ 취업교육

․ 생활임금
․ 사회보험
․ 근로조건 개선
․ 노동법 준수
․ 시민노동법률학교
․ 산업재해법률학교
․ 청(소)년 노동 인권
교실

․ 취업지원사업

문화·
복지지원

․ 감정노동자 심리정
서 지원

․ 문화복지강좌
․ 인권영화제
․ 일터문화제 ‘뜨락’

․ 청년 노동자 아카데미
․ 노동자 문화역사 탐방
․ 노동인권영화제
․ 감정노동자 문화강좌
․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

․ 몸건강 프로그램
․ 북카페
․ 노동인지 현장체험 프
로그램

․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지원 프로그램

․ 문화강좌
․ 인문학강좌
․ 노동 문화제
․ 역사 기행
․ 건강 지킴이 사업
․ 맞벌이 노동자 자녀
교육 지원 강좌

․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
행사

․ 작은 도서관

․ 인문학교육
․ 문화강좌
․ 심리치유
․ 산업재해예방사업
․ 비정규노동자 자녀
지원

․ 노동자 쉼터

자료: 2016 각 자치구 센터별 사업계획서 자료 재구성

[표 3-6] 센터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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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센터별 사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12.8~20.6%),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18.8~34.4%), 문화사업(10.4~25.8%), 복지사업

(14.1~20.4%),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4.7~1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자치

구 복지센터에서 대부분 노동권익보호 사업(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과 문화·복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성동구와 노원구는 노동권익보호에, 서대문

구와 구로구는 문화 및 복지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

구분 주요사업명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상담, 법률지원
35,450
(19.0)

39,350
(20.6)

31,800
(18.9)

23,401
(12.8)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등
47,650
(25.5)

41,010
(21.5)

31,644
(18.8)

62,940
(34.4)

문화사업 인문학 강좌 등
26,640
(14.3)

49,210
(25.8)

34,692
(20.6)

19,040
(10.4)

복지사업 감정노동치유강좌 등
26,300
(14.1)

33,717
(17.7)

34,302
(20.4)

26,310
(14.4)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

취약노동자 컴퓨터활용 교육 등
8,850
(4.7)

12,550
(6.6)

23,498
(14.0)

14,660
(8.0)

기타 홍보, 토론회, 워크숍 등
13,100
(7.0)

5,000
(2.6)

12,220
(7.3)

19,720
(10.8)

계
186,540
(100.0)

190,837
(100.0)

168,156
(100.0)

183,071
(100.0)

자료: 2016 각 자치구 센터별 사업계획서 자료 재구성

[표 3-7] 2016년도 센터별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천 원, %)



03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현황과 성과 / 27

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1) 설립현황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근로 경력유지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을 통한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4월 광진구에 설립되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사)서울

여성노동자회에 위탁하여 서울시 직장맘의 고충해결 및 역량강화를 위해 ① 3고충(직

장, 가족, 개인영역)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원스톱 종합지원, ②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맞춤형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③ 직장맘 지원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④ 직장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⑤ 생애

주기별 실질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 ⑥ 홍보, ⑦ 역량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미션 서울시 직장맘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비전 원스톱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허브

목표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

브랜드 사업 구축 전략

커뮤니티 발굴지원

대외협력 및 홍보

[그림 3-4]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미션과 비전

(2) 조직현황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직원이 2개의 팀(경력유지지원팀, 

운영팀)에 소속되어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익성의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

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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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운영위원회 전문자문위원단

경력유지지원팀(팀장1, 팀원6) 운영팀(팀장1, 팀원3)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노동권, 모성
보호, 보육, 심리상담 등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운영
•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개선 추진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 직장맘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 직장, 보육 등 가족관계, 개인 정보 등
• 종합정보 홈페이지 DB 구축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배포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 시 지도점검 
 • 회계, 시설, 운영 관리
 • 종사자 교육
 •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지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센터 홍보
 •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 
 • 대내․외기관 네트워크

구  분 계 센터장 팀장 공인노무사 보육상담 행정·회계 홍보
커뮤니티
(비정규)

정 원 12 1 2 5 1 1 1 1

[그림 3-5]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3) 사업현황 및 실적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을 위해서 크게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 직장맘 인

파워먼트 지원, 직장맘 지원기반 구축,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를 전략과

제로 설정하고 있다.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 사업은 직장 내 고충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상담(노동권, 

모선보호, 보육, 심리상담 등)이 제공되는 종합상담, 원스톱 연계서비스와 경력단절예방

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직장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맘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실질

적으로 개선하는 예방서비스, 고충상담을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접서

비스인 전용콜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직장맘 임파워먼트지원사업은 직장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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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발굴 및 지원과 함께 직장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맘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과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과제 세부사업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사업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직장맘 지원기반 구축사업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표 3-8] 전략과제별 주요사업

2016년 기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115,440천 원이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사업 44,148천 원(38.2%),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37,664천 원(32.6%),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29,852천 원

(25.9%), 직장맘 지원기반 구축사업 3,776천 원(3.3%)이다.

사업명 예산 집행 집행률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사업 44,148 44,148 100.0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37,664 37,491 99.5

직장맘 지원기반 구축사업 3,776 3,776 100.0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29,852 29,852 100.0

계 115,440 115,267 99.8

자료: 2016 직장맘 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3-9]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천 원, %)

세부사업별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제공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기존의 계획에 비해 높은 실

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직장맘 고충처리를 위한 전용콜 서비스와 종합상담, 교육

사업에 있어서의 실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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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 실행 실행률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사업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3,775 - 5,880 - 155.8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2) 600 - 597 - 99.5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3) 3,000 - 4,845 - 161.5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3,380 338 3,529 410 104.4 121.3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800 12 1,127 24 140 200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62 - 90 - 145.2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4) 508,019 236,549 390,823 177,323 76.9 75

자료: 2016 직장맘 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3-10] 세부사업별 실적현황
(단위: 명, 회, %)

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 설립현황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제15대 서울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취약노동

자 권익보호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3년 9월 ~ 2014년 12월 시범운영 평가 후 2015년 은평구에 개소하였다. 서울시 어르

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신체적, 육체적 건

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돌봄종사

자 고충상담 및 권익 보호, ② 돌봄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③ 현장 맞춤형 

2) 세부사업 중 상담업무(찾아가는 상담지원단, 온라인 상담 운영)와 관련한 현황 반영

3) 2016년 2월 15일 ~ 2016년 12월 31일(265일) 진행된 상담 건수

4) 사업관련 홍보방법으로 활용된 언론보도, 온라인, SNS, 인쇄물, 물품제작, 교육 등의 전체 배포 및 노출 건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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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향상 교육개발 및 실시, ④ 일터건강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⑤ 좋은돌봄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⑥ 돌봄여성 리더양성 교육, ⑦ 소모임 활동지원, ⑧ 권역별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Vision 역량있는 돌봄종사자의 안정적 재생산

▲

Mission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돌봄종사자의 권익 향상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역할

‖    
광역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고유사업 권역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사업

○ 현장과 정책 간 중재 및 소통 역할
  - 돌봄종사자 실태조사
  - 돌봄종사자 관련 법, 정책, 제도, 프로그램 연구 

○ 현장과 현장 간 중재 및 소통 역할

○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과 자체 평가

 
○ 대국민 좋은 돌봄문화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 재충전 서비스
  - 심신 근력강화   
  - 자조모임 지원

○ 역량강화
  - 직무교육       
  - 인성교육 

○ 권익향상
  - 고충상담       
  - 사회권교육 
  - 취업상담 및 지원

[그림 3-6]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미션과 비전

(2) 조직현황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직원이 2개의 팀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에 소속되어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노동, 여

성, 법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의료, 교육 분야의 기관운영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두어 센터의 비전 및 사업 심의와 함께 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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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자문회의

센터장

사무국
(국장1, 팀원1)

정책기획
(팀장1, 팀원2)

사업운영
(팀장1, 팀원1)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비고

정 원 8 1 1 2 4

정원 외 1  공동모금회 전담인력 1명

[그림 3-7]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인력 현황 

(3) 사업현황 및 실적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15~2016년 사업의 조정기를 거쳐 2017~201

8년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분화와 역할정립이 완료되는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지

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 및 연계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성과목표 주요사업

광역

광역센터 
사업수행 
기반 마련

업무공간 및 교육실 확대

인력 채용 및 인건비 기준 정립 

예산 반영(2018년 확대 계획)

광역/권역센터 협력체계 
구축

광역/권역 운영협의회 구성 분기 1회 

사업협력회의 월 1회

직원 공동 교육: 제도정책 관련 세미나, 토론회 참여
직원공동워크숍: 연 1회

권역별센터 
사업지원

공동교육개발 및 강사진 구성 지원: 치매, 와상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 및 건강교실 등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고충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등 통합관리

알권리, 정보제공 사업 통합 운영: 권리찾기수첩, 홈페이지, 소식지, 실태조사 

소모임 임원 통합 교육: 상, 하반기 1회

고충상담 지원: 노무사 상담 지원

권역별 좋은돌봄 활동 지원

권역별센터 설치 시 자문

[표 3-11] 성과목표별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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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봄종사자를 위해 크게 역량강화, 인식개선 권

익옹호, 센터 기능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역량강화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직무

향상사업, 리더양성사업,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종사자 권익옹호는 

고충상담, 노동법교실, 요양보호사 소식지 사업이 있다. 그 외에도 좋은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기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홍보 네트워크 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구분 성과목표 주요사업

광역
(계속)

돌봄정책연구 및 개발 

정책기획인력 보강: 팀장, 노무사 채용

센터(광역/권역) 사업평가지표 개발연구

좋은돌봄연구(교육개발, 경력직 역할개발 등)

돌봄정책 관련 연구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활동
좋은돌봄 기관 인증제 및 정책 연구(서울시)
서울시 장기요양체계 개편 및 일자리질 향상연구(서울시)
서울시 장기요양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서울시) 

교육개발 및 보급, 
강사단 운영

좋은돌봄교육개발, 치매, 와상, 의사소통 등 직무향상 교육개발, 리더양성교육개
발, 돌봄노동자 노동권리교육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돌봄종사자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활동 지원: 정책네트워크 참여 등

돌봄종사자
권익보호활동

노동상담 네트워크 구축

노동상담 강화 및 분석으로 돌봄종사자 노동문제의 사회적 의제화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활동: 서울시 홍보

좋은돌봄 
실천확산

좋은돌봄 실천단 활동 지원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운영(2년차, 21명)

좋은돌봄 사회적협약기관 협력사업

좋은돌봄 한마당 공동 수행

좋은돌봄 사례발굴-좋은돌봄노트 기록, 사례집 발간

좋은돌봄 교육실시 

좋은돌봄 캠페인: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권역

돌봄리더 양성 
소모임 활동지원: 상반기-전체 지원/하반기-서북권 지원

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단, 실천단 임원 교육

직무역량 강화
중증이용자 돌봄역량 향상: 치매관리교육, 와상노인 돌보기

인문학 소양 강화: 글쓰기 강좌, 호스피스 교육 

돌봄종사자 
권익교육/상담

노동권리교육: 노동법교실 

성희롱예방교육

노동상담 등 고충상담, 취업지원

돌봄종사자 
건강증진

근골격계예방: 스트레칭, 몸펴기교실

정신건강증진: 마음건강교실, 심리상담, 힐링나들이

건강강좌: 중년여성건강관리 등

힐링캠프 등

좋은돌봄 
실천활동

좋은돌봄 실천단 권역별 활동 지원

지역별 좋은돌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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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대부분이 기존의 계획에 비해 높은 실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증진이나 리더양성을 위한 소모임활동, 뉴딜일자리(요양보호사

지원단 교육), 돌봄종사자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의 실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계획 실행 실행률

역량강화

건강증진 1,415 1,636 115.6

직무향상 690 627 90.9

리더양성 4,815 4,912 102.0

뉴딜일자리 372 394 105.9

좋은돌봄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1,066 896 84.1

돌봄종사자 권익옹호(고충상담, 노동법교실 등) 14,850 16,810 113.2

센터 기능강화(정책연구, 회의, 홍보, 네트워크) 275,327 253,668 92.1

합계 298,535 278,913 93

자료: 2016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3-12] 세부사업별 실적현황
(단위: 명, %)

2_운영 성과

서울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적·시스템적인 수단으로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근로자)복지센터(구로·노원·서대문·성동)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요 사업영역은 취약계층 및 감정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권 보장

기반 구축, 노동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뉘어져 교육 및 상담, 연구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는 근로자의 노동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고용실태조사,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여가활동 지원 및 인문학 

강좌, 보육 및 자녀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03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현황과 성과 / 35

사업영역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영역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취약계층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정책방안 연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
찾아가는 노동상담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일선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
감정노동 인식개선 활동

노동 
거버넌스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노조·단체 역량강화 직무교육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노동법률학교
노동법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인권 감시단 양성
취업지원사업

문화·
복지지원

감정노동자 심리정서 지원
건강지원
문화복지강좌(인권영화제, 도서관)
자녀지원
쉼터운영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상시 노동상담
노동상담 DB 운영
2016년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서울노동아카데미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기본홍보사업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동향과 이슈 발간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기초노사관계지원
캠페인

정책개발 
조사 연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표 3-13]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사업내용

1)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부사업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략대상과 전략의제 사업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전략대상과 전략의제 사업을 통해 비정규 노동, 심야노동 영역에 새

로운 정책영역을 개척하였다. 또한 권익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층의 적극적인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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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사업 등과 같은 전략적 지

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는 2015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인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 및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2016년 3월 서초이동쉼터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休

서울이동노동자쉼터의 누적 이용자는 9,384명으로 법률상담, 금용복지상담, 건강검진 및 

상담, 주거상담, 주거·인문학·전직 교육 등에 참여하였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은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이 연계되어 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수임료 및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 사회적 이슈가 되는 노

동권침해에 대응한 소송에 대리인(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는 총 121건(체불임금 100건, 구제신청 12건, 요양신청 3건, 소송 6건)이 진행

되었다. 

(2) 노동교육의 활성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지역거점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상담의 기

반이 없는 지역에서 노동상담 수요를 발굴하여 현장 노동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해 2개 지역 방문은 28회, 상담은 45건이 진행되었으며 

움직이는 노동교실, 건강안정교실,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움직이는 노동교실은 13개 자치구별, 400여 명이 참여했고 건강안

전교실(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16회, 예술치유 13회, 단체 심리치유 활동가 과정 

6회),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노동센터가 없는 4개 지역 20강, 연인원 500여 명), 청

(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35개교 243학급, 8,000여 명)이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2015년에 공동 진행했던 지역단체들이 2016년에는 공모사업을 추

진하면서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2017년 또래지

킴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다문화학교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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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교육을 진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움직이는 노동교

실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고, 건강안전교실은 기존의 사업에서 감정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노동교육의 새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시민

노동법률학교는 노동센터가 없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 노동단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뿐만이 아나라 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정책연구

서울시 내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심야노

동 종사자, 자치구 일자리노동정책, 최저임금, 감정노동, 취약계층(마을·셔틀버스기사·택

시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을

버스와 셔틀버스, 청년 심야노동 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의 지역 수준의 고용노동정책과 거버넌스, 해외 지방정부의 지역고용

노동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과제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4) 노동거버넌스 구축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협력체계뿐만이 아니라 

민관협력 운영체계, 지역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운영협의회(15명), 자문회의(10명)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였다. 또한 자치구 노동복지

센터와의 간담회 및 공동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9개 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선정 

하고 진행하였다.

그 밖에 노동기본권 구축영역, 노동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세부 실적 내용은 아래 

[표 3-14]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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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추진실적

취약계층·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연구조사 6개 사업 8개 분야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누적 이용자 9,384명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권리구제 지원 총 121건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 35개교 243학급, 8,000여 명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2개 지역(성북, 서초) 28회, 상담 45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교육

리더스아카데미(소상공인 노동교육) 400여 명, 요양보호사 노동법
교육 5회

건강안전교실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16회 운영, 예술치유 13회, 단체
심리치유 활동가 과정 6회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자치구 노동센터가 없는 4개 지역(강서, 양천, 성북, 은평) 20강의,
연인원 500여 명 교육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상시 노동상담
1,898건(방문 229건, 전화 1,529건, 온라인 95건, 찾아가는 상담
45건)

노동상담 DB 운영
3개 자치구센터, 노동옴부즈만 통합운영
DB 프로그램 개선, 통계프로그램 장착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상담통계 분석 400부 제작, 배포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상담기법 33명, 갈등조정 34명, 노동법실무 53명 수강

서울노동아카데미 314회 5만여 명 교육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노동권리보호관/자치구센터-권익센터 사업협의 2회, 법률자문 10회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 노동교육 교안분석 보고서 제작, 타 지역사례 조사 / 청소
년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3개 지역, 75명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정책전문위원회 1회, 동향분석 자문회의 5회
노동권익포럼 3회, 1주년 토론회와 공개좌담회 개최

노동 
거버넌스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운영협의회(15명), 자문회의(10명) 상·하반기 각 2회 진행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2회, 공동워크숍(50명)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9개 단위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진행

[표 3-14] 서울노동권익센터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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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센터별 사업 진행은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5.0~20.2%), 노동인

권 및 법률교육(23.9~44.5%), 문화사업(5.6~25.0%), 복지사업(14.5~48.2%),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1.1~13.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1,320(16.7) 1,799(20.2) 816(5.5) 2,174(8.0)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1,888(23.9) 2,622(29.4) 8,869(60.0) 8,360(30.8)

문화사업 860(10.9) 2,232(25.0) 2,490(16.8) 1,117(4.1)

복지사업 3,745(47.4) 2,001(22.4) 1,437(9.7) 15,044(55.4)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 83(1.1) 272(3.0) 1,176(8.0) 475(1.7)

계 7,896(100.0) 8,926(100.0) 14,788(100.0) 27,179(100.0)

자료: 2016 각 자치구 센터별 사업실적 자료 재구성

[표 3-15] 센터별 사업실적
(단위: 천 원,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상담 및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노동복지센

터의 운영을 통한 공통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은 4개의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어 생활권 내 취약계층 근로

자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동법률상담이나 교육 등의 노동복지서비스를 통해 좀 더 

현장중심적인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은 지역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

해 취약계층 근로자들뿐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노동인권 인식 개선, 노동복지서비스 공급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들(노동부, 교육청 등)과의 공동사업을 진행

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복지시설들에서는 부재했던 노동권익 프로그램이나, 일과 후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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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근로자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공단지역, 주거지역, 상업지구 등 관할지

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넷째, 모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노원노동복지센터에

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교육, 일상활동 지원, 단체교섭 지원, 법률지원 

사업, 노원지역의 노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의 커뮤니티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

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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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실태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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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FGI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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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실태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노동

권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노동정책과 및 노동권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FGI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과제도출과 정책제언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1_이용자 설문조사

1) 이용자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① 조사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노

동권익기관 종사자 대상의 FGI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 앞서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 목적의 타당성 및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 4개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시 직

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등 7개 센터에 50부의 설문지를 할

당 배부하고, 각 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조사 결과 총 27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을 이

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39부를 제외한 총 23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FGI는 서울시 노동정책과 및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권익보호관과 청년알바지킴이를 대상으

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04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실태와 평가 / 43

② 조사내용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센터 이용현황, 기

관(센터)활동의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센터의 이용현황에는 센터의 접근성 및 센터의 인지

경로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기관(센터)활동의 만족도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직원의 업무처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의 적

합성, 도움이 되는 사업, 개선되어야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영역 내용

센터 이용현황

- 이용 경험
- 주로 이용하는 기관
- 이용 기간 및 횟수
- 센터의 접근성
- 인지 경로 및 이용이유

기관(센터) 활동

- 시설 및 환경 만족도
- 직원에 대한 만족도
- 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의 적합성
- 도움이 되는 사업
- 개선되어야 할 사업

[표 4-1] 설문지 구성 내용 

다음으로 노동정책과 및 노동권익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크게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과 발전방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

로 질문하였다.

(2) 조사응답자 일반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성이 157명(66.0%), 

남성이 77명(32.4%)으로 여성이용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6명(31.9%)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56명(23.5%), 30대 44명(18.5%)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이용자 중 40~50대의 여성 이용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에 참여한 노동권익기관 중 40~50대 여성이 많이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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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이용자의 응답으

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혼인상태는 150명(63.0%)으로 대부분 배우자가 있었으

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26명(52.9%), 고등학교 졸업이 77명(32.4%)으로 대부분

이 고등교육과정 이상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으로는 동북권 97명(40.8%), 서

북권 70명(29.4%), 서남권 41명(17.2%), 도심권 17명(7.1%), 동남권 7명(2.9%)으로 조

사되었는데, 이는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내의 노동권익기관들이 강북 쪽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빈도(명) % 합계

성별
남성 77 32.4

238
(100.0)

여성 157 66.0
무응답 4 1.7

연령

20대 미만 1 0.4
20대 27 11.3
30대 44 18.5
40대 56 23.5
50대 76 31.9

60대 이상 29 12.2
무응답 5 2.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150 63.0
결혼 안 했음 53 22.3

기타 32 13.4
무응답 3 1.3

최종학력

무학 1 0.4
초등학교 졸업 7 2.9
중학교 졸업 10 4.2

고등학교 졸업 77 32.4
대학교 졸업 126 52.9

대학원 졸업 이상 15 6.3
무응답 2 0.8

거주지역5)

도심권 17 7.1
동북권 97 40.8
서북권 70 29.4
서남권 41 17.2
동남권 7 2.9
무응답 6 2.5

[표 4-2] 조사대상자의 특성 

5) 서울시는 총 5개 권역으로 분류가능하며 ①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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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이용특성

(1) 이용실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중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치구 노동복지

센터 147명(61.8%),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43명(18.1%), 서울시 직장

맘 지원센터 24명(10.1%)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기관의 비율은 각 센터별 설문지

의 회수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계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빈도(명) %

서울 노동권익센터 22 9.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147 61.8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24 10.1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43 18.1

기타 2 0.8

합계 238 100.0

[표 4-3] 이용기관

현재 평균적으로 24회 정도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3개월 미만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년 이상 26.1%, 1년 미만 16.4%, 2년 미만 13.4%순이었

다.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이용자 중 60.6%가 기관을 이용한 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⑤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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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동권익기관 이용기간 

다음으로 이용자가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걸리는 이동시간은 30분 이내 

39.5%, 1시간 이내 26.9%, 10분 이내 19.3%, 1시간 이상 13.0%로 대부분 1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거리에 대한 적절성을 10점 척도를 통해 조사

한 결과 평균 5.83점으로 이동시간에 비해 노동권익기관의 이동거리는 조금 멀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노동권익기관 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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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을 알게된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인 소개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관(센터)을 보고 직접 방문이 18.1%, 대중매체와 기타 의견이 

10.5%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현수막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림 4-3] 노동권익기관 인지 경로 

서울노동권익기관의 주된 이용이유는 문화 활동 31.5%, 각종 권리 교육 30.3%, 기타(시

설 이용 및 커뮤니티지원사업이나 부모모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상담 

및 법률 지원 14.7%, 취업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 6.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노동권익기관 이용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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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는 좀 더 구제척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센터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46.6%로 절반 가까운 이용자가 응답하였으며, 이어 노동권 

교육 19.3%, 기타 11.3%,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담 6.7%, 노조 관련과 임금체불 관련 

5.0%, 해고 관련 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구체적 이용이유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문화활동이나 센터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과정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집 편의상 

각각의 센터에서 이용자들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설문을 진행하지 않고 문화활동이나 행

사에 참여한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나온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 센터 이용자의 근로 및 노동특성

① 근로특성

조사대상자의 근로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동권익기관 이용자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들 중 

198명(83.2%)이 대부분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활동을 하

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스스로 원해서 그

만둔 경우가 12명(32.4%),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자발적인 경우가 10명(27.0%)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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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사업장의 규모, 일자리 유형, 업종, 일자리형태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그 결과, 사업장규모는 30~99인 50명(21.0%), 10~29인 48명

(20.2%)으로 대부분이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500

인 이상인 경우도 32명(13.4%)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 유형은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인 경우가 100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 정부 외 공공기관 39명(16.4%), 정부기관 23명(9.7%), 법인단체 22명(9.2%)으로 나

타났다. 일자리직종은 사무종사자 62명(26.1%), 단순노무종사자 39명(16.4%), 서비스·

판매종사자 32명(13.4%)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형태는 정규직 97명(40.8%), 임시직 71

명(29.8%), 시간제 28명(11.8%)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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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합계

근로여부

하고있음 198 83.2
238

(100.0)
하지않음 37 15.5

무응답 3 1.3

그만둔 이유

직장에서 요구 10 27.0

37
(100.0)

스스로 원해서 12 32.4

해당없음 14 37.8

무응답 2 5.4

사업장규모

1~4인 31 13.0

238
(100.0)

5~9인 33 13.9

10~29인 48 20.2

30~99인 50 21.0

100~299인 9 3.8

300~499인 6 2.5

500인 이상 32 13.4

무응답 29 12.2

일자리 유형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100 42.0

정부 외 공공기관 39 16.4

법인단체 22 9.2

정부기관 23 9.7

소속되어 있지 않음 5 2.1

시민단체, 종교단체 14 5.9

기타 15 6.3

무응답 20 8.4

직종

관리자, 전문가 30 12.6

사무종사자 62 26.1

서비스, 판매종사자 32 13.4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7 2.9

단순노무종사자 39 16.4

기타 47 19.7

무응답 21 8.8

일자리형태

정규직 97 40.8

임시직 71 29.8

시간제 28 11.8

파견근로 4 1.7

용역근로 6 2.5

특수형태근로 5 2.1

일일근로 4 1.7

가정내근로 2 0.8

무응답 21 8.8

[표 4-4] 조사대상자의 근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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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조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9명(75.2%)으로 응답자 중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질문으로 근로계약이 실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조사자 중 158

명(66.4%)이 문서 또는 구두계약과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치하지 않은 항목을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이 

16명(61.5%)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임금이 7명(26.9%)이었다.

구분 빈도(명) % 합계

근로계약서 체결 179 75.2
238

(100.0)
근로계약서 미체결 37 15.5

무응답 22 9.2

[표 4-5]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구분 빈도(명) % 합계

문서 또는 구두계약과 일치 158 66.4

238
(100.0)

             불일치 26 10.9

임금 7 26.9

근로시간 16 61.5

고용기간 2 7.7

기타 1 3.8

무응답 54 22.7

[표 4-6] 근로계약 일치여부 

조사 응답자의 현 사업장 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6년으로 평균 6년 1개월 

이었다.

근로시간은 직종에 상관없이 일일 주당 40시간(평균 39.97시간), 주 5일 근무(평균 5.02

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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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0~70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3명(1.3%), 50~60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응

답한 경우는 22명(9.2%)으로 응답자의 13.4%가 주당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주당 근로시간

조사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7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00

만 원까지 분포해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모

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186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 4-7]에서 보면 150~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2.7%(5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0~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8.9%(45명),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18.1%(43명)

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10점 척도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4.09점으로 자신이 중하층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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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월평균 임금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74.8%로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보험이 73.1%,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69.3%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

만 30% 정도의 응답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합계

국민연금

가입 165 69.3

238
(100.0)

미가입 32 13.4

모름 5 2.1

무응답 36 15.1

건강보험

가입 178 74.8

미가입 24 10.1

모름 5 2.1

무응답 31 13.0

고용보험

가입 174 73.1

미가입 22 9.2

모름 8 3.4

무응답 204 14.3

산재보험

가입 165 69.3

미가입 23 9.7

모름 12 5.0

무응답 38 16.0

[표 4-7]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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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66명(27.7%)에 불과했으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는 각각 131명(55.0%), 21명

(8.8%)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가입한 경우는 48명

(75.0%),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16명(6.7%)이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

우, 자발적인 노동조합 미가입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41.2%가 노동조합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빈도(명) % 합계

노동조합 존재 
여부

있다 66 27.7

238
(100.0)

없다 131 55.0

모름 21 8.8

무응답 20 8.4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가입 48 72.7
66

(100.0)
미가입 16 24.2

무응답 2 3.0

가입하지
않은 이유

가입자격이 없어서 7 43.8

16
(100.0)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1 6.3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1 6.3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18.8

기타 4 25.0

노동조합 필요 
여부

필요하다 98 41.2

238
(100.0)

필요하지 않다 12 5.0

모름 39 16.4

무응답 89 37.4

[표 4-8] 노동조합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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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 운영 평가

(1) 이용만족도

센터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자들이 갖게 되는 

만족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크게 

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지원 관련 정보제공, 권리교육, 문화활동 참여자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① 업무처리 만족도

노동권익센터의 업무처리 만족도의 경우 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 지원 관련 정보지원, 권리

교육, 문화활동 사업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45.8%에 이를 정도로 높은 만

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지원 관련 정보 이용자와 상담 및 법률 지원 

이용자들은 다른 사업 이용자들에 비해 ‘보통’이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 4-8] 업무처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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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시설 및 환경 만족도에 있어서는 취업지원 관련 정보지원, 문화 활동, 상담 및 법률 지원 

이용자들은 노동권익센터의 시설 및 환경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취업

지원 관련 정보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은 만족 비율이 7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권리 교육 이용자들은 센터의 시설 및 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이는 교육 공간의 부족이나 협소함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노동권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기관 내의 협소하고 불충분한 공간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노동권익기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9] 시설 및 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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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 만족도

노동권익센터 종사자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 

지원 관련 정보지원, 권리교육, 문화활동 사업 이용자들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10] 직원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 만족도

④ 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

노동권익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 지원 관련 정보지원, 

권리교육, 문화활동 사업 이용자들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 7.89점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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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센터의 전반적 만족도 

(2) 목표와 활동 적절성

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적절성은 ① 권익 및 복지증진, ② 상담 및 법률지원, 

③ 고용정보제공, ④ 권리교육캠페인, ⑤ 단결권보장, ⑥ 정책연구사업, ⑦ 타 기관과의 

협력, ⑧ 노동자들의 모임활성화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분석틀은 현재 노동권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지원 관련 정보

제공, 권리교육, 문화활동 참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 권익 및 복지증진

권익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활동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권리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해 83.4%의 비중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상

담 및 법률지원 사업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각각 81.4%, 80%로,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과 관련한 활동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는 53.3%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다른 서비스이용자들에 비해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 활동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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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13]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14]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15]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
(문화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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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 및 법률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권리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75.4%의 

비중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와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각각 71.4%, 

68.6%로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문화활동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이용자는 40%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상담 및 법률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17] 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18] 상담 및 법률지원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19] 상담 및 법률지원
(문화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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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정보 제공

고용정보 제공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72.4%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68.6%,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61.3%,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60.0%로, 제공받는 사업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고용정보 제공 사업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4-20] 고용정보 제공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21] 고용정보 제공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22] 고용정보 제공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23] 고용정보 제공
(문화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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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리교육 캠페인

고용정보 제공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80%

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75%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와 취업 지원과 관련

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각각 53.0%와 46.7%로, 다른 두 사업 참여자들에 

비해 긍정 평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4] 권리교육 캠페인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25] 권리교육 캠페인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26] 권리교육 캠페인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27] 권리교육 캠페인
(문화 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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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결권 보장

단결권 보장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71%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권리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61.8%로 나타

났다.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와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각

각 48.5%와 46.7%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28] 단결권 보장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29] 단결권 보장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30] 단결권 보장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31] 단결권 보장
(문화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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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권리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77.1%로 가

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76.8%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와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각각 53.3%와 45.5%로 다른 두 사업 참여자들

에 비해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32] 정책연구사업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33] 정책연구사업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34] 정책연구사업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35] 정책연구사업
(문화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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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타 기관과의 협력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84.3%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리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79.7%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와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각각 66.6%, 45.4%로, 다른 두 사업 참여자들에 비해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36] 타 기관과의 협력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37] 타 기관과의 협력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38] 타 기관과의 협력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39] 타 기관과의 협력
(문화 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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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노동자 모임 활성화

노동자 모임 활성화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82.8%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리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75%

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와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각각 60%, 47.1%로 다른 두 사업 참여자들에 비해 긍정 평가 비율

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40] 노동자 모임 활성화
(상담 및 법률지원 이용자) 

[그림 4-41] 노동자 모임 활성화
(취업 지원 정보 이용자)  

[그림 4-42] 노동자 모임 활성화
(권리 교육 이용자)  

[그림 4-43] 노동자 모임 활성화
(문화 활동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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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영역에서 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모임 

활성화, 타 기관과의 협력, 정책연구사업, 단결권 보장, 권리교육 캠페인, 고용정보 제공, 

상담 및 법률지원,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 등 현재 노동권익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다른 활동에 비해 단결권 보장 영역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앞으로의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활동에 있어 문화 및 복지사업, 교육사업과 더불

어 노동조합 활동 지원과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이 확

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업내용 평가

① 도움이 되는 사업

현재 노동권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의 1순위, 2순위

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1순위로 상담 및 법률지원

이 70.6%로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이 41.4%로 나타났다. 취업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취약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이 66.7%로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이 28.6%로 나타났다. 각종 권리교

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으

로 응답하였으며, 문화활동서비스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1순위로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

스, 2순위로는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으로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은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와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이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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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도움이 되는 사업 

② 개선되어야 할 사업

현재 노동권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1순위, 2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1순위로 상담 및 법률지원

이 29.4%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이 28.6%로 나타났다. 취업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취약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이 42.9%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노조설립지원이 28.6%로 나타났다. 각종 권리교육서비스를 제

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1순위가 노동의제 및 대안정책 제시 23.9%, 2순위는 노조설립지

원, 노동의제 및 대안정책 제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 모두 17.4%로 나타

났다. 문화활동서비스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1순위로 취약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2순위로는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으로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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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개선되어야 할 사업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취약노동자를 위한 고용

정보제공 사업 영역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권

익센터에서는 직접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서비스제공에 있

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용정보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연계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이용자들이 사업에 대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질적인 확대를 도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 노동권익기관들과의 연계 및 역할 설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권익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운영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권익기관 사이의 협력을 통

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의 지속 필요성에 있어서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4.6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동권익센터의 이용자들은 앞으로 노

동권익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만큼, 센터의 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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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와 역할 정립,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질적인 확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_FGI 조사결과

1) 서울노동권익기관의 역할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기존 근로자복지관 등의 근로자지원기관 이용

자들보다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 청소노동자 등)들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상담 및 법률지원, 나아가 구제지원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복지관에도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은 노조 조합원들이 많이 가

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권익센터는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취약계층들

(알바생, 청소노동자 등)이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아마 서울노동권익센

터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기본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서 기능과 규모가 커지고 있어

요 … 이와 관련해서 노동관련 상담 사례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법률지원 및 소송

대기, 구제지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 노동정책과, B) 

하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역할에 있어서는 상담이나 교육과 같

이 센터기능과 사업의 중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추후 전 자치구로 확대

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 및 기능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권익센터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상담이나 교육 등은 유사사

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의 여지도 있어요. 현재는 자치구 복지센터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앞으로 늘어난다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할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 노동정책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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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직접적으로 교양강좌,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복지프로그램이 기능 중복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A) 

서울시와 현재 노동권익기관의 종사자들은 앞으로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의 역할 및 기능정립에 있어서 노동권익센터는 광역차원의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

하는 허브역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현장밀착형 사업이나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복

지프로그램의 제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리라는 것이 용어가 적절하진 않지만, 공동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작업을 권익센터가 가져가야 하고, 민간단체들(노조 포함)과의 협력사업도 강

화하는 등 허브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 노동정책과, A) 

“권익센터는 센터랑 겹치는 법률학교 같은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노동권익센터는 현장에 나가는 사업보다는 노동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단위 정책 사업보다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정책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C) 

“저는 권익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자로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요하게는 현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정책제안 사업 그리고 근로자권익 허브 기능을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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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역할이 큰데 결국 ‘공동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무사협회, 노동조합, 직장맘센터 등 이런 기관들 묶어서 공

동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권익센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A) 

또한 서울권익센터에서의 권리구제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사업의 진행과 함

께 동일 업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권리구제 사업의 진

행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중 권리구제 신청을 한 한 명

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노동자들은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회사

전체 차원에서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기회로 해서 유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눈뜨고 지켜보는 상황이라 답답하죠.”

(지원인력, A) 

“지금은 노동권익센터에서 노조와 민간단체-노동권익센터가 협력해서 취약계층 노동

자들을 위한 보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봉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

학섬유노조, 서울시,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확산되면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 서울시가 

부담이 줄어들고 성과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노동정책과, A)

이 밖에도 현재 서울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인력지원 체계도 그 역할의 중복과 함

께 관리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실제로 이 업무 종사자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성이나 공통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알바지킴이 사업은) 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익센터가 그분들

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계가 이상해요. 사실, 노동법적으로 보면 불법 파견문제가 있는

데, 고용관계에 있어선 서울시가, 업무설계에 대한 지도 관리는 노동권익센터가 하고 

있고... 노동권익센터가 관리하고 수행하면 고용관계도 권익센터와 맺는 게 맞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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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자리정책과의)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되어 있어서 애매하죠.”

(노동정책과, A)

“서울시 노동정책 중에서 노동옴부즈만이 있는데 유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 같아

요. 시너지가 나지도 않고 옴부즈만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자치구 노

동복지)센터가 있는 구에서는 옴부즈만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센터가 없는 곳에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센터가 있는 곳에서

는 옴부즈만을 없애고 센터로 직접연계해서 센터의 노무사들이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C) 

“옴부즈만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2015년부터는 옴부즈만 사업 실적도 올리라고 해서 

저희 사업에 이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셔 와서 상담비 드리

고 하긴 하는데…선발과정에서도 활동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추려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D) 

“권리지킴이들이 권익보호센터에서 상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서울시 사업단에 배정

돼서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사업단마다 굉장히 달라서 

권리지킴이의 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업단이 있는데 반해 권리지킴이 활동보

다는 우리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업단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권익보호센터에서 최대한 권리지킴이 업무를 하되, 사업장의 업무도 융통성 있

게 조율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사전에 듣고도 어느 범위까지 사업

단 업무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아요...” 

(지원인력, C)

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자치구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3년마다 재위탁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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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간의 제한으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의 정체성 확립이나 중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는 위상과 역할이 자치구 관계기관의 의지에 따라 많이 바뀌

는데, 3년마다 재위탁이 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게 문

제에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의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지속성을 보장

해야 하는가, 이 문제 먼저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E) 

“3년마다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주체

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스타일도 바뀔 것이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

행이지만... 그런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탁사업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게 인정을 해준다든가...”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D) 

그 밖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된 후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기관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용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내 4개의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복지

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상담건수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에서 담당할 수 있는 노무사 인력은 한 명인데다 그나마 다른 사업으로 인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상담건수가 늘고 있는데 이건 없었던 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까지는 문제가 

있어도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서울시에 노동복지센터가 생기고 알려지면서... 문턱이 

낮은 곳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상담

이 2,100건이 넘었는데, 인력은 노무사 한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한 주에 한 번 오는 

노무사가 왔었는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서 상담을 제가 다 맡았었는데 권익센터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죠. 중요한 권리구제 사업들은 권익센터가 해주니까.. 그래서 그나

마 그거 때문에 버텼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상담수요를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이죠.”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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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교육장 부족이나 시설의 노후로 사업

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평 되는 사무실에서 무슨 노동복지 사업을 하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교

육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구에다가 3층에 있는 강당 사용 요청을 해서 ‘써도 된다’고 하

면 쓰는데 못쓴다고 하면 다른 데 찾으러 다녀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질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료로 챙겨드려야 하는데 사업비가 자꾸 대관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B) 

3) 취약근로자를 위한 단결권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권익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할 수단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결권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약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들을 위해 노조를 직접 조직화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들은 이들의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의 사업 지원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등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가 할 수 없는 역할 중의 하나가, 시가 어떤 노조를 직접 조직화하거나 지원할 순 

없죠. 권익센터도 저희 권한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적극적

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공동사업이 그런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거

든요. 봉제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권익센터가 계속 재정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단결권을 가지고 스스로 조직화해서 회사와 협의하게 만들

어야겠죠. 재정으로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노동정책과, A)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자기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해야 정책으로 되는데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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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니까. 보육교사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인노조라든가가 그런 거죠. 솔직히 아파트 

경비원 권리 보장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은 늘어나는데 이 문제가 한 발짝도 나가

지 않은 이유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C) 

4) 서울시 행정지원

노동권익센터 이용자가 다양화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연구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의 정책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정책과를 이외의 서울시 각 행정부서와 관련된 대상들

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타 행정부서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책팀에서 작년에 6~7개 과제를 연구한 결과물이 있죠. 택배기사, 셔틀버스 기사에 

대한 이동실태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대안을 제시하긴 했는데, 정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현재 대리기사 쉼터 만든 정도 만 정책실현이 되었는데 바로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노동권익센터는 담당부서에 정책결과물

을 건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노동정책과, B) 

그 밖에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치구와의 행정협조가 필요

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 행정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용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네

트워크의 형성에도 서울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권익센터에서 일부 권리구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타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

는데, 자치구도 이런 부분에 참가해달라고 제안하려 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B) 

“센터가 시민운동단체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나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은 인식 개선은 노동자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립하고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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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요.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E)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활동과 정책들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은 시비로 

받지만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정책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자치구의 

문제는 노동정책과가 없다는 건데, 구에서 노동정책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안도 해주고..”

(노동권익기관 종사자, E) 

5) 서울시노동재단

현재 서울권익센터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같이 위탁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

업 추진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가 광역차원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좀 더 안정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재단화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동권익센터는 계획은 3년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단기적인 계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고, 그런 단기적인 과업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죠... 민간위탁사업은 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고, 투

자출연기관은 시와는 출연금의 관계에 있을 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고 역

할을 수행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재단, 복지재단 등을 보면 사실은 위탁기관

이냐 재단이냐의 모호함이 있지만 민간기관을 설득하는 면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재

단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업무의 폭도 민간위탁보다는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가 외부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등 민간으로의 확산을 염두에 둔다면, 민간재단을 만들기 어려우

니 공공에서 역할을 맡는다면 민간위탁보다는 출연기관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

다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정책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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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결과 요약

서울시 및 노동권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서울노동권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사업에서 기능의 중복이라는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전 자치구로 확대될 경우에 대

비해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 간의 역할정립이 시급하다. 노동권익센터는 광역차원

의 정책연구 및 허브역할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자치구의 실

정을 반영한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권익기관의 권리

구제사업에 있어서 노동권익센터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사업을 넘어 동일 업종, 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구제 사업의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략 기획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다. 현재 노동권

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3년의 위탁기간을 두어 위탁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한시적 위탁기간은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중장기적인 사업의 운영과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

해 위탁기간을 여유 있게 늘리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서울권익센터를 노동재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의 행정지원체계 마련이다. 노동권익센터 이용자가 증가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양해짐으로써 노동정책과를 넘어 서울시 타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 반영 및 권익보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노동복

지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와의 협조적인 환경 조성과 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적극

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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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동권익기관의 인력 및 환경의 문제이다.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문턱이 낮아지면

서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하는 직원의 수와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노동권익보호

관이나 옴부즈만, 청년알바지킴이와 같은 노동인력체계에 있어서도 업무의 중복과 명확하

지 않은 관리체계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제공을 위한 인력과 공간의 마련

과 함께 노동인력체계에 있어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단결권 지원방안 마련이다. 취약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노조를 직접 조직화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노동

권익기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거나 사업지원을 통해 취약 근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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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발전방안

1_노동권익기관의 개선과제

1) 운영 및 활동영역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 등 노동권익기관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상담 및 문화·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취약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가지 한계점도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서울시에서는 1개의 노동권익센터와 4개의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권익기관들은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

재 4개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자 수가 2013년 45,624명에서 2015년 47,568명으

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각지대 발굴 및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한 생활권의 현장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 단기적으로는 현재 미설립 지역의 권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강서, 강동, 서울 동북

구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센터의 추가설립이 시급하며, 중기적으로는 노동복지센터의 전 자

치구 설립을 통해 현장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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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설치현황  

둘째, 현재 서울시 내에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권익센터는 담당해야 할 지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업무 부

담과 함께 고유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노동복지센터

의 역할도 담당함으로써 상담·교육사업과 같이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복지

센터와의 업무 중복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노동복지센터가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가는 

조건에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활동 영역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차원의 노동정책 개발 및 공동사업의 추진, 자치구 지역복지센터

를 조정하는 허브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각 자치구를 거점

으로 하여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직접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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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비스제공 체계에 있어서 역할 구분 및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권익

센터와 노동복지센터는 취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전역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인력으로는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까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타 지역의 권리구제사

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센터차원의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거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권리구제 활동을 담당

하는 등의 역할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권익센터는 서비스의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사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넘어

서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집단구제를 기획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사건의 선별과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통일된 예산이나 비용에 따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넷째, 노동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략기획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략적 지원사업

은 개인적 권리구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동종기업이나 동종업계의 집단적인 

권익개선에 유리하다. 전략기획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노동시장의 노동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기획사업의 발굴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필

요도 있다.

다섯째,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

재 이들 노동권익기관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사업

의 지속성 및 장기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위탁계약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장기적

인 사업의 추진 및 제반사업의 연속성 등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권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기간의 확대와 함께 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노동재단의 설립을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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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부서와의 협력

노동권익센터는 자체적인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 

근로자를 발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인 노동정책과 노동복지의 제공을 위

해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과 영역의 확대로 인해 노동정책부서만

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

의 수립 및 노동복지의 제공을 위해서는 타 부서와의 협력 및 의사소통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정책협약을 통해서 설치된 경우, 자치단체의 정치적 환경조

건과 정책우선순위가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 노동복지센터 사이에 안정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는 지역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협치의 

노동복지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네트워크화를 위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노동권익보호 인력과의 협력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아르바

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마을노무사’와 같은 인력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선발되

어 운영되는 인력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 및 기초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자치구 추천을 통해 서울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위촉일로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무료 노무상담 및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련 법을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노무사’는 25개 자치

구 관내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로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추후 역할에 있어 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노동복지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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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민명예노동옴부

즈만의 경우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제공 인력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센터의 노무사들이 옴부즈만 역할을 하

는 등의 활동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_발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직장맘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등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음에도 서울시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호 

기관으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권익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하면서도 노동권 상담 및 권리구제, 취약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노동권 교육, 취약

노동자 실태에 대한 정책연구, 문화 및 복지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애초에 각 권익기관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설계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

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한계 때문에 노동권익서비스의 중복, 종합

적이고 전략적인 기획의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서 각 노동권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서울노동권익센터 허브 기능 강화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직장맘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

센터는 포괄하는 지역범위와 지원대상에서 차별화되어 있지만, 기능과 역할은 매우 유사

하다. 특히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직장맘센터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논외로 

한다면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중복된다. 모든 기

관이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연구조사 등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전략사업의 발굴, 대시민홍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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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광역지원과 허브기능을 담

당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현

장밀착형 지원조직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광역지원센터로서 서울노동권

익센터 - 현장지원조직으로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구체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사업을 광역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강

화해야 한다. 단순 법률 상담 기능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권리구제는 노

동권익센터에서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개별 노동자의 법률 구제를 넘어

서는 집단적 구제 사안을 발굴하고 집단적 법률 구제지원이나 집단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

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법 상담콜을 노동권익센터나 120다산콜로 일원화해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권익센터는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권익을 개선할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광역 차

원에서 권익보호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노동법 지키기 캠페

인,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제로 캠페인, 아파트경비원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등의 캠

페인 등을 발굴하여 광역차원에서 주도하면서 현장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권익센터의 정책 연구 기능 강화이다. 현재도 노동권익센터는 각종 취약노동자

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연구가 취약근로자 권익 개선

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취약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한 전략 캠페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넷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인적 지원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인적 지원

제도로 노동권익보호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마을노무사, 청년아르바이트권리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밀착형 지원체계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마을노

무사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와 협력하에 운영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노동권

익보호관과 대상특화 기획사업을 지원하는 청년아르바이트권리지킴이는 노동권익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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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리, 지원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동권익보호관의 활동을 강화하여 개

인 권리구제를 넘어 집단적 권리구제나 기획소송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것

도 필요하다.

다섯째, 직장맘센터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등 대상을 특정해서 운영되는 노동

권익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은 설

립 취지상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노동권익기

관과는 다른 고유한 사업체계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취약 근로자로서 

유사한 성격의 노동권 침해에 노출되는 등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권익센터 주도로 이들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 등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전 자치구로 확대

광역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8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차원의 허브기능과 전략사업 추진 기능을, 자치구 노동복

지센터는 현장밀착형 근로자 지원 기능으로 나뉘어 서울시 전역의 근로자 권익 개선을 지

원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취약 근로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도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노동법 상담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사 채용을 확대하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마

을노무사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초하여, 해당 자치구에 집중 지원할 취약노동자 대상(업

종)을 발굴하여 이들에 특화된 노동권익개선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파트 밀

집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 대학교와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청년 알바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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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IT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IT 노동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노원 노동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약 근로자 자조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권익침해나 부당 노동행위 등은 상담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일 

기업, 업종의 공통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일한 기업이나 업종의 취약 근로자가 자

조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나아가 단결권 보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취약근로자 단결권 지원 환경 조성

근로자 단결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도 노동권익기관의 주요 역할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권익센터를 포함한 전체 노동권익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약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보장된 단결

권 보장6)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서 현저하게 약자인 개별 근로자들은 노동권 침해와 부당

한 노동행위를 당해도 사용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권에 취약한 이들은 

정작 노동조합의 보호 바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한 데에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데에서도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7) 기존 노동조합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나, 노동권익기관에서도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 근로

자 특성별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노동조합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근

로자 단결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7)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노조가입률)은 16.5%인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6%에 불과하고(한국
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6』(2016)), 300명 이상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62.9%에 이르는 데 비해, 30명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는 0.1%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15년 노동조합 조직현황』(2016)).



90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4) 서울시 행정지원 강화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노동행정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략사업의 기획,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정립, 인적지원체

계의 개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대 등 위에서 언급한 노동권익기관 발전 과제는 모두 

서울시 노동행정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 과제 이외에 노동행정의 개선 과제를 살펴

본다.

첫째, 전략사업 선정 및 진행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 차원의 전략사업 

(이를테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보장’이나 ‘배달근로자 교통재해 예방’ 등)의 경

우 서울시 노동행정이 자치구와의 협력을 담당해줘야 한다.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

구 노동복지센터가 현장에서 이 전략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략사

업을 공유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할 공통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서울시 취약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동권익센터나 노동복지센터의 담당부서인 노동정책과, 직장맘

센터의 담당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담당부서인 어르신

복지과 등과의 소통은 물론,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센터에서 각 부서와 소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부에 노동행정 TF를 꾸려서 운영하는 방법과 조례상 기구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현재 근로자권익보호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전략 사업의 진행을 기획하고 집행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 관련 부서가 함께 결합해 논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지방고용청, 서울교육청, 서울지역 사용자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 지원

이 필요하다. 취약 근로자 권익 개선의 핵심은 근로감독이다. 현행 법과 제도상 자치단체 

및 노동권익기관은 근로감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

동부 서울지방고용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

정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노동행정이 지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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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청과 협력해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면 현장 노동권익기

관의 권익개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인식 개선과 노동법 교육, 

취약 근로자 권리침해 방지를 목표로 서울지방교육청, 사용자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5) 서울시노동재단 설립 운영

(1) 서울시노동재단 설립 필요성

사실 위에서 언급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지원센터 위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시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노동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향후 재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업종, 고용형태, 성과 세대 등에 따른 매우 다양한 

취약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재단의 설립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실태와 정책대안의 마련, 단순 상담

을 넘어서는 권리구제와 소송 지원 및 권리 개선 캠페인 진행, 노동권에 대한 근로자·사용

자·학교·시민 대상 교육, 전 자치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대상별 

노동권익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취약 근로자 권익개

선 사업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2] 서울시노동재단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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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동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① 서울시 차원의 연구 조사를 통한 기획사업의 개발 

및 보급·지원, ② 확대된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으로 공동권리구제사업 진행 및 집단 대응, 

③ 대시민 노동권 교육과 홍보, 노동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

터와의 협력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미션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비전 취약계층 권익옹호의 광역허브 기능 구축과 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목표

정책개발, 기획사업의 
개발 및 보급·지원

공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대응

광역차원의 노동권 교육과 홍보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그림 5-3] 서울시노동재단 미션과 비전

(2) 인력구성

서울시노동재단의 구성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기획실

과 서울시 노동정책개발을 위한 노동정책실, 노동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운영실 등을 둘 수 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노동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홍보를 위한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재

무관리팀을 둘 수 있다. 노동정책실에서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개발 및 기획을 위해 노동현

황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개발팀과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

한 기획사업의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팀을 두어 운영한다. 또한 

별도의 사업운영실을 두어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을 제공하는 권리구제팀, 서울시의 전반

적인 노동사업을 진행 및 지원할 수 있는 기획사업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그 외 서울

시 노동권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네트워크팀을 두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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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장 감사

　

대표이사　 이동노동쉼터

경영기획실　 노동정책실 사업운영실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재무관리팀

연구개발팀
사업개발팀

권리구제팀
기획사업팀
교육·복지팀
네트워크팀

[그림 5-4] 서울시노동재단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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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자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사항은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적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익명성 및 비밀보호 등)에 따라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주관기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Ⅰ 이용자 센터 이용 현황

① 예 ② 아니오 → 면접 중단

    

1. 귀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기관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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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① 서울 노동권익센터

   ②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③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④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등

① 서울 노동권익센터

②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③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④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3개월 미만 

② 6개월 미만 

③ 1년 미만

④ 2년 미만

⑤ 2년 이상

4. 기관(센터)을 이용하신 횟수는 총 몇 회입니까?  회

① 10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1시간 이상

3. 기관(센터)을 이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기관(센터)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5. 기관(센터)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걸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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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우 

멀다

매우 

가깝다 0      1      2      3      4      5      6     7       8      9     10

① 지인 소개

② 기관(센터)를 보고 직접 방문

③ 서울시 홍보

④ 대중매체(언론, 광고, 홈페이지 등)

⑤ 인터넷 검색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상담 및 법률 지원

② 취업 지원 관련 정보 제공

③ 각종 권리 교육

④ 문화 활동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1. 기관(센터)을 이용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 체불 관련 

② 해고 관련

③ 근로조건 관련

④ 산업안전사고(재해) 관련

⑤ 노조 관련

⑥ 노동권 교육

8. 기관(센터)은 주로 무슨 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6. 기관(센터)은 집 혹은 근무처에서 이용하기에 가까운 편이십니까? 

7. 기관(센터)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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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센터 프로그램 참석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2. 위 문제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Ⅱ 기관(센터) 활동

12.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목표와 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1점부터 5점 
중에서 응답해 주시되,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점을, 보통이면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을 주시면 됩니다.

11. 기관(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9. 기관(센터)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 기관(센터) 직원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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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기관(센터)은 취약노동자(또는 이용자)
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향상시키
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2. 기관(센터)에서 운영 중인 상담 및 법
률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3. 기관(센터)은 취약노동자(또는 이용자)
를 위한 고용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
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4. 기관(센터)은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5. 기관(센터)은 취약노동자(또는 이용자)
의 단결권 보장(노조결성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6. 기관(센터)은 취약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7. 기관(센터)은 지역사회의 노동자 지원 

단체와 잘 협력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8. 기관(센터)은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2-9. 위 내용의 수행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

0점~10점

13. 현재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활동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상담 및 법률 지원

② 취약노동자를 위한 고용 정보 제공

③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

④ 노조 설립 지원

⑤ 노동정책 제시

⑥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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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향후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상담 및 법률 지원

② 취약노동자를 위한 고용 정보 제공 

③ 각종 권리교육 및 캠페인 시행

④ 노조 설립 지원

⑤ 노동의제 및 대안정책 제시

⑥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 

⑦ 노동권익기관들과의 연계 및 역할 설정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4--------3------2--------1

Ⅲ 이용자 인적사항

16.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7.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15.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센터)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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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19.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결혼 안 했음 ③ 기타(사별·이혼·별거 등)

20. 귀하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한국인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 기타 귀화한 

외국인 포함)

③ 외국인

21.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심권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동북권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서북권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서남권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Ⅳ 이용자 일(고용) 관련 질문

2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일을 하고 있다 (24로 이동)      ②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23-1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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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①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②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③ 해당사항 없음(설문종료)

※ [23~34] 현재 일하지 않은 응답자분들은 가장 최근에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사업장의 규모(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24.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④ (재단, 사단) 법인단체

⑤ 정부기관(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등)

⑥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⑦ 시민단체, 종교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농림어업

② 광·제조업

③ 건설업

④ 도소매·음식숙박업

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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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기·운수·통신·금융업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전문가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판매종사자

④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⑤ 기능·기계조작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에서 귀하는 어떤 형태로 일하셨습니까?

① 정규직

② 임시직(계약직) 

③ 시간제

④ 파견근로

⑤ 용역근로

⑥ 특수형태근로(내용상 근로자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사업주)

⑦ 일일근로

⑧ 가정내근로 

28. 고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9-1.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30으로 이동) ② 아니오(29-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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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사항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① 임금 불일치   ② 근로시간 불일치   ③ 고용기간 불일치   ④ 기타

30.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로기간: 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31.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에서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점심시간 

제외)

 시간

32.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십니까?  일

Ⅴ 이용자 임금 및 가구경제 관련 질문

33.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에서 귀하의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만 원(세금공제 후)  

34. 귀하는 현 일자리(최근 일자리)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34-1. 국민연금 ① ② ③
34-2. 국민건강보험 ① ② ③
34-3. 고용보험 ① ② ③
34-4. 산재보험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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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귀하의 소득 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가정하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Ⅵ 노동조합 관련 질문

36. 귀하의 일자리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① 있다(37로 이동)    ② 없다(38로 이동) ③ 모른다(38로 이동) 

37. [36-①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가입하고 있다(설문 종료) ② 가입하고 있지 않다(37-1로 이동)

37-1.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입 자격이 없어서 ②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③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⑤ 노동조합이 없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

38. [36-② 응답자만] 향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하층 중간 최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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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s for Development of Agencies for Labour Rights in Seoul

Jin-Woo JooㆍKyung-Hee ShinㆍHye-Young Kwon

Seoul has been practicing various policies for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vulnerable workers under the perception of ‘Special City 

Respecting Workers’ Rights’ since the mayor Park Won-soon took 

office in 2011. Labour policies such as turning temporary employees 

into permanent one in public sectors, introducing Living Wage 

System, implementing labour board system(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etc. are producing good results in short period. 

However protection works for vulnerable workers’ rights in private 

enterprises are in their beginning stages. ‘Master Plan on Labour 

Policy’ published in 2015 includes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an 

exemplary model of employers in public sector,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vulnerable workers and guarantee of labour rights in 

private enterprises.

Seoul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gencies for labour rights for 

vulnerable workers in private enterprises. Seoul Labour Center is a 

metropolitan agency for rights protection and welfare promotion for 

vulnerable workers. And Workfare Center is an on-site support agency 

which is set up in 4 districts. Working Mother Support Center and 

Senior Helpers Support Center which target is specified are run by 

Seoul, either. 

These agencies for labour rights are activated in short period and their 

users’ satisfaction is comparatively high. However necessity to raise 

effectiveness of protection of labour rights is brought up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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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stablishing status and roles of metropolitan labour center, District 

Workfare Center and targeted labour rights agency because they are 

not operating based on a master plan.

In this point of view, following solutions can be suggested for synthetic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agencies for labour rights.

First, Seoul Labour Center should get a status as a metropolitan herb 

agency and District Workfare Center as an on-site support agency, For 

this, simple counsels need to be processed in District Workfare Center 

and protection of rights and business planning for mass relief work 

need to be processed in Seoul Labour Center. And Seoul Labour 

Center needs to reinforce the strategic planning and policy research 

not only to protect individual workers’ rights but to ameliorate rights 

of workers in the same field. Support policies for vulnerable workers 

such as Labour Rights Protector, Honorary Citizenship Labour 

Ombudsman which are operated separately need to be managed 

systematically in agencies for labour rights.

Second, District Workfare Center which is set up only 4 districts now 

needs to be set up throughout all districts and raise its effectiveness as 

an on-site support agency.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reinforce basic 

labour counsel function by expanding employment of certified labour 

consultants, and support vulnerable workers who need to get 

focused-suppor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abour market. Also, it 

needs to support vulnerable workers’ autonomous community and try 

to make the environment which can guarantee the right to organize.

Third, supporting of labour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inforced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agencies for labour rights. For this, 

strategic business for vulnerable workers needs to be led, cooperation 

method with districts needs to be arrange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abour policy department and other departments 

needs to be reinforced, and a joint business and cooperation among 

Seou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Employer Associations in Seoul is a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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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plans for stable and continuous operation of agencies for labour 

rights need to be prepared due to vulnerable workers’ rights 

protection is largely activated. For this, a consignment agreement 

continuity needs to be ensured and in addition, development plan to 

Labour Foundation needs to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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