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안건심의 2

2019년 사업보고 심의

사업 평가 
1. 상담·법률지원을 통한 인권활동

가. 상담 활동 집계표

  

(1) 개인 상담의 증가

2019년 특기할 사항은 단체상담보다 노동자 개별상담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3년~2018년 까지 노동조합 10.26%, 단체 5.36%, 개인 84.38%였으나 2019년에는 

노동조합 2.94%, 단체 2.67%, 개인 94.39%로 개인상담 비율이 높아졌다. 2018년 상

담 노조11건, 단체 5건, 2019년 노조11건, 단체10건이지만 2018년 개인상담 99건에

서 2019년 개인상담 353건으로 개인상담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노조·단체 상

월별 임금 휴가
휴게

해고
인사 산재 고용

보험
노사
관계 기타 합계

1월 19 4 14 3 1 5 9 55
2월 14 5 5 4 1 4 9 42
3월 10 1 4 2 2 2 3 24
4월 10 0 8 6 3 4 7 38
5월 12 2 6 4 0 2 9 35
6월 17 1 8 2 0 4 2 34
7월 9 3 5 1 0 8 8 34
8월 9 2 12 2 0 2 4 31
9월 14 1 4 4 0 3 4 30
10월 15 2 5 4 0 6 5 37
11월 14 7 5 1 1 5 7 40
12월 19 6 13 0 4 9 6 57
총계 129 34 89 33 12 54 73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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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상담 형태는 전화상담 69.25%, 내방 29.95%, 출장 또는 인터넷 상담 등 기타 0.8%

로 집계되었다.

내담자의 성별은 해당 항목을 정확히 기재한 186건 중 남성 62.4%, 여성 37.6%로 

집계되었다. 내담자의 연령대는 약 10대 4%, 20대 8%, 30대 7%, 40대 39%, 60대 이

상은 27%로 집계되었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52% 비정규직 48%로 비정규직의 형태는 기간제, 파견(용

역), (건설)일용직, 무기계약, 특수고용, 단시간제 순으로 많았다.

 (2) 센터 상담 동기의 변화

센터에 상담을 오는 동기는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상담을 올 때 지인을 통한 

센터 소개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올 해 내담자들의 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물었을 

때 지인소개와 비슷한 비율로 인터넷 검색을 꼽았다. 인터넷에 ‘청주 노동’으로 

검색하였을 때 청주노동인권센터 연관검색이 나오고, ‘청주 노무사’라고 검색했

을 때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실린 인터넷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어 연락했다는 내담자

가 많았다.

또한 본인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억울한 사건에 대한 관련법에 대해 직접 알고 

싶어 인터넷 검색으로 공부하다가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나. 사례

(1) 직장 내 괴롭힘

◦ LG하우시스 직장 내 따돌림 그 후, 8개월간 대기발령·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현장으로 

2018년 10월 LG하우시스 타일마루생산팀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노동자들의 용기와 투쟁 그리고 지역의 뜨거운 관심과 연대로, 타일마루생산팀

내 괴롭힘 한사모의 핵심 한00팀장을 중국으로 발령시켰으며, 피해노동자와 해당 

부서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부서배치 전 노동조합 사무실 대기 발령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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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들은 2019년 6월 8일 다시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6명중 1명만 부서에 배치, 2명 부서 가시적 확정, 병가 휴직자 1명 포함 

3명은 부서배치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사무

실에서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내 복지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점, 70~100

만원의 기본급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1~2차례 대리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

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타일마루소재 한사모회원들이 중국으로 발

령 보낸 한00팀장을 다시 복귀시키라는 피켓시위 진행, 배치 요청한 부서에 대한 

인원 감축 등 LG하우시스 사측은 이미 쌍끌이 식 그물망을 쳐 놓고 옥죄이며 그물

에 걸려들게끔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대외적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

며 노동조합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과 

상급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징계 무효 공문 

발송 등 임단협과 맞물려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7일 근

신 1~3일 징계위 처분 후 순차적으로 업무에 배치되어 6명 모두 부서에 배치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 쓰는 사업주 

◦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으로 근속 11개월 차에 해고 통보한 사업주와 위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노동부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실장으로 일하던 60대여성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며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여성노동자는 근속 11개월이 되던 날 사장에게 퇴직금 지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았고, 이튿날 사장은 가게형편이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사회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며 마지막달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진정서

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을 접수한 그 후가 더 심각하였습니다. 바로 근로

감독관의 조사태도였습니다. 조사과정 내내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사업주

와는 일체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퇴직금 

100만 원 정도는 요청해보겠는데 안줘도 어쩔 수 없다”며 취하서에 사인을 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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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을 캐비닛 위에 던지며 “한

번 읽어는 보겠다." 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근로감독과장 

면담을 통해 근로감독관 변경 신청과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노동부와는 별

개로 사업주를 만나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을 받았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 사직하도록 하고 다른 용역회사 직원으로 재입사하도

록 한 제조업자 

근로자의 근로계속기간이 1년이 되기 한 달 전쯤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여 퇴직금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

하여 그 후 1주일 정도의 공백 기간을 두도록 한 후  다른 용역회사 직원으로 입사

하게끔 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업장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지급의무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본인 말고도 이러한 방식으로 용역회사 소

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3명 정도 있다는 내담자의 상담 내역을 보아, 

상습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정황이 발견되어 근로감독을 청원하였습니

다.

◦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으로 아들회사로 이직시킨 사업주

 해고된 후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며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씨

엔에프에서 학교급식품 운송업을 2015년 9월부터 해오셨는데 2019년 6월 28일자로 

해고되셨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근속일수가 1년이 되지 않으

므로 지급할 요건이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건강보험을 확인하니 본인의 소속 회사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여러 차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본 직장은 한국씨엔에프였으나 그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청주아침으로 

이직되었고, 다시 처남 명의의 회사인 청원씨엔에프로 이직되었다가 다시 한국씨엔

에프로 소속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입사이래 같은 곳으로 출근하여 같은 업무를 하였고 이직에 대해서

는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월급입금내역과 건강보험내역을 근거로, 그리고 본직장과 옮겨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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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재지가 동일함과 대표자가 가족관계임을 알리는 내용을 담아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 퇴직금 지급 회피하기 위해 사직날짜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주

근속 11개월이 넘게 일하고 있던 중, 1년을 일하고 이직하고 싶어 사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러면 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담자 입장에서는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을 1~2주 정도 앞당겨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의사표시한 사직의사는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효력이 없으니, 사직날짜를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3) 공공기관조차 장애인은 권리를 주장해서도 안 돼

§ 한국****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 전문기관이다. 김00 씨

(여성)는 얼굴과 팔, 손가락 등에 화상을 입은 상지 1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이 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되었다. 김 씨가 담당했던 업무

는 컴퓨터 웹디자인 업무였다. 2년 후 김 씨는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

임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되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김 씨

는 여전히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했다.

§ 그런데 한국****은 김 씨의 무기계약직 호봉을 정할 때 같은 웹디자인 업무 경

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의 웹디자인 업무 경력을 규정대로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사용자 측은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이며 경력 인정은 안 되고 임금 조정 없이 디자인업무를 

할지 아니면 잡일을 할지 선택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만에 김 씨는 전혀 다른 업무인 상담 지원 

업무로 전보됐다. 보복성 인사로 의심받을 만했다. 이곳에서 김 씨는 쉼 없이 컴

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입력하는 일을 했는데 손가락 기능이 제약된 상지1급 장

애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연말 전보 시즌을 앞두고 사용자측에 

원래 하던 웹디자인 업무로 다시 회복시켜 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리고 

얼마 후 ‘행정지원직 기타’로 분류된 직무로 변경됐다. 부정적 의미로 잡일 

또는 허드렛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사전 협의는 없었다. 김 씨가 항변하

자 이젠 인사팀으로 전보됐다. 이때부터 김씨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채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고 6개월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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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간헐적인 지출결의 같은 업무를 주기 시작했다. 기간제로 일하던 때를 포

함하여 2년여 동안 웹디자인 업무를 하던 김 씨는 자신의 호봉에 대해 의견을 

밝힌 순간부터 원래 했었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채 이리저리 뺑뺑이 돌림

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된 것이다.

§ 김 씨는 다시 면담을 신청하여 원래 하던 웹디자인 업무를 배정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장애에 적합한 업무를 파악해 전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후 위해정보관리 업무라는 일을 배정 받았다. 이때도 김 씨가 갖고 있는 

장애와 적합한지, 업무를 하면서 생길 어려움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상

의도 없었다. 여기서도 김 씨는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계속 입력해야 하는 일

을 해야 했다. 역시 상지 1급 장애를 가진 김 씨가 담당하기 어려웠다. 더 이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기대를 갖기 어렵게 되자 김 씨는 우리 센터

를 찾아왔다.

§ 한국****이 몇 년에 걸쳐 김 씨에게 했던 행동은 공공기관임을 의심할만한 수준

이었다. 한국****이 김 씨에게 했던 조치는 감히 장애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모

르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심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한 거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일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 씨 역시 조합원이었다.

§ 센터는 상담 후 충북여성연대 등 지역 단체들의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

았고 이후 기자회견 및 한국**** 책임자 면담을 가졌다. 다행히 김 씨는 원래 

담당하던 웹디자인 업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월급 떼먹고 다른 곳에 식당 차린 악덕사업주

모 횟집에서 6개월 동안 일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두 달 치의 임금 총 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사장은 월급을 청산해주지 않은 채 식당 문을 닫아버

리고 얼마 후에 다른 곳에다 횟집을 또 차렸다. 그러면서 여전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장기 체불하는 김치공장 사업주

시골에서 고령의 여성노동자 10여명이 일하는 김치공장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노동자 10여명에게 7개월 치 임금 1인당 1,200만원을 체불했다. 총 금액은 1억 

원을 넘는다. 고령인 여성노동자들은 장기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도 노

동부에 진정을 넣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 센터가 상담을 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렸다.

§ 대기업 사내하청업체 정리해고 추진 철회시켜

지역 내 한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자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라인이 

축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노동자 중 나이가 많은 7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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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강요에 못 이겨 4명이 사직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계속 사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한다고 위협을 주어 해당 노동자들이 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구했다. 그

런데 이 대기업 내에서 라인 축소와 신설은 종종 있는 일이고 이럴 땐 부서 배

치전환을 통해 해결하지 인위적으로 정리해고하는 일은 없었다. 이 사내하청업

체 역시 일부 라인을 축소하는 대신 다른 라인 신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유래 없이 해당 인원 7명을 강제로 내보내려는 것이다. 우리 센터는 상

담 후 해당 사업주와 직접 통화를 하고 또는 원청업체인 대기업과도 연락을 취

해 회사의 사직 강요를 철회시켰다.

§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연차휴가

소방서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소방서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 아니다. 이

들은 외부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소방서에 근

무하다 퇴직한 노동자가 퇴직금은 들어왔는데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달력의 빨간날(공휴일) 쉰 것을 

연차로 처리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이 소방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공휴일이라도 공공기관은 유급휴일로 쉬는 날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 똑같이 휴무하고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편법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키는 것은 연차휴가수당 얼마라도 남기려고 하는 용역업체의 전형적인 착취 

수단이다.

§ 재해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건설회사

재해노동자는 8월말 보은 소재 한화에서 일을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보냈

다. 시공회사는 건설회사이다. 재해노동자는 오전에 배수로 작업을 하고 오후 2

시쯤 산비탈 비닐 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하다 비탈에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다

리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오른쪽 종아리 근육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재해 경

위로 보나 진단병명으로 보나 산재로 인정받는 게 당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

양급여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건설회사 측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실확인

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적극적

으로 나서서 방해했다. 재해 경위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 등 입증을 하지 못 하

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센터는 재해노동자에게 녹취 등 입증방법

에 대해 안내해드렸다.

§ 조합원을 위하지 않고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버스 노동조합들

버스 회사 노동조합들은 사업주와 고질적인 유착관계, 비민주적 운영 등으로 끊

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 시내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수천만 원 이상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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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발전기금을 사용처도 불분명하게 거의 탕진한 상태이고 사용 내역 역시 제

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주 시내버스 5개회사 노동조합들은 작년에 맺었어야 할 임금협약을 최근 뒤늦

게 맺으면서 진작 타결되었으면 적용받았어야 할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기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소속 조합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

게 됐다.

모 시외버스 노동조합 또한 매우 불투명한 회계 문제로 조합원 한 명이 회계자

료를 보여줄 것으로 요구하자 노조위원장이 거부하고 해당 조합원일 이를 비판

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자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황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을 때먹은 의료법인

만약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지급한 급여가 있다며 그것을 반환하라고 노동자

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 의외로 많은 노동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는 실제 돌려줘야 할 

돈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회사에 돈을 주게 된다.

얼마 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모 의료법인이 공휴일이 무급휴일인데도 유급휴일

로 착각하여 모두 유급으로 쉬도록 해 주었으므로 유급처리한 것을 돈으로 돌려

달라고 재직자 및 퇴직자들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 든 요양보호사가 대

부분인 노동자들은 겁을 먹고 그 중 상당수가 영문도 모른 채 의료법인에게 1인

당 100만 원가량을 돈을 입금했다.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한 여성노동자가 센터에 상담을 왔는데 검토한 결과 돌려줄 

의무가 없는 돈이었다. 센터는 상담을 온 노동자를 법률지원하기로 했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결국 해당 의료법인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 일하다 다쳐 인대가 파열되었는데도 산재 거부당한 조리 노동자

유명 제빵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푸드 음성공장엔 1,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

고 있고 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주방노동자 10여명이 근무한다. 물론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이다.

50대 주방노동자 한 분은 새벽 근무 중에 강력한 압력의 물 호수가 본인을 향해 

날뛰어서 놀라 피하는 사이 다리가 뒤틀려 극심한 통증을 입었고 당일 오전 퇴

근 후 병원에서 좌측 다리 인대 파열로 진단 받고 수술도 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가장 중요한 인대 파열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통

증만을 산재로 인정하는 희한한 업무처리를 했다. 인대 파열의 경우 MRI에 퇴행

성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 불승인 사유였으나 치료를 했던 담당 의사조차 납득하

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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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사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센터

를 방문했으나 센터가 심사청구를 지원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받

았다.

§ 근로복지공단의 처사가 장해 노동자 울려

김00씨는 어려서 입양되어 자랐고 학업을 마치지 못해 글을 읽지 못하는 분으로 

일을 하다 무릎을 크게 다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게 됐다. 김 

씨는 불편한 다리의 운동 각도를 잰 후 주치의로부터 장해 8급 소견을 받아 근

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이 별도로 장해를 진단하면서 김 씨의 다리를 

팔로 강제로 벌리고는 운동 각도가 더 나온다면서 8급보다도 훨씬 낮은 14급의 

장해등급을 내렸다. 이때 다리를 강제로 벌리면서 종아리 부위에 실핏줄이 터져 

피멍이 들었고 김 씨는 그 치료를 위해 3개월간 병원으로부터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언제나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의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상을 낮추기 위해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따

위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 산재요양기간 중 이주노동자를 몰래 해고한 사업주

이주노동자로 일하던 중 산재를 입어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접수하고 회사를 쉬

고 있었는데 산재요양을 승인받기 하루 전에 사업주가 본인 몰래 건강보험을 해

지해버렸다. 재해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 달 후 우연히 알게 돼 회

사에 전화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다쳐서 해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임의로 사직 처리하거

나 해고를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라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 최저임금도, 퇴직금도 못 받은 주차관리 노동자

은행 주차장에서 18.1.27.~19.9.29.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이야기다. 이 노동

자는 09시부터 21시까지(휴게시간은 12시~13시) 2일 일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해 왔다.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에 이르므로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

로 월 임금을 산정하면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200만원이 넘는 금

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매월 받은 금액은 월 150만원 밖에 받지 

못함.  회사는 퇴직금도 없다면서 못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센터가 고용노동

부 진정 일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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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지나면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회사를 나가야 하는 공공운수노조 택시 조

합원들

택시업계에서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극소수이다.  만성적인 차

별과 특별관리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업

계는 운전업무만 성실히 하면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정

년을 두고 있고 정년이 지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공공운수노조 택시 조합원들은 정년이 오면 다른 택시기사

들과 달리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조합원 박00씨, 진00씨, 이00

씨 모두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물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만 차별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년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사례

는 없다시피 하다.

§ 간병노동자들의 고질적인 휴게시간 문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노동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둘러싼 

부조리는 오래 된 고질병이다. 한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주간과 

야간을 돌아가며 2교대로 근무한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휴게시간이 총 

2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총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려면 병실 밖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이 확보되어야 하

고 그 휴게공간에서 실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근무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요양보호사들에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다. 교대로 쉴 수 있

도록 인원배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항상 병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업무를 위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규정이 

이런데도 많은 간병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완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고령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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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연구 및 교육·문화 활동  

가. 개요 
- 센터 별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문화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였고, 외부 요청에 의한 
노동인권교육활동(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동법 교육 등)만을 진행하
였다. 

-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례를 취합하여 전국 최
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며, 각종 인터뷰를 통해 괴롭힘 방지법의 성과와 한계,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여론화작업을 진행하였다. 

- 충북과 충청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노동현안과 노동정책에 대
한 회의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나. 평가 및 개선사항 
- 상근활동가의 공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상체계 운영을 통해 센터 내부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은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조사·연
구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기획하거나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상근활동가의 역량강화,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실태조사, 상담프로그램을 활용
한 다양한 상담 집게 분석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례 발표 등 다양한 노
력이 필요하다. 

- 회원이나 단체, 소속집단의 요구도에 따른 현장 맞춤형 교육 기획 및 회원을 포함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3. 회원 활동 

가. 개요 
- 회원들과의 소통의 공간인 소식지 ‘해밀’은 편집위원 회의를 통해 격월로 발행되어 
오다 3월 이후 발간이 중단된 상황이다. 

- 2019년 2월 21일 청주노동인권센터 총회를 진행하였다. 의결가능회원 255명 중 위
임 266명 참석 53명으로 함께 활동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자리가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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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신년산행과 연말 회원과 센터 간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 송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나. 사례 
(1) 신년산행 
- 2019년 1월 12일 도명산으로 신년산행을 다녀왔다. 우진교통에서 후원금과 차량을, 
김광복회원님이 물과 삶은 계란을 후원해 주셨다. 가파른 고개 서로를 의지하며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2) 총회 
- 2019년 2월 21일 제 10차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사전행사로 활동영상, 김태일회
원의 축하공연, 감사패와 노동인권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 본 회의를 통해 2018년 사
업 및 결산 심의,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계획하
는 자리를 가졌다. 

(3) 송년행사 
- 12월 13일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80여명의 회원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와 덕담, 노동퀴즈, 회원들의 후원물품 경매 등으로 진행되었다. 
경매물품으로 후원된 30년 된 인삼주와 천마주를 함께 마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 준 모든 회원 분들과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다. 평가 및 개선할 점
- 신년산행과 송년행사는 센터와 회원들, 회원 간 단절되었던 교류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소식지 ‘해밀’은 센터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 소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발행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선임과 편집위원 구성을 정기 
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나 밴드, SNS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 신년산행과 송년행사 외에 회원 간 교류와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화행사 
등 회원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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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활동 

가. 개요
- 상담 내용 중 중요한 사안이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대응
하였다. 

- 충북인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한국비
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여성연대 등과 상시 연대
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례 

(1) 지역 연대 단체 활동  
- 연대 단체로 구룡산대책위, 도시공원대책위 등에 참여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회의 
및 기자회견, 민관거버넌스 구성, 청주시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 충북노동인권포럼과 NGO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및 
노동상담, 센터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강사단 워크숍과 강사
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충북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노동인권
캠프를 개최하였다.
 
- 한국비정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탄력근무제 등 전국적 사안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노동실태를 공유하였으며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과 박람회를 진행하였다. 

(2) 지역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 장애인고용의무제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당전보 상담
에 대해 지역 노동, 정당, 시민사회에 대책위 구성,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관장 면담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하였다.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관거버넌스 구성 과정 중 여성공무원을 인간방패로 동원
하여 인권을 유린한 청주시에 대해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KT에서 2014년 4월말 강제퇴출 된 충북지역 피해자 증언대회를 센터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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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로의 전직(전신주 타는 여성노동자, 맨홀작업 등), 
징계협박, 격지 발령, 직장 내 왕따와 비인격적인 대우의 반복 등 반인권적인 인력퇴
출프로그램이 가장 극심하게 시행되었던 충북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하여 강제 퇴
출된 KT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통신대란으로 이어진 반인권적인 대규모 인
력퇴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다. 평가 및 개선할 점 
- 센터가 발굴한 사회문제에 대해 연대단체와 함께 대응하여 지역의 노동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었다.  

- 상담 사례를 통한 이슈 발굴을 통해 센터의 활동 영역을 노동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인권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연대활동뿐만이 아니라 주요 이슈와 노동정책에 대한 실
태조사, 사례 발굴을 통해 성명서 발표와 정책제안을 위한 연대 활동 모색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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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 결산 심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1) 수입                                             (단위: 원)

과   목 예 산 액 결산액 증감

전기이월금 12,496,138 12,496,138 -

단체후원회비 32,000,000 24,550,000 -7,450,000  

개인후원회비 113,000,000 102,808,000 -10,192,000  

후원금 24,000,000 11,535,000 -12,465,000  

후원의밤 15,000,000 1,510,000 -13,490,000  

일자리안정자금 3,600,000 1,919,920 -1,680,080  

잡수입 1,200,000 915,339 -284,661  

가수금

합   계 201,296,138 155,734,397 -45,5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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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과   목 예 산 액 결산액 증감

 임대료 8,400,000 8,328,200 -71,800

 신문도서비  1,244,000 539,500 -704,500

 공과금  7,412,000 6,593,653 -818,347

 소모품비  3,404,000 1,244,160 -2,159,840

 비품구입비  2,500,000 250,500 -2,249,500

 잡비  10,322,000 5,707,480 -4,614,520

 임금  70,200,000 36,892,000 -33,308,000

 퇴직적립금  7,236,000 1,731,326 -5,504,674

 사회보험비  7,040,180 2,646,877 -4,393,303

 복리후생비  8,100,000 4,563,100 -3,536,900

 회의비  5,500,000 3,309,700 -2,190,300

 기획사업비  9,000,000 7,663,000 -1,337,000

 회원사업비  5,000,000 3,000,110 -1,999,890

 사회연대비  4,180,000 3,428,500 -751,500

 홍보비  7,000,000 1,579,000 -5,421,000

 지부양여금  27,600,000 25,460,000 -2,140,000

 출장비  2,400,000 826,030 -1,573,970

 가수금지급  5,000,000 5,000,000 0

 예비비  9,757,958 - -9,757,958

 (차기 이월금)  - 36,971,261 36,971,261

합   계 201,296,138 155,734,397 -45,5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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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회계 월별 수입 지출

3. 2019년 특별회계(1)결산서

1) 수  입

  과   목 결산액

 　 　 2018년 이월금 10,345,496

  자립지원금 1,000,000

  잡수입 545

　 합   계 11,346,041

2) 지 출

  과   목 결산액

  변호사 자립지원금 5,000,000

  잡지출 70

  (차기이월금) 6,345,971

　 합   계 11,346,041

수입 지출 잔액

2018년 이월금 12,496,138

1월 11,932,240 18,276,239 6,152,139

2월 13,560,000 15,849,482 3,862,657

3월 12,224,280 10,411,147 5,675,790

4월 11,362,000 8,073,785 8,964,005

5월 11,627,640 9,181,413 11,410,232

6월 12,411,621 6,513,480 17,308,373

7월 12,677,000 7,285,599 22,699,774

8월 11,404,790 6,050,008 28,054,556

9월 11,554,480 8,224,258 31,384,778

10월 11,132,000 8,994,477 33,522,301

11월 10,767,000 7,413,885 36,875,416

12월 12,585,208 12,489,363 36,971,261

누계 155,734,397 118,763,136 36,9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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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특별회계(2) 결산서

5. 임차보증금 현황

1) 수  입1) 수  입

　 과   목 결산액

　 2018년 이월금 5,030,725

　 퇴직적립금 1,731,326

　 잡수입 426

합   계 6,762,477

2) 지  출

과   목 결산액

　 퇴직금 3,762,296

잡지출 50

　 (차기이월금) 3,000,131

합   계 6,762,477

청주노동인권센터
임차보증기간(2019.1.1~2019.12.31)

※1년자동연장
25,000,000 

음성노동인권센터
임차보증기간(2019.1.1~2019.12.31.)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