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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진행순서>

2019.12.24.( ) 14~17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회의실
(수원시팔달구효원로1경기도의회4층)

[사회자]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14:00 ~ 14:10

[발제] 14:10 ~ 15:00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30분

․신희철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 20분

[패널] 15:00 ~ 16:00 ※ 각 10분 이내

․전국민주연합노조고양시지부 (고양시콜센터섭외중)

․공공운수노조경기지역지부용인시콜센터분회 ( 부분회장)

․희망연대노조경기도콜센터지부 (유호성지부장)

․희망연대노조다산콜센터지부 (김효민부지부장)

․수원시공무직노조 (송임해여성부장. 수원시휴먼콜센터)

․경기도의회김지나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추가섭외중)

[토론] 16:00 ~ 16:50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16:5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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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와 제안]
     

 (신희철 조직국장 I 희망연대노조)

1. 취지 : 
“전국의 광역시도 및 지자체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거나, 상

담사를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 혹은 별도 재단을 신설하여 정규직 전환하고 있는 등 고용형태가 천차

만별입니다. 더불어, 광범위한 정책, 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어 상담사들이 노동

조합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장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고 

교류가 없어 임금 및 처우, 업무 환경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시도·지자체 콜센터 상담사 토론회를 통해 서로

의 경험을 나누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콜센터로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 2019.12.03. 제안서 중

2. 현실 : 
 
1) 각 광역시도 및 지자체 담당부서가 벤치마킹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상담사들은 보고서를 

볼 권한이 없고, 담당부서도 타기관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겉핥기 수준인 경우도. 정보접근

이 어려운 상담사들의 경우 담당부서의 자료만 갖고 판단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 지속. 

- 경기도콜센터 : 2019년 초, 담당부서가 120다산콜재단 등을 방문한 소식은 들었으나 정규직 전환에 대
해 (응대율 등)회의적이라는 얘기 외에는 세부 내용을 들을 수 없었음. 대신 경기도콜센터지부가 직접 다산
콜센터지부 통해 별도로 현장과 노조 사무실을 방문, 정규직 전환 과정, 처우, 현안 등을 확인, 구성원들에
게 안내.
- 용인시콜센터 : 2019년 10월 14일, 담당부서가 경기도콜센터(민간위탁 기간 관리자인 센터장 동행) 및 
경기도 소재 정규직 전환 지자체 콜센터인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콜센터를 방문했으나, 정규직 전환에 대
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정도였음.(정보공개 요청했으나 
아래와 같이 거부) 2019.9 용인시의회에서 2020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2019.12 갑자기 2020.1.1.부
로 운영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현 업체 통해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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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구벌콜센터 : 2019.10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통해 2020.1.부로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등 통
과된 후 2019.12에야 경기도콜센터, 성남시콜센터 등 정규직 전환 민원콜센터 벤치마킹 현장방문. 콜센터
에서는 민간위탁 기간 관리자인 센터장만 참석.
2) 민원콜센터로서의 1) 위상, 2) 각 부서와 사전 정보 공유 및 협력, 3) 통화연결음, 전화 끊을 권리, 악

강성민원 응대 후 유급휴게시간 등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상황, 감정노동 프로그램 

등 대책, 4) 생활임금 보장, 5)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추가 휴게시간/연차휴가/병가, 휴게소 등 쉴 권리 보

장, 6) 고용 보장 및 장기근속 독려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천차만별. :

- 다산콜센터, 경기도콜센터 등 정책 추진 등에 앞서 담당부서의 사전 교육 등 진행하기 시작했거나 경기
도콜센터, 용인시콜센터 등 각 부서 공무원들이 콜센터 응대 체험을 진행 중이지만, 지자체와 민원콜센터의 
사전 정보 공유, 협력은 여전히 개선 필요.
-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이 되었음에도, 민간위탁식 응대율, 평가시스템, 매월 시험 등 고수. 
공무직 전환 시, 소수 직종으로 특수성, 상담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데 한계. 경기도콜센터 사례와 같이, 
교섭 창구 단일화 시기가 지난 후 전환 되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불가. 얼마 전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다산콜재단-노동조합 ‘임금 및 운영 관련 TF’, 경기도 열린민원실-노동조합 면담 등 대안 필
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담당부서가 상담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의무가 없음.
- 용인시콜센터 :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시절과 같은 업체가 운영 중(~2019.12)이나 상담사 감정노동 대
책 중 하나로 진행 중인 추가휴게시간을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월, 금요일은 사용 불가하다는 
등 경기도콜센터와 다르게 적용. 경기도콜센터는 주간팀의 경우 하루 40분(오전 오후 20분씩 분할 사용) 
고정적으로 보장.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에서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서 보
건휴가 미보장. 연차휴가 노동자 시기지정권 미보장(월,금요일 불가. 1달 전 신청해야. 일정 변경 시 페널티 
부과하다가 이는 폐지). 통상임금이 불확실하고 2020년부터야 생활임금 적용키로. 
- 정규직 전환, 운영 중인 경기도콜센터,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콜센터, 수원시콜센터 등 : 성희롱, 폭언 
외에도 반복적인 민원, 장시간 민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악성 민원인 차단, 처벌 등 모호하거나 
미추진. 행정안전부가 콜센터 상담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지난 10월 ‘연결·종료음 표준안 
배포 및 활용상황 모니터링 개시)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원에 대한 운영지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방
침이라고 했으나 현장에서 가능한 적극 대처방안 필요. 서울시 다산콜재단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고발 조치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조례 개정에 이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 지침 관련 의견
수렴 중.
 : 관련 기사 - [인천일보] 민원 콜센터 성희롱·폭언 대응 매뉴얼 '있으나 마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768#06YC
- 민간위탁 고수 중인 콜센터의 경우,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은 보장하고 있으나 근속경력, 연차 등 리
셋 중. 2019.2 업체 변경 된 고양시콜센터, 2020.1 변경 앞두고 있는 용인시콜센터도 마찬가지. 이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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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전환 시에도 마찬가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연차당겨쓰기를 도입했으나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월 1회 만근 후 연차 1개 사용만 가능하다”(경기도 노동정책과 공무직운영팀)고 하나 이
미 많은 민간기업도 연차당겨쓰기를 보장하고 있고, 서울시 다산콜재단의 경우 근속경력, 연차 등 승계하기
도.
3)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이고, 정규직 전환 후 콜센터의 특수성이 서울시 다산콜재단 외에는 반영되지 못하

고 기존 정규직 전환 직종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박제화해서 적용. :

- 경기도콜센터 : “콜센터 상담사는 ’나 직군‘에 해당하는 ‘위험직종’이 아니다”, “통계청 직업분류표에는 상
담사가 사무직종에 해당된다” 라는 경기도의 입장이 관철되어 일반직종인 ‘가 직군 사무보조원’으로 편재.
(이후 동일 직군 상담원 직종으로 별도 신설 편재 예정) 야간 근무자 교통수당, 주말근무수당 등 폐지 및 
직무수당 신설 불가. 
- 광주광역시 빛고을콜센터 : 2016.3.1.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상담사 13명을 2년간 기간제 준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 후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 공무직 정원관리규정 상 단순노무원 ‘단순잡역조무인부’로 편재. 

- 충북 청주시 365민원콜센터 : 공방 끝에 정부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 직종(파견용역)에 포
함하여 2019.3.1.자로 공무직으로 전환. 일반공무직, 환경공무직, 청원산림보호직, 수도검침직, 청원경찰직 
중 ‘일반공무직’ 중 민원안내, 문서정리, 관제업무, 비서, 도서관사무보조, 주정차단속보조가 포함된 ‘행정업
무’로 편재하여 다급으로 편재.
- 대구광역시 달구벌콜센터 : 미화원 등 기존 공무직 직무급제 전환을 이유로 ‘대구시 전환 공무직 임금처
리 지침’에 의거 직무급제 임금체계 적용, 2020.1 전환 시부터 전원 3등급 1단계로 동일 적용키로.
- 서울시 다산콜센터 : 행안부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매년 임금교섭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기본급 지속
해 옴.(서울시 18개 출자출연기관 중 평균 임금 최하위) 2018년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 후 “없앤 
수당을 재신설 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으로 여전히 명절상여금 0원. 2019년 임금협약 단체교섭 과정에
서 동종유사업종 비교사례로 경기도콜센터와 비교하여 기본급 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하고 
2020년 임금 및 재단 운영에 대해 서울시 담당부서-재단-노동조합 TF 가동 시작.

3. 제안 : 
  
1) 소통방 운영 통해 정보 교환, 조언

- 다양한 업종의 콜센터 상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119 부설 콜센터119밴드 통한 소통과 함께, 
광역시도·지자체 콜센터 상담사 별도 소통방 운영. 예) 콜센터119밴드 내 별도 채팅방 운영, 혹은 별도 밴
드 운영.
- 이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해소하고, 주요 당사자인 각 콜센터 상담사들의 평가, 이해를 나누고 적용토
록 조언.
2) 2020년 5월, 광역시도·지자체 콜센터 상담사 토론회 개최 및 행안부에 요구안 전달

- 민간위탁 직접고용, 행정전문콜센터로서의 위상 제고, 콜센터 특수성 반영한 임금 및 처우 개선, 고객응
대매뉴얼, 감정노동 보호 지침 마련 제기. 
 : 행정안전부가 콜센터 상담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운영지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
라고 한 바 있어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해당 논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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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및

고용의 질 개선 방향 논의 검토
  

      (김종진 부소장 I 한국노동사회연구소)

Ⅰ. 머리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실태조사와 전환추진 시기에 따라 3단계(1단계 : 기간제 및 간접고용, 2단계 : 지자

체 출연기관 및 자회사, 3단계 : 민간위탁)로 구분하여 추진(‘17.7.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한편, 3단계 민간위탁은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18년)를 토

대로 별도로 추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전면 실태조사(‘18.7~11월)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2.27)

- 주요내용: 우선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19.12.5)을 마련하고,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여부는 개별기관이 자율 검토하기로 결정(심층논의 필요사무는 별도 선정 후 협의
기구를 구성·검토)

◯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현황을 상시지속인원의 비중에 기초하여 계획인원을 살펴보면, 광주지역과 세종

지역이 84%, 67%로 높은 편이고,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이 각각 15%, 29%로 낮게 나타남. 울산지역은 워낙 
인원이 적지만 서울지역은 인원이 많은 데도 계획인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계획 인원 중에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의 비중을 검토해보면, 제주지역은 초기 계획인원보다 3배나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전환결정을 하였으며, 울산과 부산도 비중은 230%, 130%로 높게 나타남. 반면 경남지역은 
10%만 전환이 결정된 상태이며, 서울도 64%로 낮게 나타남.

- 전환이 결정된 인원에 대비하여 전환완료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인원은 약 92% 진행완료 된 것으로 파악
되며, 충북이 80%, 전북지역이 83%로 낮게 나타나는 편이며, 나머지 지역은 90%이상 완료한 것으로 나타
남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정규직 전환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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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상시지속(A) 계획인원(B) B/A 전환결정(C) C/B 전환완료(D) D/C
83,513 51,215 25,263 49% 23686 94% 21,778 92%

서울 8,857 5,352 1,535 29% 976 64% 872 89%
부산 5,456 2,824 1,223 43% 1,595 130% 1,372 86%
대구 3,557 2,342 1,398 60% 924 66% 793 86%
인천 3,204 2,044 630 31% 648 103% 561 87%
광주 1,287 628 530 84% 591 112% 565 96%
대전 1,748 1,314 705 54% 463 66% 396 86%
울산 2,263 455 70 15% 161 230% 158 98%
경기 17,200 12,023 6,423 53% 5,046 79% 4,555 90%
강원 4,060 2,882 1,729 60% 1,701 98% 1,678 99%
충북 3,470 1,699 645 38% 797 124% 634 80%
충남 5,295 3,589 2,021 56% 1,654 82% 1,655 100%
세종 368 253 170 67% 185 109% 185 100%
전북 4,897 2,701 1,772 66% 1,867 105% 1,551 83%
전남 5,459 4,055 2,641 65% 2,826 107% 2,677 95%
경북 8,086 3,844 1,442 38% 1,393 97% 1,395 100%
경남 7,284 4,458 2,2123 496% 2,194 10% 1,902 87%
제주 1,462 752 209 28% 665 318% 829 125%

*자료: 고용노동부, 2019.7.24. 발표자료 가공

◯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방식 문제 검토
-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는 다수가 간접고용(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구분되어, 2019년 핵심 논의 대

상 업무(전산유지, 콜센터, 생활폐기물 등)로 진행되었고, 해당 업무는 중앙에서 일괄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었음.

-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원칙인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형태 등으로 전환한
바 있음.

-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었으나, 별도의 재단(출연기관, 약 450명)을 설
립하여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요 성과는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 고용의 질 개선(민간위탁 대비 임
금 및 복지 개선, 공공기관 연망 성과 평가 반영 성과급 지급, 감정노동 해소, 휴일휴가 사용 등), 노동자 경
영참여(노동이사제,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 등이 진행되었음.

- 이 글은 공공부문 지자체 고객지원 업무 콜센터 운영(국내외)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주요 쟁점과 내용을 검
토했음. 

Ⅱ.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형태와 문제점

1) 공공부문 고객지원 업무 콜센터 전환 유형

◯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전환 유형 검토
-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정규직 전환 유형은 4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로 구분할 수 있고, 현재 

유형 1부터 유형 4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음.
- 유형 1은 직영 운영으로 경기도, 성남시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환된 사례(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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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수 종사자 수 예산
건 % 명 % 억원 %

668 6.6 20,820 10.6 4,465 5.6
공공질서 및 안전 420 4.2 3,168 1.6 878 1.1
교육 534 5.3 6,207 3.2 2,296 2.9
문화·체육·관광 926 9.2 10,955 5.6 7,031 8.8
환경 672 6.6 14,466 7.4 14,328 18.0
사회복지 4,769 47.2 72,552 37.1 22,182 27.9
보건 799 7.9 16,464 8.4 2,202 2.8
농림 219 2.2 1,957 1.0 823 1.0
해양수산 74 0.7 730 0.4 527 0.6
교통 및 물류 281 2.8 7,060 3.6 4,272 5.4
지역개발 92 0.9 618 0.3 435 0.5
과학기술 29 0.3 177 0.1 112 0.1
산업통상·중소기업 226 2.2 6,731 3.4 5,777 7.3
국방 9 0.1 1,000 0.5 370 0.5
통일·외교 6 0.1 28 0.1 52 0.1
재정·세재·금융 10 0.1 8,081 4.1 177 0.2
통신 32 0.3 6,094 3.1 2,304 2.9
폐기물 268 2.7 13,894 7.1 9,857 12.4

65 0.6 4,734 2.4 1,525 1.9
합계 10,099 100 195,736 100 79,613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

기관에서도 2단계와 3단계에서 전환)이며, 유형 2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기 전환한 사례 
이며, 유형 3은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기관 들에서 일부 전환하고 있는 사례임.

2) 공공기관 고객지원 업무 콜센터 전환 문제

◯ 공공기관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방식 문제 검토
- 정부 공공부문(약 870개소) 중 민간위탁 사무는 10,099개이며, 노동자는 19만5천명이며, 이중에서 콜센터 

업무는 65개 약 4천734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 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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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자회사명 평균임금
전환 이전 전환 이후 인상액

전체 1,961,750 2,126,741 164,991
1 기술보증기금 ㈜기보메이트 1,873,000 2,148,000 275,000
2 신용보증기금 신보운영관리㈜ 1,846,000 1,904,000 58,000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이디씨파트너스㈜ 2,055,000 2,055,000 0
4 한국조폐공사 ㈜콤스코투게더 1,831,750 2,000,667 168,917
5 중소기업유통센터 SBDC종합관리㈜ 2,144,000 2,231,000 87,000
6 한국감정원 케이에이비파트너스주식회사 1,700,000 1,899,000 199,000
7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파트너즈㈜ 1,911,000 2,024,000 113,000
8 한국관광공사(KTO) 케이티오파트너스㈜ 2,154,000 2,392,000 238,000
9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안전㈜ 2,141,000 2,487,000 346,000

◯ 공공기관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방식 문제 검토
-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약 320개) 중 민간위탁 성격의 콜센터 업무는 직접고용 전환, 자회사 설립 전환, 

민간위탁 유지 등 크게 3개로 구분 가능함.
- 다수의 기관에서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닌 형태로 분류하기도 하고, 혹은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전환 방식

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함.
- [표3]에서 확인 가능하듯, 고객지원 콜센터 업무를 자회사로 설립한 9개 기관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임금인상액은 약 16만4천원 정도로 파악됨

[표3] 공공기관 고개지원 업무 콜센터 자회사 설립 및 임금 수준

2) 광역 지자체 고객지원 업무 콜센터 현황 검토

◯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현황
- 지자체들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갖고 전환에 거부 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

음.
- 지자체 고객지원 업무는 일상적인 민원상담이나 복지, 주차 등 일상 업무부터, 여권 발급문제 등 시군구 지역의 

일상적 공무원들이 전화/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7월 기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표)를 보면, 주요 지자체 민권 관련 부서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평균 15명에서 45명 내외의 인력임.
- [표4, 5]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콜센터 운영 방식도 다양(직영, 위탁)하지만, 적정 인력이나 예산의 합리성이 없

음.
- 지역별로 보면 2000년대부터 외주화(outsourcing) 운영도 확인되나,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

책과 역행하는 민간위탁 운영도 확인됨.(*2018년 이후 민간위탁 운영 2곳 : 군포, 김포)

[표4] 경기지역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기초 현황 비교 - 직영 vs. 위탁(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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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콜센터명 개소일 인력 현황
민원봉사과  

031)760-4717
없음.  2020년 개소 예정. 
민간위탁 여부 등 미정.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972 민원콜센터. 2019.  10월(예정) 센터장  1, 팀장 1, 상담원 7(예정)

고양시 민원여권과  
031)8075-7492 민원콜센터. 2008.  7 총52명(관리자  7명, 상담사 45명)

직영 민간위탁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부천시

유형 처리 건수 비율 유형 처리 건수 비율 　 처리 건수 비율 　 처리 건수 비율
합계 　 295,369 100.0 　 538.895 100.0 　 437,652 100.0 　 655,580 100.0
1순위 세무 132,901 15.65 도시 167,138 31.01 세무 132,901 30.37 도시 176,551 26,93
2순위 차량등록 61,822 12.89 세무 75,235 13.96 시설 61,822 14.13 보건환경 92,069 14.03
3순위 경제교통 59,591 12.23 차량교통 68,594 12.72 교통차량 59,591 13.62 세무 89,924 13.72
4순위 여권 40,853 11.73 보건 65,799 12.21 도시 40,853 9.33 차량교통 78,512 11.98
5순위 보건환경 36,905 10.51 행정일반 42,128 7.81 보건환경 37,142 8.49 시정일반 60,808 9.28

　 직영 민간위탁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부천

지역 인구 952천명 1199천명 1043천명 1038천명 771천명 840천명
상담 매뉴얼 1,200천건 2,500천건 1,526천건 3,000천건 1,600천건 4,000천건
상담사 인력 19명 26명 45명 23명 21명 35명
연간 인건비 　- 　- 2000백만원 828백만원 627백만원 1084백만원

* 자료 : 각 지역 잘 및 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상담사는 관리인력이나 강사 제외 수치)

[표5] 경기지역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기초 현황 비교 - 직영 vs. 위탁(2019.7)

* 자료 : 각 지역 잘 및 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노동환경 문제점
- 경기지역에 국한하여 지역 인구 규모나 콜업무 처리 건수를 보면, 직영 성남시가 적은 편이고, 위탁 운영 용인시, 

화성시, 부천시 3곳의 처리 건수가 비슷한 곳의 인력은 용인시 23명, 화성시 21명, 부천시 35명으로 편차가 있
음.

- 문제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률’(산업안전보건법 26조2) 시행(2018.10)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된 휴
게시설 조차 없는 지자체가 3곳(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이나 되었음.

- 휴식시간 또한 감정노동보호 법률에서 명시된 30분 이상 부여하고 있는 곳도 일부에 불과했고, 실제로 명시적으
로 휴식시간이 없는 곳도 다수였음.

- 1년 365일 운영 체계(주말, 공휴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다수 확인(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부
천시,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 세종시, 제주도 등)되고 있음.

[표6] 주요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현황(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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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031)481-3932 민원상담콜센터 2013.  05. 10. 매니저1명,강사1명

팀장2명,상담원22명
안양시 정보통신과  

031)8045-2305 열린콜센터 2016.  10. 17 관리자 3명, 상담사 14명
의정부시 정보통신과  

031)828-2624 없음  　 　
수원시 　 휴먼콜센터 2012.  4. 2. 관리자  5명, 상담사 26명
포천시 민원토지과  031-538-2136 없음.  계획 없음. 　 　

남양주시 종합민원실  031)590-8732 민원콜센터. 2018.  10. 22. 7명  (팀장 1명, 전산 1명, 상담 5명)
김포시 정보통신과031)5186-3002 민원콜센터 2018.12.3. 관리자 2명, 상담사 10명
하남시 민원여권과031)790-5273 빛나는하남콜센터 2019.4.22 팀장 1명, 상담사 4명
성남시 민원여권과031)729-2402 고객상담콜센터 2008.1.2 20명(관리자 1명, 상담사 19명)

양주시
현재 설치계획은 없으며, 향후 인구추이등 설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설치할 예정임

화성시 민원봉사과031)369-3413 화성시콜센터 2008.1.2 센터장1명, 팀장2명, 상담사 21명
시흥시 없음.내년 추진계획.
이천시 없음. 향후 민원전화 통합콜센터 구축계획(2021년 예정) 
파주시 징수과031)940-4261 지방세콜센터 2005.12.01 관리자 1명, 상담사 5명
용인시 민원여권과031)324-2307 민원안내콜센터 2008.11.24 총 26명(관리자 3명, 상담사 23명)
오산시 2020.12 개소 목표.
평택시 없음.2020 상반기 개소 예정
광명시 민원여권과02)2680-2309 2013.4.1 2013. 4. 1. 관리자 2명, 상담사 11명
부천시 민원과032)625-2451 고객상담콜센터 2006.2.1 관리자 5명, 상담사 35명

강원도 총무행정관 고객만족팀 033)249-2256 강원도콜센터 2006. 4.26. 관리자 1명, 상담사 8명
충청남도 자치행정과041)635-3687 120충남콜센터 2013.7.1 7명(센터장 1명, 상담사 6명)
대전시 시민봉사과 042)270-4181 대전120콜센터 2006.9.20 총 28명 / 관리자 4명, 상담원 24명
대구시 행복민원과, 053)803-2696 120 달구벌콜센터 2009. 9. (콜센터 확장 이전 개소일 : 2015. 12.)

총 45명(관리자 5명, 상담사 40명
인천시 시민봉사과 032)440-2334 120미추홀콜센터 2011.12.1 73명(정원)(관리자 9명,상담사 64명)
부산시 공무원

경상남도 없음. 계획없음.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054)880-2891 행복콜센터 2016.3.2. 센터장 1명, 상담사 6명
세종시 민원과 044)300-2937 120민원콜센터 2015.7  총10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사 8명)
울산시 시민소통협력과, 052)229-2475 울산120해울이콜센터 2015.2.2 9명(관리자 1명, 상담사 8명)
제주도 자치행정과, 064)710-2187 제주120만덕콜센터 2011. 7. 1 센터장 : 1명강사 : 2명 운영팀장 : 2명상담사 : 30명

* 자료 : 정보공개 청구자료 재구성(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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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영시간 민간위탁 여부 업체명 민간위탁 업체 계약기간 휴게실 
휴식시간 : 2019.4.3. 감정노동자 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행 상황

군포시 08:30~18:30 ㅇ 미정 미정 유 권고  예정

고양시
평일(08: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ㅇ ㈜Ktis 2019.  2. ~ 2021. 1. 유
휴식시간 30분 준용하여  운영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
안산시

평일: 08:00-19:00
주말및공휴일:
09:00-18:00

ㅇ 효성ITX㈜ 2018.  01. 01 
- 2020. 12. 31. 유

휴식시간 : 20분
콜센터상담사보호업무지침수립예정
상담사를위한힐링프로그램수시운영 

안양시 08:30  ~ 18:00 직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 휴식시간 : 30분
안양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

수원시 평일  08:00 ~ 20:00 직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
휴식시간 : -
고객폭언등으로건강장애발생시휴식시
간부여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실시등

남양주시 평일  09:00 ~ 18:00 직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무 이행
김포시 8:30 ~ 18:30 ㅇ ㈜Ktis 2018.10.1 ~ 2020.8.31 유 휴식시간 : -

관련법 준수.
하남시 평일 09:00 ~ 18:00 직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무 이행

성남시 평일 08:30 ~18:30 직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
휴식시간 : -
- 성남시 콜센터 대표번호 1577-3100번 음성안내- 폭언, 성희롱, 욕설시 ARS경고 후 상담전화 자동끓김.

화성시 08:30~18:30 ㅇ ㈜KTcs 2019.9.10.~2022.9.9.(최근 재계약) 유 휴식시간 : -
이행 중.

파주시 09:00~18:00 직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무 X

용인시 (평일) 8:30~18:30,(주말·공휴일) 9:00~18:00 ㅇ (주)한국코퍼레이션
2019. 1. 1. ~ 2019. 12. 31.(2018말까지 2년 계약에서 1년 연장)

유

휴식시간 : 20~40분(서비스레벨 
90%이상이어야 휴식 주어지고 95%
이상이어야 40분.(이후 일부 시정 
중)
 -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음성 안내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취업규칙 등 조치 중)

광명시 08:30~18:30 ㅇ (주)한국코퍼레이션 2018.1.1.~2020.12.31 유

휴식시간 : -
- 감정노동자보호법 :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도입하고자 콜센터 통화연결음 변경함.- 피해상담원 보호 : 상담원 애로사항 개선 위한 소리함 운영 및 피해상담원 인사상불이익 금지 조치   

부천시
평일 : 08:00~19:00주말공휴일 : 09:00~18:00

ㅇ ㈜유베이스 2018.1.1.~2019.12.31 유 휴식시간 : -
감정노동 보호계획 수립 운영

강원도 08:30 ~ 18:30 ㅇ ㈜한국고용정보 ‘19. 6. 1. ~ ’21. 5.31. 유
○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 감정노동관련 보호법 및 사례 교육, 감정노동 평

[표7] 주요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민간위탁 및 노동환경 현황(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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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관련 : 법령 시행일과 더불어 법령 및 사례 교육 및 취업규칙 내 불이익 규정 등 추가 완료 
평일 08:00~20:00 ㅇ (주)KTcs 2018.3.1.~2020.3.31. 유 향후 검토 예정

대전시 평일 07:00∼21:00  토․공휴일 09:00 ∼18:00 ㅇ ㈜KT
‘17. 5. 15 ∼ ‘20. 5. 14
최근 대전시노동인권센터가 직영 전환 필요성 제기. 시는 미정.

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폭행 등 ARS상담 안내 멘트 시행 ◦심신단련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대구시 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ㅇ ㈜KTcs

2018.1.1.~2019.12.31
’19. 10월 경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예정.: 타당성 검토 위한 내외부 10인 협의기구 준비 중.(콜센터 제외) 이후 고용노동부 해당팀에 올려 연말까지 판단 예정.

유

❍ 휴게시설 : 휴게실, 수면실, 음악감상룸❍ 운동시설 : 안마의자, 헬스바이크10) 감정노동자 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행 상황❍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행 상황 -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전화 연결음(고용노동부) - 콜센터 자동 통화 녹음, CCTV 설치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행상황 : 없 음
인천시 365일 24시간 ㅇ ㈜유베이스

2019. 1. 1~2020.12.31.전환 계획 없음. 
유 전체 공지 및 게시

인천본부 인천지역노조
부산시 직영

경상북도 08:30 ~ 18:10(공휴일 제외) ㅇ ㈜KTcs
2018. 10. ~ 2021. 9.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 현재 미시행. 관련부서 검토 중.

유
전화연결시 폭언 예방 문구 음성 안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교육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관련 매뉴얼 제작 예정

세종시  평일 08:30~18:30휴일 09:00~18:00 ㅇ ㈜KTcs이전에는 ㈜KT가.
 2018. 7월 ~ 2021. 6월 주관부서(일자리정책과)에서 검토 심의 추진중

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 계획 수립 추진중(하반기)

울산시 평일 08:30~18:30 ㅇ (주)KTcs 외 1
2018. 1. 1. ~ 2019. 12. 31.시와 고용노동부 심층분석 후 추진

유 이행 중.

제주도 07:00~22:00(주말, 공휴일 포함) ㅇ ㈜KTcs 19.3.1~'22.2.28(3년간) 유 이행
* 자료 : 정보공개 청구자료 재구성(2019.7)

Ⅲ. 외국 주요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형태와 시사점

1) 공공행정 고객지원 업무 콜센터 직영 사례

◯ 외국 주요 공공행정 고객지원 콜센터 직영, 직접고용 사례
 가. 市 행정조직 직영 운영 
   : 프랑스(파리),  미국(뉴욕), 캐나다(토론토), 호주(시드니)
 나. 市 행정조직 산하 기관 운영 
   : 독일 베를린(市 산하 공기업), 중국 상하이시(국영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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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외국 주요 도시 공공행정 콜센터 운영형태
공공부문 직영 운영 공공부문 산하 기관 운영 민간부문 위탁운영

뉴욕  NYC311
캐나다 토론토 Toronto's 311
호주 시드니 02-9265-9333
프랑스 Allo Service Public 3939

독일 베를린
Buegertelefon115
중국 상하이시(上海市人民服务热线) 
12345콜센터

영국 헐시 
Hull Connect 300300
일본 도쿄 
미나토구(港区) 콜센터

 * 주 : 독일 베를린 시정부 "IT서비스센터베를린(IT-DiensleistungszentrumBerlin)" : 베를린 시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통신서비스 담당 위해 별도 공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외국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콜센터 : ‘통합형’과 ‘분산형’ , ‘직영’과 ‘위탁’ 구분
  가. 지역 통합형 직영 콜센터 
      : 독일 115콜(예: 베를린), 프랑스3939(예: 파리), 중국 12345콜(예: 상하이시)
  나. 지역 분산형 위탁 콜센터 
      : 영국 300300콜(예: 헐), 일본(도쿄 미나토구)
    다. 지역 복합형 직영 콜센터 
       : 미국 311콜, 캐나다(예: 토론토), 호주(예: 시드니)

          [그림 1] 주요 외국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콜센터 운영 상황

    * 주 : 독일 시민전화115콜(베를린)은 행정서비스 이외의 시청 각 부서 담당자와 만남 일정까지 제공

Ⅳ. 맺음말

◯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직접고용 운영 통한 고용의 질 제고
- 지자체 고객지원 콜센터 업무는 ‘상시지속’업무이며(심지어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전문 업무부터 일반 생활

민원 업무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120콜센터, 경기도 120콜센터, 성남시 업무들이 직영으로 전환되었고, 기존 직영 운영 사례(안양시, 

수원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등)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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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탁을 전환된 곳(군포, 김포)도 있고, 정부 가이드라인(3단계:민간위탁) 논의 과
정에서 미전환 계획을 세운 곳도 다수임.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로 사회양극화 및 고용불안정성이 높
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임.

-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 운영 고객지원 업무인 콜센터의 직영 검토는 △외국 직영 운영 사례(프랑스, 호주, 독일, 
미국 등), △국내 직영운영 및 전환 사례(서울, 경기 등)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추어 전환하는 것을 검
토해야 함.

◯ 공공부문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및 노동환경, 조건 개선 검토 
- 현재 지자체 콜센터 상담 인력은 인구, 콜건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사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콜 업무와 인력 기준이 검토되어야 함.
- 특히 휴게시설 조차 없는 지자체가 3곳(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정부(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1년 365일(주말, 공휴일, 24시간) 운영 콜센터(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부천시,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 세종시, 

제주도 등)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지 검토 해야 함.

[그림2] 미국 311 지역별 콜센터 상담업무 운영 시간대 현황

  [그림3] 국내 주요 공공부문 콜센터 상담업무 운영 시간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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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종합민원서비스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 추구 지향 운영
 가. 고노동 부가가치(high labor-value-added) 상담 서비스 
    - 콜센터 조직 목표 : 고품질 전문상담 체계와, 다양한 시정 정보서비스 제공
     ․  단순 생활 업무, 기타 불필요 업무 조정[전문공공행성 상담서비스 전환]
     ․  현재 단순 생활상담 업무 축소, 심화정보 상담 확대

  [그림4] 지역 고객지원업무 콜센터 운영체제 및 업무기능 재편방향(안)

     

[그림5] 지역 고객지원업무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모형(안)

* 주 :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공공고객관리’ 모형으로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상위 목
적은 수익성 극대화가 아닌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이며, 주요 가치 측면에서도 형평성, 효율성, 대응성을 통해 시
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 의미. 현재 우리나라 중
앙행정기관에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세분화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CRM 서비스(메일링 서비스, 정책메일 
등)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임.

 나. 전문공공행정 서비스 추구(공공고객관리, PCRM)
    -  콜센터 업무 재편 : 통합 조정 및 기능 재편 통한 전문공공서비스 추구

      ․ 프랑스 파리 콜센터 : 일반상담(1차), 전문상담(2차) 구분 운영
      ․ 독일 베를린 콜센터 : 단순/전문 업무 구분, 담당 부서 공무원 약속까지 시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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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중앙 공공기관 감정노동 관련 제도와 운영양식 현황

[그림1] 중앙 공공기관 미스터리 쇼퍼 운영 현황과 인사평가 반영 여부(2018-2019)

 

자료 : 국회 기재위 강병원 의원실 요청 자료 원자료 분석(2019.10)

[그림2] 국내 공공기관 직장 내 제도적 보호 여부(2019,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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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중앙 공공기관, 감정노동 VOC 유형관리 현황
구분

총 VOC
발생건수

감정노동 VOC유형
비고

발생건수 비중

시장형 공기업 117 83 70.9%

준시장형 공기업 1,075,360 256 0.0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961 55 0.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6,343 2,621 2.5%

기타 공공기관 235,527 634 0.3%

Total 1,434,308 3,649 0.3%

자료 : 국회 기재위 강병원 의원실 요청 자료 원자료 분석(2019.10)주) 1. 상기의 데이터는 2018년 ~ 2019년 3/4분기까지의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임.2.  감정노동 VOC 유형비중 = (감정노동 VOC 유형관리 기관의 VOC 발생건수/감정노동 관련 VOC 합계) * 100(%)

[부표 2] 중앙 공공기관, 감정노동 VOC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감정노동
VOC 총 
발생건수

감정노동 VOC유형별 발생건수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시장형 공기업 83
55

(66.3%)
0

(0%)
0

(0%)
28

(33.7%)

준시장형 공기업 256
163

(63.7%)
43

(16.8%)
15

(5.9%)
35

(13.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5
43

(78.2%)
10

(18.2%)
0

(0%)
2

(3.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621
2,369

(90.4%)
3

(0.1%)
34

(1.3%)
215

(8.2%)

기타 공공기관 634
235

(37.1%)
22

(3.5%)
30

(4.7%)
347

(54.7%)

Total 3,649
2,865

(78.5%)
78

(2.1%)
79

(2.2%)
627

(17.2%)

자료 : 국회 기재위 강병원 의원실 요청 자료 원자료 분석(2019.10)
[그림] 공공기관 감정노동 보호 제도의 양식 시행 여부(201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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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광역시도·지자체 민원콜센터 사례와 제언

  

      (신희철 조직국장 I 희망연대노조)

1. 지자체 콜센터 및 상담사 업무, 임금 특성 
1) 일반적인 콜센터 특성 여전

- 응대율, 1차 처리율, 상대평가와 인센티브 운영
- 감정노동
-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고 저평가되어 저임금
- 콜센터 특수성이라며 연차휴가, 보건휴가 제한, 대기시간 종용 및 연장근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다수

2) 지자체 콜센터 특성

- 도로교통, 불법주차, 전화번호 안내 등과 정책 등 광범위한 민원업무를 지자체 담당부서를 대신해서 1차 
처리 혹은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
- 재단 혹은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거나 
신설 콜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작하여 상담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
(1) 지자체(갑)-민간위탁업체(을)-상담사(병) 수직 관계에서 응대율, 1차 처리율, 민원 클레임 등을 이유
로 갑질 팽배. 업체 변경과정에서 기존 근속수당 등이 대폭 후퇴되는 사례도.
(2) 지자체 콜센터 다르다고 동일업체 소속임에도 임금 및 처우 차별.:

경기도콜센터

(2019년 상반기 공무직 전환 전 주간팀)
용인시콜센터

(2019년)

  임금

기본급                    1,745,000원
식비                        100,000원
직책및자격수당(일부)   100~550,000원  
근속수당(평균)              100,000원 
실적성과수당(평균)          235,000원
명절휴가비(월할)              8,000원
----------------------------
                          2,288,000원

기본급                   1,607,310원
식비                      100,000원
자격수당(일부)             60,000원
근속수당(일부)             50,000원
실적성과수당(일부)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
명절휴가비(월할)                 0원
----------------------------
                         2,117,310원

처우
(추가
휴게시

간)

하루 40분 하루 0~40분
※ 서비스레벨 90%이상이어야 20~40분. 95%이상
이어야 40분.
※ 월, 금요일 미부여.

 : 생활임금 적용 의무이고 기본급+제수당까지가 기준인 경기도콜센터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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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까지 생활임금 수준에 맞춤.(시급 1만원, 209시간 기준 월 209만원)
 : 생활임금 적용 아닌 용인시콜센터의 경우, 기본급+식비 등을 최저임금으로 맞춤. 용인시 담당부서가 통
상임금 범위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는 알 수 없고 2020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해 기본급+식
비+자격수당+교통비를 생활임금으로 맞추게 한다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 상담사들을 위해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두 콜센터를 다르게 
적용.
- 정규직 전환 기대감으로 이직율이 한시적으로 높지 않으나(충원도 안 함), 일반 민간위탁 시기와 정규직 
전환 후 과도한 노동강도, 저임금 등에 실망하고 1~2년차 이직율 높음
 
 
2. 후퇴하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1) 상담사들의 높은 정규직 전환 기대감. 그러나 

-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통해 “연중 
9개월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
환” 발표. 이를 1단계 기간제, 2단계 파견·용역, 3단계 민간위탁으로 구분, 콜센터의 경우 3단계 전환 대상
으로 편재. 
 : 2017년 5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에 이어, 정부의 발표로 전국 광역시도·지자체 민
원콜센터 상담사들은 “더 이상 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인 임금 및 처우 개편이 없어질 것이다”,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증폭.
- 그러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1~2단계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임금 후퇴, 졸속, 무
늬만 정규직 등 논란이 불가피했을 정도였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해를 넘겨 2019년 2월 27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다뤄
짐. 그 내용은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
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뿐이었음. 
- 고용노동부는 이후 12월 5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정부가 2월 발표 
통해 각 공공부문 담당부서에 민간위탁 유지 여부를 맡기는 것도 모자라, 정규직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민
간위탁을 고수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폭발했고,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규직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도 이어짐.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2월 10일, ‘언론보도 해명’을 통해,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
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
수행 여부(정규직 전환)도 이와 별개로 현재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지
난 6월 27일, 「비정규직 TF」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점검정비 사무를 심층
논의 필요사무로 선정, 개별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하고 다
시 「비정규직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

2) 지자체 콜센터 정규직 전환 사례 

- 성남시고객상담콜센터 : ‘용역’으로 분류, 정부 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추진, 위수탁계약이 
2018.6.31. 만료 후 7.1자로 성남시 공무직으로 전환.
- 청주시 365민원콜센터 : 시가 2019.2.28. 만료되는 민간위탁 전문업체 공개모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8.8.24.에 시의회에 제출.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그 해 9월 5일, 
기자회견 통해 “365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제외 시도를 중단하
라”고 촉구. 비록 당해 9월 17일 시의회가 찬성 30표, 반대 9표로 민간위탁업체 재선정을 가결해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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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으나 결국 청주시도 2019년 1월30일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를 열고 민원콜센터와 통합관
제센터, 구내식당, 청사 청소 등 용역근로자 233명 가운데 정부의 지침 대상인 비정규직 137명(58.8％)을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 2월 1일 콜센터 위탁업체 입찰공고를 취소, 3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

- 2019.1.2. 도지사 약속 이후 7.1자로 공무직 전환한 경기도콜센터, 이외에도 경남 창원시콜센터가 공무
직 전환을 이뤘고 2020.1.1.자로 대구시 달구벌콜센터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음.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 정부 차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던 2012년 노조 설립, 당시 3개 업체 민
간위탁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초기부터 직접고용 제기. 서울시도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
규직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었고, 2014년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 서울시장의 정규직 전환 약속,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5.1.자로 재단 설립 통한 정규직 전환.(“400여명의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정규직 
전환하기에는 공무직 TO가 없다”는 상황에서 별도 재단 방식 통해 다산콜센터 특수성, 처우 개선 등을 도
모코자)
   
3) 지자체 콜센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과제 

- (1) 지자체 콜센터의 ‘위상’으로서 ‘행정전문 민원콜센터’의 위상을 제대로 다루지 않음. (2) 이에 따라 
각 부서와의 공조, 각종 정책, 민원 업무에 대한 사전 공유 등을 도입하거나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
당부서-콜센터-상담사 간 정기적인 협의 자리가 없고, 공무직으로 직접고용, 운영하게 되는 경우 담당부서
가 관리자 역할을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피드백이 가능함에도 일괄 상담사로 편재해놓고 중간관
리자를 어정쩡하게 두어 혼선, 비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음. (3) 민간위탁 시기 상대평가제 등 과도한 
평가, 응대율, 1차 처리율,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가 이어지고, 이를 중간관리자(비상담
사 등)의 위상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존 관리체계를 답습하여 노-노 갈등, 체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함. (4) 
직접고용에 따른 기존 콜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협의기구 등 운영 시스템 근거 마련, 감정노동 보호 등
의 대책 등을 다뤄야 함에도 수원시콜센터와 같이 민간위탁 부분만 삭제하는 빈껍데기 개정에 머무르는 경
우도. (5) 상담사들의 위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연차휴가 제로화 과정에서 특별휴가도 없어 쉴 
권리가 리셋 되고, 야간 업무 전후 교통비가 없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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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1.12. 전부개정)
민간위탁 삭제 및 아래 내용 등 추가.

제8조(상담사 근무환경)   도지사는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극 실시하여야 한다.
1.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
2.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3. 그 밖에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9조(악성·강성 민원 상담 처리)   ① 도지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2.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경기도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② 상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만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취하고,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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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지자체가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의 요구안을 반영, 개선하
려고 하기보다, (1) 지자체 내 기존 다른 정규직 사례 ‘형평성’을 이유로 ‘콜센터 특수성’ 반영이 사실상 이
뤄지지 않고, (2) 정해진 시기에 협의를 지자체 내용대로 맞추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상담사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꺾거나 협의 자리에 상담사들의 상급조직 노동조합이 참관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기도 함. (3)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던 상담사들이 이 과
정에서 민간위탁 시절 못지않게 목소리를 낼 권리를 생각조차 못 하고 자기검열, 통제할 수밖에 없어짐. 
(4) 한편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 후, 수많은 직종의 하나로만 간주 되고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에서도 배제
되거나 요구안이 존중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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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민간위탁 사례 : 고양시 민원콜센터

  

      (           I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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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민간위탁 사례 : 용인시 민원콜센터

  

      (김윤희 부분회장 I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용인시콜센터분회)

1.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의 현황

- 2007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년 11.24 15명의 상담사로 구성된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출범
- 2014년 23명으로 증원 
* 현재 한국코퍼레이션 현장대리인(통칭: 매니저)과 교육강사, 품질관리사, 23명의 상담사(팀장2인,21명의 
일반상담사)로 구성됨
최장 근무자 11년/ 평균 근무 연수 7년(2019.8 현재 1인 평균 6년 3개월)/ 모두 여성 
하루평균 2071건 
- 2019.09.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9.12.02. 시의회 행정감사
- 2019.12.16. 공공운수노조 가입 및 창립총회

2. 급여, 휴일기준-휴게시간 및 평가기준 

- 급여 기준
항 목 정 의 금 액 비 고

기본급 기본급여 1,607,310 일할계산적용
직무급 직무에 따른 차등 지급 근무일수(월력기준)

15일이상지급,15일 
미만 미지급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30,000~70,000
성과수당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30,000~200,000
식대,교통비 복리후생비 200,000

- 휴일기준 및 휴게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11:30~ 3교대로 1시간씩)
   화요일, 목요일 서비스 레벨과 상관없이 20분씩 
   그 외 요일은 콜 상황과 서비스 레벨 고려하여 주어짐
▶ 유급 휴가 : 15일간의 연차휴가 부여하며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허용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무급휴가는 취업규칙의 무급휴가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병가나 생리휴가에 대한 휴가는 허용된적도 
언급된적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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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전환만 기다렸습니다 
 
4년 전 용인시 콜센터에 입사하며 겪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공개경쟁입찰 시 다른 신청 업체가 없어 업체 변경 없이 한 회사에서 콜센터 지속 계약을 유지해왔습니다.
7여년간 교육과 평가를 각각 담당해왔던 관리자들은 조회시간을 통해 한 상담사의 콜을 지목해 전체 콜 청
취를 시키고, 동료 상담사에게 그 콜에 대한 지적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시키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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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여 제출토록 하고, 동료 비판을 잘한 글을 제출한 이들에겐 포상을 하고, 1주일간 그 상담사에 대해 
그룹 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적응기엔 콜코칭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코칭룸에 불려 들어가 “너는 무슨 생각으로 출근을 하냐.”, “집안에 
우환이 있어 콜을 그렇게 만드냐.” 는 등의 인격 모독을 감당해 내야 했고, 노력하여도 콜 감점이 지속되는 
등의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지요.
마음 맞는 동료들과 모이면 상담사들 내에 오간 이야기가 “너무 장기간 독점을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발
생되고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상처와 오욕으로 점철되는 평가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
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업체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일 정도
였습니다.(이후 평가에 대한 분위기가 완화됨) 그렇게 우리 상담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 주며 직접고
용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우리 상담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그야말로 등불과 같았습니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
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 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순조롭게 다가올 3단계의 직접고용의 시기 도래를 꿈꾸며 1.2단계의 고용 전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지
요. 2019년엔 우리 콜센터가 직접고용 전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8.11월에 진행한 용인시 민원여권과와의 간담회에서 담당부서는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으며 시
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기다려라.”라는 공허한 울림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그리 중요 하구나. 시는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
에 없었고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답을 구하자며 월별로 고용노동부에 가이드라인이 언제 공표될지를 되
풀이 문의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고 2018년 8월경이라던 가이드라인은 2019년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
는 책임 회피성 공표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당
시엔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적으면 적게 주는 대로 용인시의 대표 얼굴로 웃음 띤 음성과 
친절을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요받으면서도 사명감으로 지난 11년간을 버텨온 착실한 용인시의 일꾼들
이었기에 누구 하나 우리의 권리와 염원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용인시의회에서 용인시가 올린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며 “공무원 수
가 3000여명에 달하니 공무원들이 한 콜씩만 전화를 받으면 콜센터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콜센터 무용
론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자칫 콜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위기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위기상황이니 가만히 있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강도 높게 상담을 
해야 콜센터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처럼 조용한 압박이 진행되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을 단순히 전화번호 
연결만 하는 사람들로 비유하는 일부 의원의 인식을 보며 우리 상담사들은 자존감과 위상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조합 상담을 하는 와중에서 지난 9월 25일, 직속 부서인 민원여권 과장님과 행정실장님과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상담사들의 염원은 직접고용임을,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시장님과 공무직운영팀에 전달되어 논의
가 진행되기를, 그를 위해 시장님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고용노동부
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민간위탁 처우 개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용인시장 면담은 내용이 없어 불가하다
는 것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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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분분해졌습니다. “강력한 외부 노조의 가입 없이는 우
리 소리를 외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외부 노조는 시끄럽고 (노조 활동으로)업무 공백이 커지
니 기업 내 자체 노조 설립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측은 후자의 의견을 제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도콜센터 벤치마킹까지 직접 준비하여 10월 
29일 3인의 상담사와 매니저, 팀장 1인이 경기도콜센터 기업노조를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기업노조로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며 한동안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더라도 자체노조를 만들지, 연대노조를 만들지에 대해 
고민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물 흐르듯이 직접 
고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상담사 저변에 만연하게 된 것이죠. 동시에 다른 노조 단체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었는데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크더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낭비
된 시간들은 아니었던 게 희망연대노조와의 만남을 통해 노조의 역할 및 연대라는 개념, 우리 용인시콜센터
의 현 상황을 직시하게 된 점, 타 공무직과의 임금 차이 및 직접 고용의 과정들을 인지하고 학습하며 성장
하는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노조도 없는 상황에서 사측과의 소소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다음 달 스케줄을 전월 마지막 주까지 신청하여 연차를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인지라 변동이 
있을 시엔 2회까지는 변경 가능. 3회 차부터는 횟수별로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아
래와 같은 현안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① 이 감점 제도의 폐지

② 조회시간 대신 주어지던 화, 목요일 휴식시간 이외에도 지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 줄 것 

③ 신규 계약 시 현행 90%인 서비스레벨을 85% 정도로 낮추어 계약 진행해 줄 것 

④ 시장님 면담 주선 

을 요구하였고 ①은 수용 ②는 일부 수용 ③은 업체 변경으로 수용 불가 ④ 거부 당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러한 면담이 결국 한계가 있고 당장 상담사 달래기 이
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직접고용이라는 우리의 염원은 희석화될 우려가 컸습니다. 상담
사들과 면담도 하고 있으니 우리(담당부서-관리자-상담사)는 같은 편이라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순리대
로 물 흐르듯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또한 공무원 세계는 절차라는 것이 몹시 중요해서 절차를 거슬리는 
행위는 곧 직접고용을 요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논리로 우리 상담사들은 주춤했고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직접 구해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당당히 우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과 만나 콜센터 상담원들이 직고를 염원하고 있으며 목소리를 내고자 하니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측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비서실에 시장님 면
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사측 통해 시장님 면담이 1월 중순 중으로 미뤄짐을 통보 받았지만, 지난 12월 12월 2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일전에 뵈었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님이 아래의 발언을 해 용인시 공무원 사
회에 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 콜센터에서 직고 민원 넣은 것 알고 있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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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계약 시 2년 계약 말고 중간에 전환될 때를 대비해 달라.

3. 앞장선 이들 불이익 없게 보호해 달라

이 과정에서 사측은 “다산콜센터는 40콜도 안 받더라.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분위기고 콜 격차가 크더라”, 
“경기도콜센터도 직고되고 역시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민간위탁인 화성시는 콜격차가 10콜 내외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 “평택시가 새로 콜센터를 개소하는데 직접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다는 수원시 휴먼콜센터의 기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504)를 예로 들어가며 “기관(지자체)과 대
립관계 될 수 있으니 신뢰감을 주자. 고양시처럼 기관 측과 등 돌리는 관계 될 수 있으니 지금까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만 해라” 라며 상담사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
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담사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고용 관련 용인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
당 용인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공무직팀과 콜센터팀에 1차 확인하고, 퇴근길에 상위부서인 공무
직운영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돌아온 것은 “벤치마킹(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다녀온 
것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과, “직속 부서 과장 님이 부정적인 견해의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보호 쪽으로 방침이 내려져 실질적인 철회 아니냐’는 견해 
등으로 혼란스러워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헤아리는 중이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시장님께 보고
한 상태이니 내년 상반기 중 재검토가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용인시 민원콜센터를 11년간 민간위탁 운영해온 업체가 입찰 결과 낙점 받지 못하고 KTis
로 변경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사측은 12월에 상담사들에게 이를 통보했고 혼란스러워 하는 우리 상담사
들에게 연차를 소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상담사들은 상담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직접 고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콜센터 관리자가 대리하는 것으로는 용인시 담당부서 및 용인시 입장
을 바꿀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정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직접 뛰어다니기로 했고 다른 콜센터 상
담사들의 실제 입장과 상황을 확인코자 합니다. 용인시민들에게 용인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고, 우리 상담사들의 입장도 알리고자 합니다.

5. 우리의 요구 

- 근무경력 인정한 고용승계 

- 직접고용 시까지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서에 변동 가능성 기재 

- 휴식시간 확대

- 직접고용 시 중간관리자 개입 없는 공무원의 직접 운영

- 주말근무 폐지

- 3조 교대근무 폐지

- 명절비 지급 

- 협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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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정규직 전환 과정과 이후 사례 : 120경기도콜센터

  

      (유호성 지부장 I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 2019.7.1. 정규직 전환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2일, 120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공무직) 전환, 처우 개
선을 약속한 후 6개월 만에 7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7.1자 경기도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협의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과 1단계 ‘기간제’, 2단계 ‘파견용역’에 이어 2019년에는 
3단계로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다뤄지는 해였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
을 비롯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
이드라인은, 1~2단계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임금 후퇴, 졸속, 무늬만 정규직 등 논란이 불가피했을 정도였
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해를 넘겨 
2019년 2월 27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도 2018년 노정교섭 의제 중 하나로 2018년 12월부터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
규직 전환이 다뤄지고 2018년 12월 24일부터 첫 실무협의가 시작된 지 얼마 후인 2019년 1월 2일, 이재
명 도지사가 경기도콜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발적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사례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첫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사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진행된 4차례의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실무협의에 참석한 경기도 담당부서는 “권한이 없고 정해진 바 없어 이야기할 게 없다”는 입장뿐이었습니
다. 담당부서도 전국 시도지자체 콜센터 사례를 현장방문하고 조사했지만 자체적으로 모델을 구상하거나 결
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
문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4월 8일, 24일, 2차례 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진행하는 광범위한 업무, 감정노동은 인정하지만 경기도콜센
터 상담사는 경기도 공무직군 중 가장 낮은 가 직군의 ‘사무보조원’에 해당된다 하였습니다. 통계청 직업분
류표에도 사무직종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
에게 나 직군이냐, 가 직군이냐는 단지 ‘보수’ 문제가 아닌 ‘자존감’과 ‘경기도의 의지’ 문제였고, 논의 중반 
시점인 4월 26일 1차 노사 소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중 “나 직군만 되면 다른 처우는 정규직 전환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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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상담사 요구안 결과
상담사 요구안 

반영 여부
- 육아휴직자 포함 전원 전환 대

상 인정.

- 콜센터 상담사 전원을 정규직 전환한

다. (정원 : 67명)

반영.

정년

- 정년 연장 : 주민등록상 만 65

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 정년 도래자 : 정년 유예로 고

용 보장 (대상자 1명)

- 상담사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 정년도래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일

미반영.

 

그러나 2019년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 추경예산안에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직군을 가 직군으
로 다뤘고, 경기도가 가 직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5월 17일에야 전달받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은 분노
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고려 않은 가 직군 강행 규탄” 항의행동을 진행했
습니다. 점심 휴게시간 등 업무 외 시간에 일인시위와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지만 낮은 수
위로나마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전달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국장, 실장 
등이 자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정규직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했고, 경기도 내에서 정규
직 전환 철회 가능성이 수시로 언급되었습니다. 단지 며칠 진행해온 일인시위나 피케팅, 그리고 노동시민사
회단체와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8일 진행하려한 감정노동 대책 촉구 기자회견, 심지어 경기도의
회 등과 준비하던 6월 5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긴급정책토론회, 6월 11일 민생정책토론회
를 진행하거나, 참석했다가 언론에 화두가 되면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어졌습니
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한 것인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경기도 공무직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차
후에 다루겠다는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나 특수성만큼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상담사들의 요
구가 과도한 요구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노사 소위원회로 대부분 쟁점이 넘어간 상
황에서, 그 자리로는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청 내 개선안 논의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와 입장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철회’ 불
안감 조성으로 사실상 이러한 권리가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7
월 1일 정규직 전환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닐까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24일 이후 더 이상의 
일인시위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기로 한 감정노동 전문가, 인권 활동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께 양
해를 구하고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긴급정책토론회에 참관만 했고 어떤 발언도 하지 못했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4일 4차 노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로부터 4월 초기부터 들어온 기존입장을 재
확인해야 했고, 6월 24일 3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일부 문구 수정 외에 그대로 최종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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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고용 보장한다. 

① 상담사 및 팀장은 무기계약

직 나군에 적용하고 직책급 수

당(팀장)을 신설한다. 

- 나 직군 : 민원전문상담사 신

설 요청

② 매니저는 별도의 연봉으로 

협상한다

① 상담사, 팀장, 매니저 모두 직책구분 

없이 무기계약직 가군에 적용한다. 

- 우선 현행 사무보조원 직종에 편재, 

이후 콜센터상담사 직종 분리.

미반영.

경력인정
① 콜센터상담업무 특수성으로 

민간위탁 근로자 근무경력 인정

① 민간위탁근로자 근무 경력 불인정 미반영.

보수(수당)
① 직책급수당, 직무수당(특수직

무), 교통수당을 신설한다.

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미반영.

보수(실적급)

① 별도의 실적급 기준을 마련

하여 지급한다.

① 별도의 실적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임의규정)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인

사 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

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님.

 - (경기도 현황)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

지 않으며, 향후 도 전체 차원에서 지

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예정.

미반영.

임 금 후 퇴 자 

보전수당

모두 일반상담사로 전환. 보전수당 불

가.

채용방식

- 육아휴직 포함 재직자, 서류 

심사만 진행.

① ‘19.1.2 기준일 당시 상담사를 대상

으로 부서 자체평가 후 전환한다

반영.

처

우

개

선

시급범위

조정

① 상담사 공무직 전환시 시급 

책정 범위 조정

- 직접인건비, 제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시급 책정 및 적용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준

용

- 현재 기본급+직무수당으로 시간외단

가 적용

미반영.

단체협약

① 공무직 전환 후 단체협약 체

결전까지 

㈜한국코퍼레이션 단체협약을 

전환 후에도 

적용

고용주체 변경으로((주)한국코퍼레이션

→경기도) 인해 불가한 사항임. 

미반영.

복리후생

① 경조사 전환 전 수준 이상 

유지

② 근로자의 날, 콜센터개소일, 

근로자 생일 축하금 신설

③ 특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

정 준용하며 별도의 인정은 불가함.

미반영.

프로그램

① 우수 상담사 해외연수

② 힐링캠프 운영

③ 동아리활동지원

④ 외부교육지원

콜센터 상담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범위내 최대한 지원하며, 

- 소그룹활동은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며

미반영.

(전환 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대

화창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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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개인/집단 프로그램 

운영

⑥ 소그룹 활동 지원

⑦ 헬스키퍼 운영

- 헬스키퍼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헬

스키퍼 사업으로 편입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헬스키퍼 사

업

- 이용대상 : 경기도 본청 및 사업

소 직원 - 이용인원 : 월 320명 이

용

- 예 산 액 : 80백만원

- 집행과목 : 민간위탁금 

 *안마사법에 따라 직접채용불가

7월 1일 정규직 전환이 된 후 고용 안정은 보장되었지만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은 4~5년의 경력과 연차유
급휴가가 제로화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한 달이 지나야 연차휴가 하루가 생깁니다. 여름휴가는 고사
하고 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 휴식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19.7.1. 정규직 전환 이후

우리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은 2019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공무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노사협의회 근
로자위원 선출이 끝나 경기도 공무직 첫 단체교섭, 경기도 공무직 노사협의회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경기도가 ‘교섭 창구 분리 통한 개별교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
전문가협의회도 연장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고용 보장, 처우개선은 정규직 전환 후”라는 경기도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공
무직 교섭대표노조인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경기도청지회와 2020년 생활임금 개선을 요구하고, 공무직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을 통해 경기도콜센터 현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경기도콜센터 내의 두 
상담사 노동조합들이 함께 경기도 담당부서인 열린민원실 콜센터팀 공무원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상담사들
의 목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내 휴게실이 방음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휴게실에서 안정적으로 쉬는데 어려움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2019년 상반기 경기도 차원에서 휴게실 점검, 운영매뉴얼 추진 시 경기도콜센터 휴
게실은 민간위탁 관할이라고 배제) 공간이 협소해 주간팀, 저녁팀 상담사가 좌석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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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0.22 개정된 경기도콜센터 운영 조례 주요 개정 내용

가.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규정 및 콜센터 운영위원회(한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5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

나. 인권 보호 및 비밀 유지 관련 신설안 :

제7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평
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제반사항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사 근무환경) 도지사는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

야 한다.

  1.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

  2.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3. 그 밖에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9조(악성‧강성 민원 상담 처리) ① 도지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사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2.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경기도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

치를 요구하는 경우

  ② 상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만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내용을 

녹취하고,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악·강성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민원지원팀 자리가 휴게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에 콜센터팀은 당장 휴게실 
개선은 어렵다고 하고, 2021년 경기도청이 수원 광교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콜센터는 현 
도청에 남아 다른 부서에 자리를 이용하여 휴게실 개선하겠다고 하였고, 현 휴게실 온돌방에 불어오는 웃풍
에 대해서는 추후 방온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외에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서울시 다산콜센터처럼 365일 24시간 운영체제이지만, 월~금요일을 
기본으로 하고, 주말필수상담팀을 별도 구성하고 희망자를 신청받아 주말, 공휴일 근무케 하는 사례를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강성 및 고질 민원인들에 대해 구성원 협의 통해 고객응대매뉴얼 마련 및 공지, 휴게시간 
보장 등 적극 권장, 악·강성 민원 상담 처리 기준을 구성원 협의 통해 마련 및 운영,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와 같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만큼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 그리고 고질민원인을 차
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 콜센터팀도 정부콜센터, 인천시콜센터 해당 지침을 비교하며 우
리 상담사들과 함께 고질민원인 차단 방법을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반차휴가와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절에는 오후 2시 반차 시 오후 1시에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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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휴게시간을 갖고 바로 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무직 전환 후에는 필히 사무실에 복귀해서 오후 2시
에 퇴근 지문인식을 하고 가야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이후 모든 상담사의 근속이 인정되지 않아 제로화 되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경기도 공
무원의 경우에도 도입된 연차 당겨쓰기를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등 공무직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 참고 :

-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18조의2(연가 당겨쓰기)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

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인적자원개발(e-HRD)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영상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에 대해 열린
민원실 콜센터팀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공무직 첫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가 마무리되었음에도 2019년 12월 24일 현재까지 경기도가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만이 아닌 전체 공무직의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형평성’
을 이야기했던 경기도가 노동존중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공무직 교섭
대표노조인 공공연대노조 등과 계속해서 연대하여, 우리 콜센터 뿐만 아닌 경기도 전체 공무직원의 요구안
인 경력 인정, 8~9천원인 호봉구간을 상승시킬 것 등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참고 :

-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 보수규정, 그리고 그간 공무직 전환과 적용 과정에서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비정규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경기도 관련 업무를 해온 10년 이상의 경력이 모두 제로화 되었고 이는 호봉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어 공무원, 군복무 경력이 없는 공무직 대부분 1호봉으로 전환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있

습니다.

 : 120경기도콜센터의 경우 2019.7.1. 공무직 전환자 59명 중 1호봉 55명, 2호봉 2명, 3호봉 2명으로 호

봉을 인정 받은 4명은 그나마 군복무경력이 인정 받은 것이고 나머지 모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로화 되었습니다.

 : 경기도 공무직 전체 사례를 확인코자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경기도 노동정책과는 호봉별 인원, 경력

인정 인원에 대해 ‘정보부존재’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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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환 과정과 이후 사례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김효민 부지부장 I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감정노동,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자!!

-시작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콜센터에서 2012년 8월부터 상담사로 일해 왔고, 올해 갓 2살이 된 아들을 두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서울시청 업무를 안내해주는 다산콜센터에 다닌다고 하니까 “와~ 다산콜센터.. 거기가 콜센터계
의 삼성 이잖아! 콜센터계에서는 최고잖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콜센터 노조 모임 가면 저희 다산콜센터를 보고 “콜센터 노조계의 시조새”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
니다. 

지난 7년간 우리 다산콜센터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산콜센터에 노조가 생긴 건 2012년 9월 12일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
한 노동조건이 노조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열악한 노동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을 때 콜 밀린다고 관리자가 화장실까지 와서 문 두드리며, 빨리 전화 받으라고함

◾매월 업무테스트 (시험 전 테스트준비 및 시험 결과에 따른 나머지 공부 및 숙제-깜지, 틀린문제 2번 써

오기)

◾콜시작 20분전에 사무실 도착. 업무시작 5분전에 콜대기. 퇴근시간 5분전까지 콜대기

◾업무테스트 및 콜대기. (노조 설립된 이후 체불임금 투쟁으로 3년치 체불임금 받아냄)

◾저성과자 퇴근 후 남아서 자율학습

◾설, 추석 명절상여금 0원, 상품권 3만원만 지급

◾점심시간 1시간 미보장 (월/금 인입콜 증가시 점심시간 50분만 사용)

◾연차 사용제한 (주필팀 월요일은 연차 사용 제한)

◾실시간 모니터링&(관리자와 민원인 삼자통화)

◾매월 2차례 QA평가 

◾실적 압박 (1차처리율/콜수/콜통화시간/상담이력충실도/ 업무테스트)

이런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노조가 생기면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1시간마다 7.5분씩 휴식(1일 60분 휴식)도 갖고 상담사 스스로 업무를 제어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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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콜센터 입사 전 -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학습지 방문교사인 눈높이 선생님으로 약 10년 근무했습니다. 
학습지는 영업한 만큼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신규회원모집과 회원관리, 회사 한 켠에 자리 잡은 영업실적 그래프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급여들을 보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의 직원,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직장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
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초저녁이 되면 월요일 회사 가서 영업실적 그래프를 쳐다볼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 
저녁에 지는 해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영업직 경력을 통해 신용카드사 아웃바운드 콜센터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4대 보험 적용은 되지만 카드신규 갱신 발급/ 선 포인트 판매 등등 영업실적 압박 또한 만
만치 않았습니다.

- 다산콜센터 입사 -

 저는 신용카드사 콜센터 경력을 바탕으로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수탁사였던 효성ITX에 2011년 8월25일 
입사 했습니다. 6주 동안의 신입 업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음날부터 다산콜센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민간인 신분이긴 했지만 저는 공공기관인 서울시청, 서울시정, 구정 업
무를 안내한다는 소속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이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들, 저를 숨 조여 왔던 영업실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신입 교육 때 저는 교육강사에게 저의 부족한 경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만 일하
느라 컴퓨터 워드 작업도 해야 하는 다산콜센터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직장을 오래 다니고 싶었고, 입사 초기부터 “다산콜센터에 뼈를 묻자”가 저의 작은 인생 
목표였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시골 출신인 제가, 서울말도 서툴고, 경상도 억센 억양, 사투리도 못 고쳤는데, 제
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서울시 행정업무를 안내하다니, 스스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록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지만, 업무 범위가 막대해 출퇴근길에 공부를 해야 하고, 집에 가서도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는 자세로 업무 숙지에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 집에서 서울시청 로고가 적힌 회사 명찰을 목에 걸고, 지하철도 타고 일부러 동네 마트 장까지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산콜센터 명찰을 매일 같이 걸고 다녔고, 이를 이상하게 본 동료 중 일부는 ‘김효민 씨! 콜센터 다
니는 거 자랑할 일이야?’라며 우리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신용카드사의 아웃바운드 콜센터처럼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은 없었지만  
서울시정과 구정, 서울시 수도사업소, 보건소 등 서울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서
울시 산하 사업소 중 몇 군데 상담이 제외되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서울대공원, 가락시장, 어린이대공원, 시
립미술관, 승화원(화장)도 안내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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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오락프로그램 ‘무한도전’에도 나왔듯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업무내용에 공
공기관이면서 ‘시민 친절도’에 대한 압박도 심했습니다.

 저는 현재 다산콜센터 내 교통2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안내나 택시불편신고 민원접수 그 외 서울시 구정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서울시에서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들로 인해 전국에서 오는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문의 전화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첫 시행일 12월1일과 올 겨울 처음 발령된 재난안내문자 -수도권미세먼지 경계’ 
12월9일 익일 이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일 12월10일은 교통팀뿐만 아니라 다산콜센터 상
담사들은 ‘하루종일 시민들에게 욕먹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들은 시민들은 질문하고, 서울시 부서는 전화통화도 안되고, 재단 내부 교육팀
은 상담자료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해주고, 박원순 시장은 모든 준비가 철저히 되었다고 하지만,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만 있었던 업무 고충은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들도 겪었을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노조가 계속 해결되도록 서울시, 재단을 압박
해 나갈 것입니다.  
   
- 다산콜센터 노조 탄생 - 

 2012년 9월12일 저희 다산콜센터에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저도 제 회사를 사랑하고, 제 일터인 다산콜센터의 경영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
다.
그런데 노조가 생긴 후 우리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이직률이 심하기로 소문난 콜센터에서 수시로 그만두던 상담사들의 이직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위탁업
체 때 저의 퇴직(=거취. 김효민씨는 일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만두는게 어떨까요?)을 심심치 않게 종
용하던 팀장의 눈치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나머지공부와 숙제를 선사했던)허울 
뿐인 업무테스트도 없어졌습니다.
오안내가 아닌데도 오안내라 주장하고, 업무플로어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업무 코칭하고, 목소
리가 불친절하다며, 온갖 걸 핑계로 상담사들을 괴롭히던 QA 강사, 팀장들의 부적절한 피드백 당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원한 노조 가입 목적은 다 이루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몇 가지 사항만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라고 적극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 꿈이 「개인 월별 성과(S-A-B-C-D 등급 상관없이) 만근이」 인데... 
경고파업 종일 파업.. 심지어는 2014년 9월 서울시청 로비에서 하루 종일 ‘박원순시장 면담 요구 투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노조에서 몇 달 동안을 매일 1인시위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저는 노조 간부가 아니
기에 1인 시위 참여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참고로, 전 이명박 씨가 제 중학교 선배이며, 그런 지역 출신
이다 보니 1인 시위를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서울역이라 시청까지 지하철로 두 정거장 밖에 안되고,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내 회사인 
다산콜센터가 잘되자고 하는 1인 시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하겠어. 조금 하다
가 말겠지’라는 마음에 일주일에 2~3번씩 현장에 가보았더니 갈 때마다 항상 누군가는 나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시청 앞에서 누군가는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박원순이 해결하라!” 
피켓을 들고 서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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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1인 시위할 때 서울시청 앞에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지금의 ‘심명숙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심명숙 지부장이 저랑 같은 다산콜센터 상담사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고로, 전 심명숙 지부장이 희망연대노조 본조 소속 활동가라서 다산콜센터 
담당 조직국장인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상담사이고.. 지부장의 집이 양재동에서도 한~참 버스 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까지 이른 아침 일인시위 왔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심명숙 지부장이 4년째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회사 다산콜센터’를 위해 1기 때 부지부장, 
2기 때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효민 3기 노조 간부 입성기 

  2017년 1월초 사랑하는 제 직장 다산콜센터 노조에서 저에게 부지부장 제의가 왔을 때 저는 1월21일 결
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흔쾌ㅎ 간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부를 맡았지만 다행히 같은 해 5월에 임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초반 다산콜센터는 기존의 3개의 위탁업체에서 2개의 위탁업체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위탁업체가 
다르다 보니 층층마다 업무매뉴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각 위탁업체 마다 퇴직금 적립방식 및 단체협약 내용도 다른 상태였습니다. 
2017년 5월1일 재단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 노조가 서울시와 협력해 제대로 된 120다산콜재단을 만들
기 위해 처리해야 될 일(퇴직금 적립방식 및 경력인정, 고용승계, 위탁업체 관리자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민간위탁업체 때는 관리자 본인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자들이 본인과 친한 사람에게 연장업무, 휴
일근무 등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 다산콜재단 출범 

2017년 5월1일 다산콜센터 상담사 405명은 서울시 직접고용 방안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전원 고용승계 되
었습니다. 
재단으로 전환, 고용 승계되고 난 후 가장 모범이라면 상담사들의 경력인정, 100%고용승계된 것입니다. 
또한 경력 인정, 장기근속 유도하는 호봉제 신설되고, 유급병가 도입, 복지포인트도 연간 12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은 재단이 출범하고 이사장이 임명되어 왔습니다. 아니 이사장만 왔습니다. 이사장이 오고 나서
야 이사장실도 새로 생겨날 정도로 나아진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직장인 은행대출이 일반 대출상품으로 바뀔 뿐이었습니다.)
 위탁업체 센터장들이 본사로 돌아가고 난후 재단에 남아있던 위탁업체 출신 팀장(관리자)들은 여전히 반
노동, 반인권, 인식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노조 간부들은 그때마다 항의하느라,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
었습니다. 
2017년 7월 경에 운영본부장이 왔습니다. 위탁업체 효성ITX 업체 출신으로 온 사람이라.. 기존 위탁업체 
관리자 마인드였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직접고용이 되고, 공공기관이 되어서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위탁업체 아니 재단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위탁업체의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했었습니다.
재단 전환 후 2개의 위탁업체를 하나의 재단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전직원 상담석 변경’, ‘새로운 관리자 임
용’,‘서울시와 재단의 전산분리작업’,‘운영본부장 무능력- 업무매뉴얼 혼선, DB부재 ’등으로 인해 상담사들
은 근무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이 6년 동안 투
쟁해서 출범한 ‘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의 투쟁으로 만든 120’이란 의식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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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노조도 이 열악하고 어수선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재단.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되었지만 “재단 안정화‘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 출범 2년
이 넘었지만, 여전히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서울시와 재단을 대상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운영방식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 했습니다.

▶평가제개선 -QA폐지, 업무테스트 페지

▶휴식시간 확대-위탁업체때는 아예 없었으며, 2018년 단협으로 일40분->일60분으로 늘어남.

▶탄력근무제 개편-기존에  한 달에 한 주간 동안 8시,9시,10시 출근조가 순환되었음-> 3개월 고정근무제 

변경함.

상담사들이 출근시간의 잦은 변경이 오랜 스트레스로 있었는데, 노조가 시간대별 콜인입량과 응대율 분석 

후 조합원들에 스티커 설문을 통해 재단에 제안했고, 제단이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응대율이 6%정

도 상승되었음.

▶악 강성 민원대응 현장교육 강화

▶업무 교육 강화(서울시 담당 주무관이 직접 교육)

▶상담사들의 감정노동보호 일환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재단에 교육 제안-

동대문구 소재 시민사회 단체인 우리동네노동권찾기와 노조가 연대해 다양한 특활 활동 진행. 

동대문구 보건소와 연계-정신건강테스트 실시 

그 외, 노조는 재단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직고용 투쟁 이후 노조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노조 출범 초기에 ‘받는 노조’에서 미력한 힘이지만, 품앗이 
해주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타 콜센터 노조 연대활동 해왔으며, 이러한 결실로 ‘경기도 콜센터 노조 조직
화’에 연대했습니다.

올해 다산콜센터는 임금교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19년 임금인상 역대급 인상 7%인상

▶ 지회장 아카데미-지회장단의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교류가 확대가 됨.

▶ 힐링프로그램 - 2018년 단협으로 조합원교육시간이 확대, 업무로 지친 조합원들에게 외부힐링 시간을 

갖게 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감정노동,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자!!

-맺음말-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재단으로 직접 고용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콜센터라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시행하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 직원 6급 고용승계와 경력인정을 이뤄냈습
니다.
이는 노조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같이 싸운 성과입니다. 

저는 부지장으로서 제 직장을 변화시키는데 제 힘을 쏟았다는 것에 정말 기쁩니다.
 
2019년 12월, 다산콜센터 노조가 생긴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대 받아야만 하는 노조’에서, 이제는 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희망, 연대의 힘을 줄 수 있는 
노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콜센터  노조 조합원께서 “콜센터계의 어머니”라며, 굉장히 우릴 반가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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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노조의 활동은 전국 40만명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외쳤던 요구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 감정노동보호 강화, 전문성 강화,
이제는 함께 외칠, 노조로 조직된 콜센터 노동자들!
연대의 힘이 더 커진 것을 느낍니다.
우리 다산콜센터 노조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 노동조합 중심으로 단결해 전국 약 40
만명의 콜센터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콜센터 업무를 하찮게 여기거나, 상담사들을 비하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잘못된 사회인식, 더 높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해 우리 다산콜센터 
노조가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40만 콜센터 노동자들
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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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정규직 전환 과정과 이후 사례 : 수원시 휴먼콜센터

  

      (송임해 여성부장 I 수원시공무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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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제언

  

      (김지나 도의원 I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