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ㅡ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

실화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규직화가 ‘불공정’한 ‘특혜’라고 몰

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

아세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총이 채용 시험도 거부하고 조합원의 정규직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

화를 요구’한 게 비리 때문인 양 비난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대상

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

으로 거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해당 업무를 수년에서 십

이다. 특혜와 비리의 화신인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런 공세를

년 넘게 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무슨 자격이 또 필요하단 말

펴는 것은 완전히 위선이다.

인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채용’ 운운하며 공개 채용 시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온갖 억측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고용

을 치르려 했는데, 이리 되면 비정규직 중 일부가 부당하게 해고될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근거는 전혀 없

수도 있었다.

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사실이라고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데도 이롭다. 기업주들은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 청년 가릴 것 없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08명(8.4퍼센트)은 재직자의 친

이 외주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우리가 학점

인척”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자 중 일부가 공사에 친

경쟁 강화, 스펙 쌓기 등으로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애쓰는 동안 기업

인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

주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렸다. 역대 정부들은 대기업들이 저

하는 것은 아니다.

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동 개혁’, ‘규제 완화’ 등 정책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무기계약직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공사 직원들이 친인척에게

뒷받침해 줬다. 즉, 정부 자신이 비정규직을 늘려 온 주범이기도 하
다.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억측도 보태고 있다. 물론 비정규

그러나 정부는 청년들을 고용할 능력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할 의

직 채용 정보 등은 공사 직원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

무가 있다. 특히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로 한국 정

에게 그 정보를 소개해 줬을 수는 있다.

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공공부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친인척을 비정규
직으로 입사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노
동자와 청년, 학생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뒤이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

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이 있는 108명 중 34명은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불충분한 정규직화에 맞서, 한국잡

2016년 ‘구의역 사고’ 전에, 다른 36명은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김

월드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군과 같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나머지 38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이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이 정규직이 된 것이나, 민
주노총 간부의 부인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 빨리 승진해 정

* 이 글은 신문 <노동자 연대> 264호 기사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비
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를 편집한 것이다.

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는 주장 등도 모두 비리와 상관없거나 사실
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채용?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이처럼 무리하게 ‘고용 세습’을 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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