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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
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
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
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
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
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
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
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 실업부조, 고용보험, 실업보험, 한시적 근로자, 융복합 시대.

Abstract  Present study aims to describe who are th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e 
dominant form of employment of Korean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characterized by instable contract, low 
wage, long-time work and exclusion from the state and occupational welfare. Also, non-regular female workers 
are not homeogenous but there are various groups of women among female non-regular workers including 
young part-time workers, high educational middle class contract professionals, particular contract workers such 
as home-schooling teachers. However, it would worth noting that over 40s, low-educational, low income, 
breadwinning women who are working in sales, service, and simple handy job are most likely to becom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ose women are the major group among non-regular female 
workers. The public assistance (in cash) for non-regular workers are necessarily needed for them at this point 
in South Korea.  

Key Words : non-regular female workers, low educated women, low wage female workers, unemployment assistance, 
unemployment insurance, conver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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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여성 노동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여

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0%를 육박할 만큼 여성 노

동공 이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이 여성 노동공  증

가의 주 형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데 문제

가 있다. 조사기   비정규직에 한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2/3가 비정규직이고, 우리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3/4가 여성임은 많이 알려진 통

계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임

, 열악한 근무환경, 차별  우, 정리해고  빈곤의 

험에 놓여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반 이상

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그들의 부분이 경

제 으로 힘들다는 것은 매우 우울한 상이다. 빈곤노

동자의 황을 살펴본 송호근의 분석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의 1/3이하의 보수를 받는 근로빈민 1745명 가운데 

여성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고한다[2].

2006년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고 

등에 한 법률(이하 비정규보호법)’과 2011년 무기계약

직 법안으로 비정규직을 한 법  보호가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이런 조치들은 기업들이 법안에 한 응방

안으로 이 과는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게 

했다[3]. 아직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가는 길이 아닌 

일종의 함정으로 고착화의 경향을 가진다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4, 5] 참조).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이다. 여

성 임 노동자의 약 2/3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6]. 여

성비정규직은 남성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상황

에 놓여있는데, 성차별, 동일직종 남성노동자 비 임

,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장시간 노동, 일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남성  정규직이 리는 승진이나 

복지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자로써 온 한 권리를 리

지 못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계상 가장 

하 로 취 되면서도 유럽이나 일본의 비정규직 여성들

처럼 단시간 시간제 노동이 아닌 개 일제 장시간 노

동을 수행하고 있다[6]. 

여성비정규직에도 매우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20-30  심의 은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학습지 교

사와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 고학력 문직 여성이지만 

재택근무자  고연  계약직들, 그리고 주로 40  이상 

학력 소득층 주부 주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들에 한 기존 연구들은 이 다양

한 특성의 비정규직 여성들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의 개선  모성보호를 한 제도 확충, 노동시장의 이

 체계 개선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여성들의 고용안정  소득보장

을 한 정책  제언을 하기 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

성들이라면 제일 먼  어떤 여성들을 떠올려야 하는지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데 일차  목 이 있다. 분명히 고

학력 문직 고연  계약직이나 20  은 아르바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표 격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심

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어떤 연령 의, 

어떤 학력의, 어떤 직종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과 

동시에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자리매김하는가? 우리 사회

는 어떤 배경의 여성들에게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을 당연

시 하는가? 그 다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표 집

단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는 이들을 한 소득보장으로 

어떤 제도를 가장 먼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2. 기존 문헌 검토

여성비정규직에 한 기존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7]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

입해 비정규직의 경험을 많이 한 여성일수록 비정규 노

동시장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 으로 

보여 으로서 여성들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환하

기 한 간단계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

직으로 계속 머물도록 하는 함정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

다. [8]은 젠더 에서 여성 서비스 노동의 성격을 규명

하고 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증가와 

련하여 이들의 노동의 질을 악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직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여

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한 사례연구([9])가 있고 [10]은 

남성 심  노동조합의 시각에 의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

자에 한 차별과 배제가 묵인되고 있는 실을 분석하

다. 특히 [10]의 연구는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는 이 의 

굴  속에서 차별의 주요 상이 되고 있는 여성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실을 드러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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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인지  시각을 강조하고 여성비정규직을 둘러싼 열

악한 실을 드러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쉬운 

은 여성비정규직 속에도 매우 다양한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정규직을 개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었

다는 이다. 20  은 고학력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여

성과 식당/마트 등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학력 비

정규직 여성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기는 그들간의 

차이가 무 클 것이다. [11]의 연구가 다소 본 연구의 취

지와 유사한 지 을 보이는데, 그는 비정규직이 될 확률

이 높은 집단으로 기혼, 연령층, 고연령층, 학력층이

라 밝혔다. 그러나 [11]의 연구도 성별 강조가 미흡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다양한 집단에 한 구체화가 부족하다

는 한계 이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

되 특히 비정규직 여성에 한 공식 통계 수치를 이용하

되 성별, 연도별, 직업별, 직종별 분류에 을 두었다. 

비정규직 련 국내외 문헌 뿐 아니라, 비정규직 련 통

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  정부출연연구소의 공

식  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이 가장 주요하게 이용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련 통계 수치를 소개하고 설명한 통계

청 홈페이지에 포함된 자료 한 본 논문의 연구 자료가 

되었으며, 불확실한 내용이나 정확히 확인해야 할 사항

에 해서는 담당 부서  담당자와의 화통화도 이루

어졌다. 련 통계  자료는 최 한 최신 자료를 인용하

고자 노력하 으나 부득이 한 경우는 2000년  이후 자

료를 이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대표 집단: 

    가장 취약한 여성비정규직은 누구인가 

한국의 여성 비정규직들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한시  고용을 주된 고용형태로 하며 고용불안정, 임

, (임 비) 장시간 노동,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

망이나 복지로부터의 배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성 

임 근로자의 2/3을 차지하는 여성 비정규직 안에는, 고

학력 문직 여성들, 기업체에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

는 20-30  은 여성들, 가사도우미나 식당보조 등으로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 여성들, 형마트 등에서 견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는 매직 서비스 여성들, 학습지 

방문교사나 보험 매원으로 일하는 특수 고용형태 근로

자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한 이들 집단 안

에서도 연령, 학력, 그리고 생계부양자인지 아닌지에 차

이가 커서 동질 으로 취 하기 어려운 이 존재한다.  

본 단락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집단의 여성들이 가장 

비정규직으로 되기 쉬운지, 따라서 한국의 비정규직이라

면 구를 가장 먼  떠올려야 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반드시 비정규직 체 여성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성의 여성들이 가장 당연하게 비정규직 취 을 받는가

와 그들 스스로도 비정규직을 스스로 받아들이냐 와 

련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한 으로나마 여성 비정

규직을 한 소득보장 제도를 구축하려면 어떤 집단을 

염두에 두고 제도 마련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생애주기 동안 노동시장 참여 패턴은 잘 알

려진 로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20  후반까지는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가 출산  양육이 발생하는 연령 (최근 경향으로는 30

 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다가, 이  일부는 

구히 퇴장하고, 일부는 30  후반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M자형 곡선을 만들어 내지만, 우리나라는 특이

한 두 가지 상을 나타낸다[5]. 첫째는, [5]에서 지 한 

것처럼 그 M자형 곡선은 정규직으로 나타나는 곡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애 후반부에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

는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주로 비정규직으로 나타난다. 

즉, 정규직만 찰한다면, M자형 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여성들의 정규직 고용률만을 본다면, 20 에 고 을 보

이고, 그 이후는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즉 M자형에서 첫 

번째 피크는 여성 정규직 고용이라면, 두 번째 피크는 여

성 비정규직 고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는 출

산  양육으로 경력단 을 경험한 뒤 재취업한 여성들

은 과거에 정규직이었다고 해도, 부분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6]. 비정규직 여성

에 한 한 연구에서 인용한 아래 표를 들여다보면, 재취

업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상이 분명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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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giving 

birth

before 

giving birth

regular non-regular

others

(self-employe

d, etc)

total 

(# of case)

regular 26.8% 57.1% 16.1% 100.0(56)

non-regular 4.0% 88.1% 7.9% 100.0(201)

total 8.9% 81.3% 24.0% 100.0(257)

source: [12]

<Table 1> Re-entry of women to labor work:
           before vs. after giving birth

출산을 후로,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된 여성은 

조사 상인 정규직 여성 체의 57.1%이고 출산  정규

직이었던 여성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26.8%

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었다가 여 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88.1%이고 비정규직이 출산 후 정규직으

로 취업한 여성은 4.0%에 그침을 보여 다. 출산 후 은 

나이를 지난 여성들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선호되지 

않으며, 이차 노동력으로 취 되고, 따라서 고용형태 면

에서 수  하락을 경험한다. 

그 다면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집단과 비정규직이었다가 여 히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의 주된 학력 층은 어느 정도일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쉽게 상 가능한 것처럼 출산 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부분은 임   우가 낮은 단순 직종

의 비정규직으로[13] 학력 여성은 이러한 일자리라도 

받아들이지만, 고학력 산층 정도의 여성은 그 지 못

하다. 따라서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아  퇴장하는 여성

은 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이다. [13]의 연구에 의하면 무

학부터 문 졸 여성까지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용률

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이탈률이 감소하지만, 졸 이상 

고학력자에서는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탈률이 높아

진다. 고학력 산층 이상 여성들은 일정 소득 이상을 벌

어들이는 남성 배우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높고, 따라서 이 고학력 여성들은 출산 후 일정 

수 의 임 과 우를 제공하는 직업이 불가능할 바에는 

차라리 유 노동을 포기하고 업주부화하며, 차라리 가

정주부로써 집안일과 자녀교육에 집 하는 선택이 그들

이 속한 가족의 이익을 극 화한다고 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를 

들어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졸 여성의 고용률은 

57.6%에서 55.3%로 더 감소했고, 노동시장 이탈률은 

39.3%에서 42.9%로 증가했다[13]. 이 결과 고학력 여성

의 고용률이 여성 체의 고용률보다 떨어지는 나라는 

OECD 국가  우리나라뿐이다[6]. 출산을 후로 한 여

성의 경력단 은 여성의 고용을 학력 비정규직화로 재

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의  하나 구별되는 특성은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 에서도 가장 열악한 임시직  일

용직에 집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

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한시  근로이다. 나머지는 시

간제 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견근로, 용역근로, 가내

근로 등이 차지한다1). OECD 국가들은 부분 시간제근

로( 트타임)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시간제근로 비 은 남녀를 합한 체가 약 7% 정도

이며, 여성은 약 11%를 차지하고 있어 낮은 수 이다. 이

는 비정규직 증가의 부분이 한시  근로 형태이기 때

문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15]. 

regul

ar

non-

regular instant part-

time 

temp

orary 

partic

ular

dispat

ch
service

dome

stic

2002 3870 1902 913 579 149 443 48 124 190

2005 3539 2747 1751 736 252 394 75 183 127

source: [1]

<Table 2> Regular vs. non-regular female workers
   (unit: thousand) 

<Table 2> 의 두 번째 행에 보이듯이 2005년 기  우

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약 275만 명  약 175만 명

에 해당하는 약 63.7% 이상이 한시  근로자로 조사되고 

있다. 한시  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탁직,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등이 속하며, 고용기간을 미리 정

해 놓고 일을 하거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근로기 법의 해고 외조항의 용을 받지 않고 언

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이다[1]. 특히 2005년 한시

1) 시간제 근로자는 동종의 노동자보다 한 시간이라도 짧은 시
간 동안 일하는 노동자 혹은 실제로 더 짧은 시간 일하는 것
은 아니지만 임금결정방식이 시간에 달려있는 노동자를 말
하며,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실제 사용주와 고용계약의 당사
자가 다른 간접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계약형식이 당사자 간에 고용계약을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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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비 은 2002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

하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가장 큰 축임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여성의 취업은 은 비 의 정규직을 제외

하고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제

일 흔한 패턴이며 근로기 법의 해고 외조항의 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여성비정규직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age

   Percentage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non-regular 

female workers

20-29 yrs old 33.4

30-39 40.1

40-49 46.7

50-59 55.2

60- 75.7

mean age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40.0

marital status

not married 35.0

married 46.4

divorced, widow 56.5

education

middle school 59.3

high school 41.9

college 31.4

university or over 32.8

occupation

congress or high office 14.7

expert, professional 24.2

engineer,

paraprofessional
43.6

office worker 29.0

service 50.5

sales 58.7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89.2

technician 33.3

assembly technician 18.1

simply handy laborer 69.2

source: restructured using the table from [1]  

<Table 3> Percentage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by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occupation                  (unit: years, %)

<Table 3>은 여성들의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구

분에 따라 비정규직 분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표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40세로, 

2005년 기 , 여성 20 에서만 비정규직이 33.4%이고, 30

 이상이 되면 40%를 넘어서고, 40 부터 거의 반을

(46.7%), 그리고 50 에는 무려 55.2%, 60 에는 무려 

75.7%가 비정규직으로 보고되고 있다. 40  부터는 비정

규직이 차지하는 비 이 반이거나 정규직을 넘어서고, 

연령 가 증가할수록 비정규직의 비율도  증가하는

데 60  이상 여성근로자의 3/4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의미이다. 즉 여성은 20 의 경우 비교  정규직으로 일

할 확률이 다른 연령 에 비해 높지만, 30  이상으로 갈

수록 상 으로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진입하기가 어렵

다는 것을 보여 다[1].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여성을 

제외하고는 기혼여성의 경우 반 정도가(46.4%), 남성

배우자가 부재하는 이혼  사별 여성의 56.5%가 비정규

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조건과 여성 노동

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

시장은 기혼  여성생계부양자를 이차노동  비주류 

노동자로 취 하여, 임 과 장시간 근로를 견디도록 

할 뿐 정규직으로 제공하려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도 

남성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상 없이 임 이 더라도 

정규직이 주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비정규직을 받아들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학력별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졸이하 여

성의 59.3%가 비정규직으로 다른 학력 수 보다 비정규

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고졸미만 학력 여성들

은 자 업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규직에 진입하기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고졸과 문 졸까지는 학력이 높아

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하를 차지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문 졸

의 31.4%에 비해서 졸이상의 여성들의 32.8%가 비정

규직으로 나타나 고학력 집단 한 비정규직화 상에서 

외일 수 없음을 보인다. 직종별 여성비정규직의 분포

를 보면, 비정규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이 서비

스직(50.5%), 매직(58.7%), 농림어업숙련종사자(89.2%), 

단순노무자(69.2%)이다. 특히 서비스  매직의 비정

규직화는 여성을 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1].  

해외의 몇몇 국가와 우리나라의 여성 비정규 노동을 

구분하는  하나의 주요 특징은, 모성의 역할 부분이다. 

선진국가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생계부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로 하면서 부분 자녀양육과 직장

을 병행하려하는 트타임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기혼일 경우,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을 단 한 후, 임시직 계약직의 형태로 

복귀해 일제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이며 이혼과 사별

의 경우 출산 육아를 거친 후 남성 배우자의 부재 상태에

서 스스로를 부양하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남성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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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건 없건 간에 남성 생계부양자를 제로 임 이 

더라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이

라는 설명이 우리나라 비정규 여성에게는 맞지 않는 경

우가 많다[6]. [16]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규직 여성의 취

학자녀수가 비정규직 여성보다 오히려 0.2명 높고 자녀

를 돌보는 시간도 정규직이 더 길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의 형은 육아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주요한 요

인이 아니라는 것이다[6].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모성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정규직 소득  사

회보장을 공유하는 산층 고학력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한 학력 40  이상의 여성

들이 임 의 일제 비정규 노동자의 지 를 받아들인

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따라서 [17]의 연구

를 포함해서 많은 비정규직 여성 련 연구들이 비정규직

에서 여성이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해서 남

성 생계부양자를 제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

하기 때문에 임 이 더라도 이를 양립할 수 있는 직업

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일반  설명이 우리나라에는 최

의 설명이 아닐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이라는 것

은, 다른 OECD국가처럼 트타임 노동을 히 이용하

는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

바이트로 불리면서 경력의 단  해고에 쉽게 노출되

어 있는 한시  노동자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의 

표 모습은 20 의 아르바이트생이거나, 무기계약직이

거나,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이거나, 고학

력 문직 계약직이 아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표 

모습은, 평균연령 는 40세이고(2005년 기 ), 40세부터 

고령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그들의 50%-6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서비스직  매직 혹은 단순노

무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남성배우자가 없거

나 남성배우자가 있더라도 생계부양을 남성과 함께 혹은 

혼자서 감당하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기혼보다 이혼이나 

사별일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고학력 산층 

여성들은 출산을 계기로 상당수가 유 노동을 포기하고 

가사와 양육을 담하면서 남편의 소득과 사  축, 사

회보험 혜택(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정규직 심 기여

도에 기 한), 그리고 연 을 공유하며 업주부화한다

[6]. 고학력의 산층 여성들은 40세 이상이 되면, 임의 

비정규직화 되어 노동시장에 재인입하기 보다는 정규직 

남성배우자의 아내로써 리게 되는 생  권리가 더 

유리하다고 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력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은 결혼 후에도 큰 변화가 없거나(고졸), 

오히려 폭 올라간다( 졸이하)[6]. 학력 기혼 여성은 

남성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서, 

혹은 학력 이혼  사별여성은 생계를 담하기 해

서, 고학력 산층 여성은 하지 않는 임 장시간 노동의 

비정규직 노동을 어쩔 수 없이 혹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다. 그리고 이들의 형은 육아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학력 산층 주부들에 비해 육아에 

집 하는 성향이 덜하고, 오히려 남편의 안정된 소득  

사회보장이 불가능한 학력, 소득 40  이상의 여성

들이 임 의 일제 비정규 노동자의 지 를 받아들인

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임을 확인했다.  

2010년 출간된 한겨 출 사의 <4천원 인생: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우리시 의 노동일기>2) 란 제목의 서

는 우리시  여성비정규직, 열심히 벌어도 평생 가난한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다. 

이 노동 보고서  식당 아 마로 임시 취업한 여기자는 

“A갈빗집의 아 마들은 하루 12시간 일한다. 한 달에 나

흘만 쉰다. 월 312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월 은 정액으

로 140만원을 받는다. 하루에 5만 3844원. 1시간에 4487

원, 1분에 74원 꼴이다. 그러나 20여 가지 메뉴를 갖춘 이 

식당에서 노동의 가치는 밥의 가격보다 라하다” 고 표

한다. 이러한 생생한 묘사는 우리나라 여성비정규직의 

다수가, 혹은 학력 소득 40  이상 여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임 이면서도 시간제 근로가 아닌 장시간 근

로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우에 처함을 극명하게 보여

다. 

4.2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소득보장 점검: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미비

결국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습을 한마디

로 정의하면 40  이상의 학력이면서 남성배우자가 없

거나, 있어도 남성의 소득에 기  수 없는 학력 소득 

생계책임형 여성들이다. 그들은 서비스나 매직 그리고 

단순노무직 여성들이며, 트타임으로 원하는 시간만 일

2) 이 저서는 주간지 한겨레21 기자단이 직접 대표적인 비정규
직 몇 직종에 취업하여 실상을 몸소 체험하고 기록한 노동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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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제로 임  장시간 노동자이

면서 해고의 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다. 꼭 양육을 

해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해 시간제 비정규직을 선

택한 집단도 아니며, 오히려 어려운 생계를 해 노동시

장에 나선 여성들일수록 비정규직으로 쉽게 들어서고 그

리고 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어쩌면 평생 지속될 수

도 있다. 그 다면, 즉 퇴직이나 은퇴가 발생한다 해도 퇴

직 이나 노후 소득 보장이 스스로의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남편이 부재하거나, 남편이 있어도 정규직이 아

니라면 남편 직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여성들이 소득보장 로그램인 사회보험에

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는 이미 여러 연구가 지 한 

바 있는데, 2006년 기 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노

동자들의 국민연  가입률은 34.7%이며 건강보험은 

35.1% 이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득보장을 해 실

업 여 제공하는 것을 필두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그동안 비정규

직을 가입자에 포함시키기 해 상 범 를 확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도입 당시 (실업

여를 기 으로) 당연가입 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이

었다가, 1998년 1월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되었

고, 1998년 3월에는 5인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되었다. 

1999년 10월부터 재까지는 1인 이상 사업장(1999년 10

월)으로 확 되어 지속 으로 제도의 확 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3). 고용보험은 용 상의 측면에서는 임

노동자 상이라는 성격은 유지하면서 사업장 규모면

에서는 보편성을 완성한 듯 보인다. 외형상으로는 소규

모 사업장에 집 되어 있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차 으로 고용보험 제도 내로 통합되었을 거라는 상이 

가능하다. 그 다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의 표 특

성이 40  이상의 소득 학력 서비스, 매직, 단순노

무직의 종일제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게 고용보험 

용 상이 확 된 상태라면 어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

었을까? 실은 그 지 못하다.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가입율은 32.7%

에 불과하여 정규직 남성(70.5%), 비정규직 남성(40.0%), 

3) 위의 수치는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 중심이다. 고용보험
의 더 자세한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는  [18] 참조.  

정규직 여성(54.8%)의 가입율에 비해서 격히 떨어진다

(2006년 기 ). 보편성을 지향하는 듯한 ‘1인 이상 사업장

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 라는 고용보험의 용 상에

도 불구하고 이런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 표 4에서 

보이는 로 당연가입 용제외자  가입불가자라는 구

분 때문이며, 그 심에는 비정규직의 배제 특히 비정규

직 여성노동자와 배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어떻게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지는 <Table 4> 에 정리

했다. 

<Table 4> Employment insurance for non-regular 
workers (2002)4)

non-regular workers

daily workers temporary workers part-time workers

less than one month: 

not eligible
eligible

less than 80 houurs per 

month: not eligible

source: [19].

<Table 4> 에서 보이듯이 비정규직 에서 월 80시간

(주 18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는 원칙 으로 고용보험 가입 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세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고용보험에서 제외

된다[19]. [19]의 연구는 ( 외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

자의 2/3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고 고

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은 용 상

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 히 고용보험

으로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움을 지 한다. [20]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피보험자가 79.1%에 이르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23.2%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3/4

이 여성이고 그 비율이 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

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층의 다수는 일용직 여성  시

간제 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보험 확 의 

주된 수혜자는 남성노동자이거나 정규직 심이었다. 

를 들어 여성 피보험자를 연령 별로 분석해 볼때, 체 

여성 피보험자  약 50%가 20세-29세 연령 에 속해있

다(2001년 기 ). 실제로 2001년 체 여성 피보험자  

4) 이 Table에서 일용직의 정의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인 자로, 임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1년인 자로, 시간
제는 하루 중 일부, 일주일 중 일부, 한달 중 일부만을 일하
는 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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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 했듯이 20 가 약 50%, 30 는 약 21%, 40

는 약 17%, 50 는 약 7.6%, 60세 이상은 약 0.8%에 불과

했다. 이것은 여성의 생애 노동경험  고, 정규직 고용 

가능성이 높은 20  시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치 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취업  신규진입이 어

려워 다수가 임 의 비정규직으로 하향취업을 하게 되

는 40  이상의 연령이 되면 고용보험 혜택에서도 사실

상 멀어짐을 시사한다. 고용보험이 남성 심이자  정규

직 심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수치라고 하겠다. [21]은 고

용보험 DB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 여 추 자료

를 이용해 고용보험의 세가지 핵심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여의 세가지 사업5)의 주된 정

책수혜 상이 구인지 실증 으로 분석하 다. 그의 분

석 결과에 의하면 실업 여만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가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 규

모 사업장 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 있음을 지 하

면서 고용보험이 여성, 학력자, 임 근로자, 비정규

직 근로자, 소기업같은 사회  약자에게 더 혜택이 가

도록 고용보험의 내용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한

다. 

고용보험  실업 여를 받으려면 이직  18개월  

180일의 피보험기간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업상태 뿐 아

니라 정당한 이직사유, 극  구직활동 등 재취업 의사

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180일이라는 피보험기간 기

은 이직, 실업, 재취업이 잦은 여성 비정규직의 수 권을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추가 혜택 에 모성보호에 한 것이 있다. 고용보험은 

세가지  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

업 여를 심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1년 모성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산 산후휴가 여, 육아휴직 여가 추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여의 신설은 모성의 사회화 측면에

서 새로운 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의 표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5) 고용보험의 세가지 사업별 지원금 비중을 보면, 1998년도 실
업급여 69.2%, 직업능력개발사업 22.3%, 고용안정사업 
8.5%였던 것이 1999년에는 각각 60.6%, 27.3%, 11.9%로 
2000년에는 각각 48.2%, 40.4%, 11.6%로 점차 직업능력개
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비중이 실업급여에 비해 상대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19]. 

여의 주 수혜자가 되는 여성 집단은 고학력 고임  정

규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종사자이고 여성 임 노동자

의 2/3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여 히 두 가지 

여의 사각지 에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상된다. 실재로 

[19]에 의하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유 출산휴가 

용비율은 5.3%이다. 산 산후휴가와 육아휴직 여는 취

업여성만을 상으로 하는 모성 여이다. 자격조건은 고

용보험이 용되는 용되는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

상 고용되어야 하며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성 비정규직의 표 모습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은 제한되어 있다. 고용보

험의 모성보호 조항조차 우리나라 40  이상 종일제 계

약직 일용직 서비스 매직 여성들에게는 비 실 인 조

항이다. 

 

5. 결론: 실업부조의 도입의 필요성

앞서 를 들은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19]의 지 처럼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여성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제도  요인은 지속 인 용확 에도 불구하고 임

노동상의 지 (곧 정규직 심)를 가입자격의 요한 

기 으로 남겨둠으로써 임 노동 시장내 지 효과를 상

쇄하지 못한 데에 있다. 즉 한국의 사회보험은 지속 인 

제도 확  과정에서도 여성이 높은 비 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세사업장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

규직, 보험료 남부능력이 없는 무소득자 등 유 노동 시

장내에서 주변  지 에 있는 인구층을 여 히 불완 하

게 통합하거나 용제외자로 배제해왔으며 결과 으로 

안정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구층만이 제도 

내로 통합되는 것이다[14]. 그 다면 고용보험의 용확

  비정규직 여성을 한 제도 개선이 이 시 에서 해

답일까. 물론 고학력의 산층 이상 은 문직 비정규

직이 정규직과 차별없이 고용보험의 실업 여, 직업능력 

로그램  모성보호 혜택을 독립된 사회권의 자격으로 

리기 해서는 여성 사회권에 한 재고, 여 수 의 

확 , 수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 방면의 노력도 큰 

기로 물론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기본 으로 월별 기여분이 있어야 

하는 보험(insurance)의 원칙에 기 해 제도가 설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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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sured by 

employment 

insurance

unmet insured 

period

unmet turnover 

reason
not apply for EI 

total 53.9 5.0 21.7 7.2 12.2

employment 

type

regular 32.8 7.0 32.2 9.8 18.2

non-regular 76.5 2.9 10.5 4.4 5.8

employment 

status

permanant 39.1 6.0 29.2 9.2 16.5

temporary 74.4 4.2 11.3 4.8 5.4

daily 86.6 2.1 5.2 2.1 4.1

wage
low wage 71.1 4.3 13.5 4.6 6.6

high wage 36.6 5.9 30.1 9.6 17.7

<Table 5> Reason for failing in getting unemployment benefits through the Employment Insurance(EI) 
(2008)

일정 요건(qualification)을 충족할 경우에만 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용 상 근로자가 되는 것과 실제 요

건을 충족해서 여를 실제 받는 것과는 괴리가 크다. 요

건에는 (1) 피보험자 지 요건 즉, 보험료 납입 조건 (2) 

여수  조건이 포함된다[17]. 이 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험료 납입 조건은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실 이 있어야 하고, 여 수

 요건은 (실업 여에 을 맞추면), 비자발  실직

의 요건과 극  구직활동요건 그리고 수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을 비취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 된 만큼, 소

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여성들이나 장시간 노동하

는 매직  서비스직 여성들이 용 상이긴 해도 이

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 요건을 충족하길 기 하긴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들의 표격인 

학력 소득 고령의 여성들에게는 수  요건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에서 고용보험이 이들을 한 표  

소득보장 정책이기에 걸맞지 않은 지 이 있다. 고용보

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제도의 본질 상 남성 심이거나, 

정규직 심, 혹은 (고학력 산층의 출산  양육을 하

는 20  30 ) 은 여성들 심의 제도 구성이 이루이지

는 것이 우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보인 로, 사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의 

표 특성은 고령의 학력 소득층의 장시간 일하면서

도 언제나 해고 험에 노출된 한시  노동자들이라면, 

사실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도 그들

에게는 어려운 과제이다. 아래 <Table 5>는 비정규직,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그리고 임  직종의 경

우 략 70-80% 이상이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 여 미수

의 사유로 ‘고용보험 미가입’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그때 그때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40-60  이상으로 연령  상으로도, 그들에

게는 출산휴가 여나 육아휴직 여 한 다른 세상 이야

기가 된다. 즉 그들에게 고용보험은 이미 친근하지 못한 

제도이고,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여  혜택이 확 된

다 해도, 가장 마지막 수혜자이거나 여 히 사각지 로 

남을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40  이

상의 학력 소득 비정규직 여성들을 한 실업부조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

에 한 소득보장이 고용보험(실업 여)과 공공부조로 

이원화되어 있고, 실업부조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사회보험을 통한 실업 여 수혜율이 낮으면서 실업부조

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체코, 이탈리아, 폴

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25]. 우리나라에서 소득층 

근로빈곤층 여성이지만, 소득이 최 생계비를 윗돌아 공

공부조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실업 여와 공공부

조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한 소득보장책으로 실업부조를 고려해

야 할 시 에 이미 도달해 있다. 

실업부조는 실업자에게 일정부분 정부가 재원을 마련 

지 해서 실업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을 통한 실업 여는 실직기간 동안 을 지 함으로써 

구직활동을 돕고 취업을 진하는 경제  효율성을 시

한다면, 실업부조는 실업의 빈곤화를 억제함으로써 실업

의 부정 인 효과를 억제하고자 한다[25]. [26]는 실업부

조가 보험의 원리에 기 한 고용보험(실업 여)와 달리, 

복지 원리에 기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원리에 기 한 

실업부조의 상자는 과거 고용시의 기여분에 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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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없는 소득 실업자이

며, 정액의 을 무기한 지 받으며, 재정은 조세에 의

존한다.

welfare rule of UA insurance rule of UI

fund taxes

co-contribute of both employer 

and employee OR of only 

employer

recipient means tested ⟶ needy person
employee who paid insurance 

premium for the period of 

employment

length of 

receipt
unlimited depending on contribution length

amount of 

receipt

munimum income

(depending on size)
depending on past earning

source: [26]

<Table 6> Welfare rule of unemployment
           assistance(UA): UA vs. UI

그런데 요한 것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를 들어 [25]에서 이병희는 경우, 

한국형 실업부조는 <Table 6> 에서 언 한 것과 같은 

통 인 실업부조의 형태가 아닌 고용서비스를 기반으

로 극 인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소득계층에게 

조건부로 실업부조 을 지 하는 형태를 한국형 실업부

조로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활동

성이 높은데도 임  고용과 근로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소득계층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소득

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는 실업부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

한 형태의 한국형 실업부조가 작동하기 한 장치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 라의 확충, 직  일자리사업 재구조

화, 참여수당의 도입 등을 동시에 주장한다. 를 들면 그

가 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서는 소득 실업자의 특성

과 능력을 고려하여 담 상담원을 배치해서 개별 으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을 상담에 기 하여 통합  체계 으로 제공할 것을 제

안한다[25].

그러나 이 경우 고용보험의 인 라  행정  첩이 

우려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용보험의 세가지  사

업이 세가지  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

업, 실업 여이기 때문이다. 이병희의 주장처럼 조건부형 

취업 지원 강화형 한국형 실업부조가 작동하기 해 인

라, 인력, 행정을 충원하면 결국 고용보험의 인 라와 

겹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부조의 본래 원칙은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하면 을 지 하는 권리보장형 제도이

다. 만약 여기에 다양한 조건부  취업 활성화 인 라가 

추가되면 본 연구가 설명한 표격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결국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것처럼  한번 배제될 것이

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격히 떨어지고, 가입되

었다 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 여를 받지 못하

는 상황과 유사해 질 수 있다. 그런 형태보다 본 연구는, 

여의 요건은 복잡하지 않게 완화하고 실업부조 여 

수 을 과연 얼마로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더 실

이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다음의 Table은 다른 선진 국

가들의 실업부조의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핀란드 국 

독일 호주 등은 실업자에게 무기한 지 하며, 평균임  

비 10-18% 정도를 지 한다. 

<Table 7> Unemployment assistance of countires 
(2010)6)

recipients
payment 

period

amount of 

assistance

standard for 

maximum 

amount

Finland unemployed unlimited
fixed 

amount
17%

England unemployed unlimited
fixed 

amount
10%

Gemany unemployed unlimited
fixed 

amount
10%

Australia unemployed unlimited
fixed 

amount
18%

France

terminated 

from UI & 

employed 60 

months

six months
fixed 

amount
16%

Austria
terminated 

from UI
unlimited 92% of UI 39%

Sweden

employed 

6months& 

newly 

graduates

15 months
fixed 

amount
23%

source: [22]

표 으로 스웨덴의 경우도 실업보험 미가입자를 

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하고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모

두 못 받는 경우에는 공공부조 제도가 있어서, 세 개의 

층으로 근로빈곤층을 한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

다. 스웨덴의 실업부조의 재정은 큰 부분이 사업주 부담 

6) UI는 실업보험(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을 의미한다. 최
대 급여기준은 평균임금대비 비율 퍼센트.



Non-regular Female Workers toward Convergence Era: Description and Unemployment Assist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3

여세(pay-roll tax)이고, 은 부분은 국제(governmental tax)

로 운 되는데, 18세 이상 25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개

발부조를 제외하고, 보통의 실업자들은 활동부조를 받는

데,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해결

할 때까지 최  15개월 받을 수 있다[28]. 스웨덴의 실업

부조 한 노동우선주의 원칙하에 운 되기 때문에, 활

동부조 인 실업부조를 받을 경우, 국 고용센터가 권유

하는 노동시장 로그램에 100 로 참여하는 경우 일일 

활동 부조  223크로나를 받으며 만일 구직자가 주  다

른 일을 하게 되면 부조 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29]. 

이것을 받는 과정은, (1) 국 노동센터가 구직자에게 노

동시장 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고, (2) 사회보험국에서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의 활동부조 을 받

을 수 있는가를 집으로 편지를 보내고 (3) 활동부조 을 

받기 해서는 서약서 양식에 기입해서 사회보험국으로 

보내고 (4) 매월 활동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사회

보험국에 보내면 (5) 보통 보고서가 사회보험국에 수

된 지 14일 이후 실업자가 첨부한 계좌번호로 부조 이 

송 된다. [28]에 의하면 2010년 기 으로 실업보험의 실

업 여 지 액은 총 약 166억 크로나, 실업부조는 약 161

억 크로나가 지 되어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지 액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정규직 여

성의 표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조건이 까

다롭지 않은 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되, 취업 우

선주의, 노동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직의 과정을 

매 월 보고하도록 하고, 자산조사를 동반하되, 다음 취업

때까지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지 않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합해 보인다. 다만, 실업부조액의 수 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가 제도의 실질 인 효과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 다면 동시에 세  부담자의 사회  동의가 제도 도

입 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들의 표 특성을 감안할 때 

공식부문  정규직에 한 주된 보호는 고용보험에서 

담당하고,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

정규직 실업자  구직자가 발생하면 실업부조가 그들의 

소득보장을 일차 으로 담당해야 한다. 즉 정규직  제

도에서 소외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해서는 고용보험의 

유지  개선이 해답이며, 어떤 노력으로도 결국 사각지

로 려나게 되는 다수의 무력한 비정규직 여성을 

해서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를 들면 재 

실행 인 노령연 이 여수 이 매우 낮아 실질  보장

의 역할이 미흡하듯이, 여수 이 형식 이어선 안될 

것이며, 일정 수 의 여수 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비

정규직 여성들의 노조 설립도 요하지만[23] 나이가 

지 않은 학력 주부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노조를 한 

연 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들은 미혼의 은 여

성과 달리, 가족의 이해를 종종 변해야 하며, 이직과 실

직이 반복되면 제각각 흩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빈곤층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따라서 국민기 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공공부조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 여도 

받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사각지 에 놓이게 된다. 따라

서 고용보험의 개 만으로는 이 게 원천 으로 가입하

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는 없다[24]. 그러

므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의 표 모습을 고려한다면, 

극 으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함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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