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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 8.23.(월) 한국일보 “직장 괴롭힘 신고하니 “꼭 해야되냐”…근로감독관
‘신속처리’ 답변 0명“, 경향신문 ”공인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도
‘바닥’“ 등 기사 관련
1.

ㅇ 고성과 폭언, 면박, 따돌림에 지쳐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청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 신고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전화를 걸어 ”왜 신고

…

하려고 하냐, 결국 불인정될 거 같은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A씨는 ”회사

…

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일보)
ㅇ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근로감독

… (경향신문)

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다.

설명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공감 능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자세, 유의사항 등 준수사항*을 전 지방
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2.

* 중립적 조사 태도 견지, 불필요한 질문 자제, 철저한 비밀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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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 노동자가 원활하게 진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ㅇ 또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상담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 (‘18년) 50.7일 → (‘19년) 47.5일 → (‘20년) 43.9일

□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 응대 방법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지침도 보강해 나가겠음
□ 한편, 위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인 바
·

* ｢직장갑질119｣‧｢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0명 대상
* ’21.8월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총 6,303명

ㅇ

이를 토대로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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