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제시하는 임금 구성 기본 체계 



건당 수수료 → 임금명세서로 꾸밈. 





첫번째 비밀:  

 

(詐欺, Fraud) 



이중 사기 

1. 근기법 위반하며 임금을 건당 수수료로 지급한 점 
 
 



제품수수료 
 
= 표준수리시간(S/T) X 임률(225원/분) 

‘분(分)’급



상시업무 수행하는 도급업체의 인건비 계산방식 
(** 전기시설 도급계약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철근공 

노임/단위 398,119원/일 118,264원/일 

기간제 업무 인건비 계산방식도 기본이 일급(또는 시급) 



‘분’ 단위 임금(수수료) 산정은  

서비스업 특성 상 발생하는 제 근로시간을 무급화 

방문 후 수리 전까지 수리시간 상담 출장시간 

무급노동 유급 무급노동 무급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수리시간 + 기타 서비스시간 출장시간 

유급 출장할증 

<일반 서비스업 월급 노동자라면…> 



더 황당한건 225원 산정도 ‘꼼수’로 계산. 

삼성전자서비스 분당 임률 계산 방식 
 

1) 노동부 사업체노동력통계 이용 
 

2) 전기통신수리원 임금평균 255만원 
 

3) 월 평균노동시간 189시간 
 

4) 255만원/(189시간*60분) = 225원/분 
 
 

전기통신 수리원 샘플 수가 
 50여개 수준 

 
즉 통계수치=현재 삼성전자서비

스 간접고용노동자임금수준 
 

통계로서 의미 없음. 



다른통계로 계산하면 281원으로 

 25% 인상!  

한국에서 조사범위가 가장 큰 전수조사 
가전수리업 평균 

305만원/월 
(‘12년 물가인상률반영) 

샘플의 유효성을 위해 수리업 전체 평균이용 수리업 평균 

180.4시간/월 

281원/분 



어차피 어거지로 막 만든 급여체계… 과연, 될까? 



‘또 하나의 사기’  

삼성전자서비스는 ‘분’급 방식 수수료 지급으로는 현실적으로 AS

노동자 유지가 불가능. 그래서 각종 지원금을 업체에 지급 



업체 사장들의 ‘막장’ 중간 수탈 



두번째 비밀:  

 

(貪慾, Greed) 



삼성전자는 90년대 중반부터  

경쟁업체에 비해  

AS품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보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AS개혁방안을 
실은 동아일보 1994년 6월9일자 기사 



삼성전자는 수년전부터 

같은 제품을 

해외보다 한국에서 비싸게  판매. 

삼성전자의 해명은 

“한국에는 특별한 가 있기 때문!”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만 소비자에게 
걷은 AS비가 2.1조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그만큼의 서비스 ‘혜택’을 

노동자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았을까? 



삼성전자의 AS 이중도급 체계 

외주 외주 외주 외주 … 

AS 비용과 정책 전반 계획 

도급업체 관리 및 일부 AS수행 

90% AS수행 



직고용 

13% 

간접고용 

87% 

종사자 직영 

4% 

외주 

96% 

서비스센터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AS의  

90% 이상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행 



90%의 AS를 담당하는 도급업체에는 

단  16%만 지급 





마지막 비밀:  

 

(無勞組, Anti-Unionism)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회사맘대로~ 

노조가 있으면 걸릴  

위법 사항을 정리한 

문서 



까 놓고 솔직히…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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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기사 A씨 수리업 대기업 정규직 평균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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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다른 노동조건. 이유는 단 하나, 노조 有/無 





노조 가입 

조직력 확대 

사회적연대 

삼성의 책임 

더 좋은 한국 

우리가 함께  
 
노조에 가입하면 
 
어렵지 않다! 



www.aw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