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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는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나 미불임금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노동분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은 원래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상정하고 있지 않
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행정기관이 개별적 노동분쟁을 처리하
기에는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사건을 포함한 모든 법적 소송
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법원의 경우에도,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일찍이 학자 및 실무자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노
사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판 ‘노동법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일 것이
다. 이 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안에 설치된 ‘노동검토회’에서 약 2년
간 모두 31여 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이는 최근에 급증
하고 있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에 주안을 두어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어
동 제도하에서는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을 3
회로 제한함과 동시에,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을 꾀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는 등, 독특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현행 노동분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개관한 다
음, 2001년의 개별분쟁해결촉진법 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노동분쟁 해결시
스템 및 2004년에 도입된 노동심판제도 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분
석·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제도, 노동심판제도, 개별적 노동분쟁, 노동위
원회,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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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으로 1990년대 말부터 산업 전반에 걸
쳐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탄력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 및 근로자들의 취업형태ㆍ취업의식이
개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노동분쟁에 있어서도 질적ㆍ양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우선 집단분쟁의 경우를 보면,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 를 배경으
로 발생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집단분쟁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부터는 노사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의 경우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노동조
합이 없는 사업소에서의 해고나 배치전환의 대상으로 된 근로자가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조정 등을 신청하는 사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별분쟁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다
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관련 소송이나 상담에 있어 아직도 해고나 체불임금과
1)

2)

3)

4)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점점 저하되어 2003년 현재는 20%에도 못 미치는 19.6%에 그치고 있다.
노동쟁의건수는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인 1974년에 10,462건에 이르렀는 데 비해, 최근에는 연간 1,000
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대한 쟁의조정의 신규건수도 이를 반영한 탓인지 1974년
에는 2,249건에 이르렀으나, 1990년 초에는 300건 정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600건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규신청건수 또한 1972년과
1975년에 930건 가까이 증가한 시기도 있었지만, 1990년 초에는 300건을 밑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500건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각 연도별 労働委員会年報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宮里邦雄, 労働事件の現実と紛争解決システム , 季刊労働法 제205호(2004년 夏季),
p.40 및 勞使關係法硏究會, 我が國における勞使紛爭の解決と勞働委員會制度の有り方に關する報告 ,
p.16 이하 참조.
4) 노동관계에 대한 민사소송건수(통상소송사건과 가처분사건을 포함한 지방재판소 제1심 수리건수)는
1991년에 1,054건수였던 것이 2001년에는 2,868건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약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法曹時報에 게재되는 勞働關係民事․行政事件の槪要 에 수록된 통계자료 참조), 이들 중 대다수
는 개별분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모든 것이 반드시 분쟁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상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개별분쟁해결촉진법의 시행(2001년 10월 1일) 이후 1년 동
안에 종합노동상담센터 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54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http://www.mhlw.go.jp/
houdou/2002/10/h1022-1.html).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처리되는 노기법이나 노동안전위생법에 위반한
사건도 많은데, 2000년의 경우 신고건수가 38,743건이며, 이 중 27,133건에 대하여 조언․지도․권고
등의 감독이 실시되었다(2000년도 勞働行政要覽, p.96 참조).
1)
2)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이정)

101

같은 전통적인 분쟁 유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황이 심화되고 종업원에
대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사안이 두드러
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나 승격차별 또는 성희롱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파트타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분쟁이나 인사․처우에 있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정이나 평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관계분쟁의 상황변화 및 사법개혁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노동법 차원에서도
분쟁해결시스템을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강력하게 대
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처음에는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점차 행정실무
및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1년에는 노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분
쟁의 조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개별노동분쟁해결촉진법(이하 ‘개분법’이라 함) 이 제
정되었고, 2004년에는 개별적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노동심판법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에서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와 그 결과로 새롭게 도입된 노동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소개한 뒤, 이에 대한 평가와 향
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존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둘째, 새로운 노동분쟁해결제도가 도입하게 된 배
경 및 그 법제도의 목적ㆍ내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제도
의 개혁에 대한 총평과 아울러 향후과제에 대하여 약간의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5)

6)

II. 일본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일본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본 특유의 화
7)

최근의 개별분쟁의 증가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의 불황이 그 요인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구조적
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국제경쟁이나 국내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기업은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개편이나 인사처우제도의 변경,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관계에 있어서 이해대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측에서도 고령화․국
제화․여성의 사회적 진출․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노동관계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이해대립이
발생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유동화도 분쟁을 증가시
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덧붙여서 노동관계를 둘러싼 법적 규율의 증가 및 다양화도 분쟁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리하여 향후에도 개별분쟁의 증가 및 다양화의 경향은 계속되리라 예
상된다.
6) 菅野和夫, 新․雇用社會の法, 有斐閣, 2002, p.368 이하 참조.
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李鋌, 解雇紛争解決の法理, 信山社, 2001년, 제2장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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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和)을 중시하는 기업 풍토에 의하여 노사 간의 갈등은 사내에서 처리한다는 일종의 노
사관행이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사내의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는 노무
담당자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상사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상사의 역할이
분쟁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근로기준감독서나 노동위원회, 노정사무소 등과 같은 노동행정기관을 들 수가 있
겠다. 이들 행정기관의 역할은 한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한데, 다만 일본의 노동위원회의 경
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나 노동쟁의의 조정 등 소위 집단적 노동분쟁만을 처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고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 노동분쟁까지 처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는 다르다.
셋째, 노동분쟁이 사내의 분쟁해결기관이나 노동행정기관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
우에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인 재판소에 의하여 해결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
라와는 달리 독립된 행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의 형태로
처리되게 된다. 하지만 2004년 4월에 노동심판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에는 노
동심판소가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 위에서 든 노동분쟁해결기관 이외에도 전국적 조직의 노동자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서도 노동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나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도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조정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든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이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근로조
건을 둘러싼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일본기업은 급속히 진행되는 국제화 및 무한경쟁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
며,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외국인 근로자의 급
증 및 근로자의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분쟁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종전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쟁의 등과 같은 집단적 노동분쟁해결
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별적 노동분쟁
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각 분쟁해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8)

1. 기업내 분쟁해결시스템

노동관계에 있어 이해대립이나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분쟁으로서
8)

李鋌, 앞의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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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만 있다면 분쟁해결에 동반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개분법 제2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도 개별분쟁과 집단분쟁에 대하
여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종래의 일본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강
구하는 경우, 노사협의제를 통하여 집단적인 이해 조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분쟁을 예방해
왔다고 보여지며, 또한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불만이나 고충은 상사가 비공식적인 형태로
무마시키거나 이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들에 의하더라도 분쟁의 완전한 예방은 곤란하
며, 더구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저하하고 근로자들의 다양화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점
차 약화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기업내의 사후적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을 중심으
로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들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실제로 이용도가 매우 낮다.
이에 최근에는 사장 직속 담당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종업원
과의 상담 및 조언에 해당하는 ‘사내 옴부즈맨’제도 등, 새로운 기업내 분쟁해결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외부의 중간단체에 의한 분쟁해결시스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단
체나 변호사그룹 등이 행하는 상담서비스(지방의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가 전형적이며, 또한 노동관계분쟁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중재센터를 설치하여 중재
등에 통하여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회 등이 있다.
2. 노동분쟁의 공적 해결절차

(1) 행정기관

노동관계분쟁이 기업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나 또는 기업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 기관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분쟁 일반에 대한 공적인 해결
절차는 재판소에 의한 것이지만, 노동관계분쟁에 관해서는 행정에 의한 해결절차가 실제
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노동법규의 실시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사실상 분쟁해결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노동기준감독기관은 노동기준법 준수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책임지
고 있지만, 노동관계분쟁이 노기법 위반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형벌을 담보로 한 시정권
고 등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단분쟁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전문 행정위원회가 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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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분쟁해결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알선․조정․중재라고 하는 쟁의조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조법
제27조 등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과 구제를 하고 이다.
한편 개별분쟁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노동기준감독기관 등이 사실상의 분쟁을 해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분쟁해결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도도부현(都道府県)의 노정주관사무소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
로서 개별분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간이한 알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1년에 개분법이 제정되어 새로이 행정적 분쟁해결시스
템이 제도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동법은 ① 후생노동성의 지방행정기관인 도도부현 노동
국(종합노동상담코너)에 의한 상담․정보제공,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③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고용기회균등법상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라는 세 가지 측
면으로부터 형성된 조정형 분쟁해결시스템을 창설하였다. 또한 동법은 ④ 각 지방공공단
체도 상담․정보제공․알선 등을 통하여 개별분쟁해결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
였기에, 많은 지방공공단체들도 개별분쟁에 대한 알선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재판소

재판소는 종전부터 개별분쟁 중에서도 특히 권리분쟁을 취급하여 온 공적인 노동관계분
쟁해결기관이다. 개별분쟁의 증가를 반영하듯 취급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판소에 제
소되는 노동관계민사소송(통상소송사건과 가처분사건을 포함한 지방재판소 제1심 신규접
수건수)의 경우, 1990년도 초에는 연간 약 1,000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에는 2,868건
으로 늘어나 과거 10년 동안에 3배 가까이나 증가하였다(이에 비해 심리기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지방재판소의 통상소송사건의 심리기간은 13.5개월로 나타나고 있
다).
행정기관에 의한 상담건수를 보면, 일본의 노동관계분쟁에 대한 대응이 재판소보다 오
히려 행정기관이 주로 담당해 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배경에는
재판소에 억세스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들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권리의무의 판정 등을 통하여 노사간의 룰을 설정하게 함으
로써 노동분쟁의 해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9)

권한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용기회균등법 을 소관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고용균등실 이나 직업안
정법 등을 소관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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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기관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1. 노동국에 의한 개별분쟁의 상담․알선

(1) 개별노동분쟁해결촉진법의 제정
가. 법제정의 경위

일본의 노동법제는 집단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
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개별분쟁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분쟁해결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집단분쟁이 감소하고 반면에 개별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
서, 새로운 개별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실시나 재판소에서의 고용관계 조정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제안되었다. 한편 1998
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이 근로조건분쟁에 대하여 해결원조기
능을 가지게 되었으며(구법 제105조의 5), 나아가 후생노동성은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을
받아 조직이 재편된 결과로서 탄생한 도도부현 노동국에 개별분쟁 전반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001년 10월에 제정된 개분법 은 국가가 도도부현 노동국에서의 상담․정
보제공 및 노동국의 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및 새로이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 에 의
한 알선을 하도록 하는 한편(그림 1 참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개별분쟁에 대한
알선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복선형 서비스’가 채용되게 되었다(또한 고용기회균등법상
의 분쟁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조언․지도․권고제도가 적용되지만,
기회균등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로 개조되었다).
10)

나. 제도의 대상

이렇게 제정된 개분법은 모집채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근로조건과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 근로자(구직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에
의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이처럼 본법의 적
10)

이에 대해서는 1998년 勞使關係法硏究會報告書, わが國における勞使紛爭の解決と勞働委員會制度
のあり方に關する報告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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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조직도

근로자

분쟁

사업주

기업 내에서의 자주적 해결
기업

연
대

종합노동상담코너

․

노동문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원스톱 서비스

도도부현(노정주관
사무소, 노동위원회등),
노사단체에서의 상담
창구

분쟁해결원조의 대상으로 해야할 사안

분쟁조정위원회
알선위원(학식경험자)에
의한 알선 알선안의 제시

․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의한 조언 지도

․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고용균등실
법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용대상으로 되는 것은 개별적 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개별노동관계분쟁)이지만, 그
범위는 모집채용 시의 분쟁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것이다.
단, 본법이 적용대상인 분쟁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는 개개의 근로자와 사업주이며, 근
로자의 가족이나 상속인 또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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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노동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용자’ 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
한정된다.
11)

(2) 노동국에 의한 상담․조언․지도
가. 종합노동상담

개분법은 개별노동관계분쟁의 예방과 자주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
주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 기타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 이는 노동
관계상의 불만이나 고충 중에는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지식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 많으
며,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해결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동법 제3조에 기초하여 국(局) 내 및 노동기준감독서, 주요 도시
의 역 주변의 빌딩 등에 종합노동상담코너 를 설치하여 노동상담원에 의한 정보제공이
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로서 노동관계상의 여러 사항
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나, 노동기준법․직업안정법․고용기회균등법 등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게 처리를 위임하며,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
여는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나.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조언지도에 의한 분쟁해결 원조

개별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을 해결을 위하여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 도도
부현 노동국장은 이에 필요한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가 있다(개분법 제4조 제1항). 이는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에 법령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에 대한 조
언․지도의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분쟁이 자주
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언․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산업사회의 실정에 정통한 노동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조언․지도제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개별분쟁에 국한되며, 노동관계조정법(이
하 ‘노관법’이라 함) 및 특정독립행정법인등노동관계법(이하 ‘독노법’라 함)이 정하는 노
동쟁의(노관법 제6조, 독노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분쟁(노관법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은 제외된다. 또한 고용기회균등법상의 분쟁(동법 제12조)에 대해서는 동법의 분쟁해결
원조제도(제13조)에 의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권고의 절차가 적용
된다. 그 외, 재판소에서 소송 중이거나 또는 확정판결이 난 분쟁 등은 조언․지도의 필
12)

11)

보다 상세한 것은 厚生勞働省大臣官房地方課勞働紛爭處理業務室編, 個別勞働紛爭解決促進法,
p.10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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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분쟁해결에 대한 원조를 요청한 것을 이유
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분법 제4조 제3항).
(3)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개분법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신청이 있고,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개별노동관계분쟁의 알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알선의 대상은 노동국의 경우와 같으나, 고용기회균등법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동법이 정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가 이용된다(균등법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시킴으로써 분쟁이 원만하게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이
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하며(제6조 제1항), 학식을 겸비한 3인 이
상 12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의 비상근)으로 조직된다(제7조, 제8조). 알선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사건마다 지명하는 3인의 알선위원이 행한다(제12조 제1항).
13)

나. 알선절차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공개의 조정절차로서
(출석은 강제하지 않음), 제도상으로는 조정안의 수락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정에 비
해 당사자의 자주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후술하는 알선안의 제
시도 당사자에게 합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후생노동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고를 요
구하거나, 조언․지도․권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여성
근로자에 의한 상담이나 원조 요청의 유무에 상관없이, 또는 당해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
정 분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의 고용관리 일반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지도권한’이라고 부른다. 이 권한은 실제로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위임되어, 노동국장이 이를 행사
한다(동조 제2항). 차별규제규정(제5조～제8조)에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권한이 행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의 이름으로 당해 위반 및 권고
불복종을 공표할 수 있다(제26조).
13)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모집․채용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조
정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할 수가 있다(제14조). 종전에는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에 부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7년의 개정으로 당사자
의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된 3인의 조정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15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
하여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7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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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절차는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알선을 하기가 부적당한 사안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제외) 분쟁
조정위원회에게 알선을 위임함으로써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장은 이를 받아서 알
선위원 3인(3인 중 1인이 알선절차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예가
많다)을 지명하면, 알선위원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여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
을 확인하고 실정에 맞게끔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제12조 제2항).
알선위원은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하는 이외에, 사건 해결에 필요
한 알선안을 전원일치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가 있다(제13조. 노사관계대표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제14조]). 당사자 쌍방이 알선안을 요구하는 경우(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이 사건 해결에 알선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알선안에 입각하여 당
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통상 민법상의 화해계약으로 간주된다.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시행규칙 제12조)에는 알선위원은 절차를 중단할 수
가 있다(법 제51조). 알선이 중단된 경우, 당해 알선을 신청한 자가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청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시효 중단과의
관계로(민법 제147조) 알선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16
조). 사업주는 분쟁해결원조제도의 경우와 같이 알선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
2.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1)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노동위원회의 주요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이다. 중
노위는 국가기관(소관은 후생노동대신)이지만(노조법 제19조의 2), 지노위는 도도부현의
기관이며(제19조의 12 제1항),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지만 독립성이 높은 행정위원회이며, 위원은 임명권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노동위
원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익․노․사를 대표하는 3자 위원으로 구성되며(제19조
제1항), 이것이 일본 노동위원회의 최대의 특징이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추천에 기초를 두고 임명되며, 통상적으로 각종 근로자단체의
임원이 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에 기초를 두어 임명되며, 통상 기업경
영자나 사용자단체의 임원이 되고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보
통 변호사, 대학교수, 저널리스트 등이 선임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에 한하지 않고
각종 직업인이 합의에 의해서 넓은 시야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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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의 본업을 수행하면서 비상근으로 노동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제19조 3 제6항, 제19조 12 제4항). 노동위원회에는 위원의 직무수행을 보
조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주요한 권한은 노동조합의 자격심사(제5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 심사 및
구제, 노동쟁의의 조정(제20조)이다. 앞의 두 가지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인정사실에
의 법률 적용이라는 재판과 유사한 작용이기 때문에 ‘준사법적 권한’이라고 하며 공익위원
만이 결정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재심사권한(제25조 3항) 및 노동위
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권한이 있다(제26조). 후자의 권한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어
있는 것이 노동위원회규칙 이며, 노동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에 전문인 삼자구성의 행정위원회이고, 노사관계에
관한 기본 룰의 집행과 노사의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돕는 기관이다.
(2)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관계분쟁 중 사회적 이목을 끌기 쉽고, 동시에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
은 노동조합에 의한 업무 저해를 동반하는 분쟁이다. 이러한 종류의 분쟁을 특히 ‘노동쟁
의’라고 부르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특별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쟁의조정절차이다.
가. 쟁의조정의 절차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의 기본원칙은 ‘노사자치’이다. 즉 헌법 제28조와 노조법은
단체교섭의 무대를 마련하고, 이것에 의한 노사자치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단체교섭
에서의 노사의 대립에 대해서는 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를 포함하는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
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이고, 강제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사당사자도 막대한 비용을 동반하는 쟁의행위를 회피하여 제3자에 의한 분
쟁해결의 원조를 바랄 수도 있다. 또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한 업무 정지와 폐쇄를 방지해야 하고, 분쟁해결을 원조하
는 것이 공익적 요청이다. 게다가 나라 전체에 있어서 노사관계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파업이 자주 일어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도 분쟁해
결에 대한 원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적인 쟁의조정기관과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일
본의 경우에는 노관법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자치의 근본원칙에서 이와
같은 쟁의조정절차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또한 조정기관이
제안하는 해결안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당사자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노관법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알선ㆍ조정․중재절차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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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그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노조법
제6조). 이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모두를 포함한다. 하지만 쟁의행
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것을 요한다. 따라서 위의 노동쟁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집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경우(집단적 분쟁)에 한정된다.
노동위원회는 철도를 비롯하여 우편, 전신전화, 수도, 전기, 가스, 병원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소위 ‘공익사업’(노조법 제8조)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직
권조정이가 가능하며, 또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게 예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동법 제37조). 노동위원회에 의한 긴급조정절차(제35
조의 2)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이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노동
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보면 대부분이 알선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97-8%). 이는 알선절
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기동적이며, 또한 조정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전후 노사관계에서 쟁의조정절차의 역할

일본에서는 1960년 미쯔이미이께(三井三池)항쟁까지는 대항쟁이 많았지만, 이들 대부
분은 중노위나 지노위의 알선에 의해 해결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또 노사교섭에 있어서
합의 달성의 학습과정이기도 했다. 그 후에도 1970년대에 걸친 춘계투쟁인 교통파업은 국
철 노사를 위한 공노위의 조정ㆍ중재와 사철 노사를 위한 중노위의 알선으로 해결될 정도
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절차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철 노사가 춘투 임금인상에 대해 국철노조와 연대하
여 교통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고, 교섭을 중노위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
결하는 방침을 채용했다. 그리하여 파업 없이 교섭을 해결하게끔 되었다. 그 후 국철 JR
각 회사로 분할ㆍ민영화되면서, 국철의 노사관계도 당국의 당사자 능력이 매우 제한되게
되었으며, 공노위에 의지하여 노사관계에서부터 노사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민간 노사관계
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노사관계의 전반에도 협력적 노사관계하에서 임금인상, 일시금, 제도개
선 등의 문제를 파업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장치와 관행이 확립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알선 등의 신청건수는 매우 적다(절정기였던
1974년에는 2,249건, 1991년에는 437건). 단지 최근의 불황과 구조조정 속에서 사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14) 쟁의조정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労働争議史研究会, 日本の勞働爭議, 東京大學出
版部, 1990년; 大河內一男․松尾洋, 日本勞働組合物語․前後編(上․下), 筑摩書房, 1987
년 참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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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분쟁해결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을 보면, 해고되거나(또는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는) 근로자가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를 철회하거나 퇴직조건을
교섭하는 등의 권리분쟁(실질은 개별분쟁)이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조법 제7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교섭상대로서 승인․
존중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노조법의 기본 규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사
관계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한 것이다. 노조법 제27조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는 이 같은 기존 규칙에 입각하여 향후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도
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기본적 내용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둘러싼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 다음, 구제절차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심리․구제절차에 대한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화해중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가망이 있으면 화해를 시도한다. 그래서 사건의 약
6～7할은 화해에 의해서 해결된다. 노동위원회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화해를 할 수 없
는 사건에 한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의 절차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화해를 성취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
둘째, 사건의 민사소송화(legalism)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부당노동행위의 심리는 당사
자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당사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 다음(서면주의),
주장과 입증(증거조사)의 분리, 당사자와 대면한 자리에서의 증거조사와 상호심문 등, 민
사소송의 모든 요소가 답습된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절차는 사실관계를 공평하게(객관적
으로) 판정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신청에서 명령까지의 모든 절차는 짧게는 1년, 길
게는 2～3년까지도 걸린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참가하는 공익위원
과 변호사의 경우 매우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기일을 정하기가 힘들 정도이며, 화
해까지 유도하는데도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화해에 실패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는 신청에서부터 수년을 경과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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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재량권

노동위원회가가 내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는 원직(元職)복귀, 백페
이(back pay),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작위명령, 포스트·노티스(post notice) 등
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구제방법을 쓸 때도 있다. 민사소
송에 있어서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구제는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에 한정되고, 또한 당사자
는 자기의 권리의 내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전
문적인 행정기관으로서 구제명령을 내릴 때에도 각 사안의 내용에 따라 구제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으며, 구제명령의 내용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취지(향후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적합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일
것을 요한다.
15)

(4) 부당노동행위의 감소

일본 전체 지노위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건수를 보면, 1970～80년대에는 매년 900～
1,400건에 달했던 것이 1985년경부터 500건대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270건
내외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에서도 부당노동행위사건이 빈발하여
노동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노사협의의 영향으로 노동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풍토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최근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그 중 5할 이상이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기
업(대기업․중견기업)에 있어서 소수 노동조합이 신청한 사건이다(단체교섭의무위반, 승
급․승격차별 등의 신청).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서는 대기업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운데
소수파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승격(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신청한 사건이
다. 또 유형으로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수명의 근로자로 조직된 지역노조와 당해 기업
과의 분쟁(단체교섭거부․불이익처분 등) 등이 있다.
위 사건에 있어서 공통된 특색은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에서 빠져 나온 노사관계에서 발
생한 노동분쟁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노사관계에서 기업과 기업별 조합 간의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분쟁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전체 틀에서
벗어난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
16)

17)

15)
16)
17)

第二鳩タクシー事件(最大判 昭 52․2․23, 民集, 제31권 제1호, p.93).
그러나 1993년에는 317건으로 증가하였다.
直井春夫․成川美惠子, 紛爭解決システムとしての勞働委員會 , 中央勞働時報 제868호,
p.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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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사건의 4～5할이 소위 ‘단골손님’인 노동조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
침해 주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 해결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그 기능과 임
무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18)

IV. 재판소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1. 민사노동사건의 개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분쟁 중에서 권리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노
동관계민사․행정사건의 경우, 전심급(全審級)에서 신규사건이 점하는 비율은 1970년경
부터 1년에 2,000건 내외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92～93년에는 경제불황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해고를 둘러
싼 사건수가 증가했다(1993년 3,233건).
제1심에 있어서 민사소송건수를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의 경우 예년
의 비해 2배에 가까운 1,307건이었다. 그 중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
대로 제소한 것으로서 임금․일시금․퇴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약 7할 정도
로 가장 많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고용계약의 유무를 다투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확
인을 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은 예년의 제1심 민사소송건수의 절반 정도이고, 그 대다수가 근로자
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해고와 같은 고용 종료를 둘러싼 소송이
전체의 70% 정도를 점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 중 그 절반 정도는 화해에 의해서 해결된다. 재판소는 소송절차
의 초기단계부터 화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와 비교하면
화해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는다.
통상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소송절차(구두변론)에 의하지만, 최근 들어 심리기간이 단축
되어 1990～94년 동안에는 4～5할, 1995년도에는 64%의 사건이 1년 안에 종료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에서는 증인심문 기일이 2～3개월에 1회 간격으로 있기도 하여 판결
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간소한
심문절차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사건의 대부분이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종결되고 있다.
18)

자세하게는 管野和夫․高田正昭․宮里邦雄․宮本光雄․中山慈夫, 勞働委員會制度の課題と展望 , 中
央勞働時報, 제897호, 労働委員會制度50周年記念號, 1995, p.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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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사건을 당사자의 양해하에 간단히 속결로 처리하는 절차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제도가 있으며,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분쟁이 그 대상이 된
다. 하지만 관계자간 사이에 제도에 대한 무지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실
제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다.
19)

<표 1> 노동관계 민사소송사건의 접수상황(전국의 지방재판소)

(건)
총사건 수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40
647
662
892
1,307
1,507
1,552
1,525
1,656
1,793
1,802
2,063
2,119
2,309
2,433

보통해고
105
108
100
135
210
256
237
230
227
274
269
323
346
361
410

징계해고
42
62
42
59
84
73
61
88
89
81
106
112
117
109
130

사건의 종류
임금ᆞ수당
219
201
245
343
568
665
655
695
711
716
763
826
859
995
1,157

퇴직금
118
128
132
184
251
325
379
333
402
474
412
484
454
445
394

기 타
156
148
143
171
194
188
220
179
227
248
252
318
343
399
342

출전: 最高裁判所行政局取調べ

2.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감소

일본의 노동민사 사건수는 선진국 중에서는 눈에 띄게 적다. 바꿔서 말하면, 재판소의
민사절차는 노동분쟁의 해결에는 그다지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 배경으로서는 첫째, 소송
에 호소하는 것을 꺼리는 일본사회 전체의 구조적 경향이다. 이에 관해서는 동조성(同調
性)의 전통, 적은 수의 변호사, 소송에 필요한 돈․시간․정신적 부담․징벌적 손해배상
과 같은 소송 제기의 인센티브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노동분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사관계
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배치전환이나 전출․해고 등의 개별인사에 관한 사전의 노
사협의절차나, 임금인상․일시금의 단체교섭의 전 단계 내지 대체절차로서의 노사협의,
고용조정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노사협의 등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또 직장에
20)

19)
20)

毛塚勝利他, 個別紛爭處理システムの現況と課題 日本勞働硏究機構調査硏究報告書, 65호, 1995, p.74.
독일의 노동재판소의 경우에는 연간 약 60만건, 영국의 고용심판소의 경우에는 연간 약10만건의 노
동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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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중간관리직이 항상 근로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그 불만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 고용관계로 전직이 곤란한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개개의
근로자는 상사에게 비공식적인 불만을 전달하는 이상의 공공연한 자기주장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다수의 노동규범은 각각의 시행․운용을 위한 독자적 행정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은 해당 법규가 규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노조법의 시행을 위한 노동위원회, 노기법․노재법․노
안법의 시행을 위한 노동기준감독서, 균등법의 시행을 위한 균등실 등이 그 예이다. 그래
서 재판소에 접수되는 노동관련 민사사건을 보면 노동법규가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분
야(해고․징계의 이유, 배치전환․전출명령권의 범위․임금․일시금․퇴직금 채권의 유
무 등)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동사건에 대한 판단 경향

일본의 노동관련 민사소송은 노동사건 전문재판관에 의해서가 아닌 일반민사사건의 재
판관에 의해서 처리된다. 노동사건 전문부가 있는 것은 동경지방재판소뿐으로, 동경의 노
동부의 재판관도 로테이션에 의해서 수년간 같은 부에 소속할 뿐이다. 그래서 노동사건도
일반민사사건의 감각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고용안정의 중시다. 재판관은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종신고용’의 일반 관념에 강
하게 영향을 받는다. 해고권 남용의 법리, 정리해고의 제한 법리, 시용기간 중의 해고제
한 법리, 기간고용 중단의 제한 법리 등이 종신고용관념의 법적 소산이다.
둘째, 장기적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경영의 유연성의 허용이다. 먼저 장기적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포괄적인 인사관리의 권한이 용인되고 있다. 사용자의 포괄적인 인사권,
기업질서 정립권, 징계권 등이 ‘근로계약상의 포괄적 동의’의 법적 구성으로 인정되어, 사
용자에 의한 직종전환․전근․전출 명령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한 근로조건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권한이 일정요건
하에 허용되고 있다.
셋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관리상․경영상의 권한을 승인하는 반면,
권리남용, 신의칙, 합리성 등의 일반적 관념(법리)에 의해 그 한계를 설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넷째, 노사관계의 평화중시이다. 쟁의행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21)

21)

재판관 자신도 확실한 종신고용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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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업질서, 인신의 자유 등이 중시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폐쇄
권은 금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이론은 재판소가 계약법이나 노동법의 기본적 취지를 장기고용관계의 여
러 사항에 적용시켜 노사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한 마디로 장기고용 시스템의 법적 룰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장기고용시스템은 현재 그 내실에 있어서 상당부
분 수정이 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더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판례법
리의 큰 특색은 일반법리를 이용한 유연한 조정적 틀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고용시스
템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 갈 것이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집단주의적 관리에서 개별관리
로, 그리고 포괄계약이론에서 개별계약이론으로 변하는 것이다.
V.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개혁과제

1. 행정시스템의 개혁과제

(1) 개혁논의의 개시

이와 같은 노사분쟁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재편성이 학
계․실무자 사이에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노동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노사분
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전후의 노사분쟁해결제도를 집단적 노사분쟁제도의
감소 및 개별노동관계분쟁의 증가․다양화에 대응하여,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을 간이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개별노동관계분쟁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단체는 연합(聯合)으로, 그 내용은 이미 집단적 분
쟁의 감소현상 및 실질적 개별분쟁의 증가에 대처해 오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처
리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순수한 개별적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기능을 가지도록 재편성하자
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개별적 분쟁해결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는 몇 가지 점에서
저항이 있었다. 일경련(日經連)은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의 공정한
판정 문제이므로 재판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단결권 옹호기관인 노동위
원회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리고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을 간이ㆍ신속하게
22)

22)

日本勞働組合連合會․勞働委員會あり方硏究會, 新しい勞使紛爭解決システムの硏究(中間まとめ)
(1997년 8월), 同 新しい勞使紛爭解決システムの硏究(最終まとめ)(19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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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조정 중의 ‘고용관계조정’이라는 전문적 해결절차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23)

24)

(2) 후생노동성에 의한 개별적 노동관계분쟁 해결서비스의 개시

후생노동성은 이미 전술한 대로 개별적 노동관계분쟁 해결서비스를 국가의 행정사무로
편입하기로 한 뒤, 1998년에 노기법을 개정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을
위한 원조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
여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을 계기로 설치된 도도부현 노동국 에 이러한 기능을 계승하
게 한 뒤, 그 연장선상에서 개별적 노동관계분쟁 전반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일경련 및 연합으로부터 반발을 사, 결국은 일경련
이 제창하는 노동조정안과 노동위원회가 제창하는 지노위안을 절충한 ‘복선형 서비스’라
는 발상에서 도도부현 노동국의 분쟁해결서비스가 ‘알선’에 그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후생노동성은 2001년 6월에 개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 따르면,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개별노동관계분쟁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분쟁해결에 대한 원조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언이나 지도를 할 수가 있으며, 조언․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
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가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지방공공단체도 지방노
동위원회를 통하여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노위와 연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의 행정서비스는 도도부현 노동국에 의한 상담․조언․
알선서비스가 기본이며, 지방자치단체인 노정주관사무소나 지노위에 의한 서비스는 이를
보충하는 체제로 되었다.
개분법 시행 당시(2001년 10월 1일)에는 도도부현 노동국, 주요 노동기준감독서(194개
소), 대도시권의 역 부근의 빌딩(9개소) 등, 전국적으로 250개소에 도도부현 노동국의 종
합노동상담코너가 설치되었으며,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했던 민간인 등을 포함한 상담
25)

26)

현재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간이재판소에서 민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관계사건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이에 대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음).
24) 日本經營者團體連盟․勞働委員會制度の在り方檢討委員會, 勞働委員會制度の在り方につい (1998년
4월).
25) 종전에는 국가의 노동행정 파견기관이었던 도도부현 노동기준국, 도도부현 여성소년실과 도도부현
내부에 있었던 직업안정부․고용보험부를 ‘도도부현 노동국’으로 통합하고, 노동기준감독서와 공공
직업안정소를 그 하부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
26) 노동성 노정국에 마련된 個別的勞使紛爭處理問檢討鬪會議, 個別的勞使紛爭處理システムの在り方に
ついて(報告) (2000년 12월 25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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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노동관계의 정보제공․상담을 하는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담코너에서
는 노기법, 직안법, 균등법 등의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관계부처에 위임하며, 법
령위반 이외의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노동국이 분쟁해결원조(조언․
지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조언․지도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국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선은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률상으로는 3인의 알선인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3인 중의 한 사람이 알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운
영방침이다. 3인의 위원에 의한 알선안의 제시는 해결을 위한 정식 알선안이 필요하다. 또
한 각 노동국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사회보험노무사, 인사노무 OB, 변호사, 학자
등이 위촉된다. 균등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균등실에
의한 행정지도, 분쟁해결원조 및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27)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의 처리 개시

한편 노동위원회의 연락협력기관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1999년 지방자치법의 개
정에 의해, 지노위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자치사무’로 되었으므로, 지노위는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하여 상담․조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구
축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은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하는 보고서 를 2000년 10월에 채택했
다. 또한 동보고서는 노정주관사무소와 지노위 중 어느 한쪽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案)
뿐만 아니라, 양자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2002년 1월에는 절반 가량의 현이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에 대하여 알선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의 노정주관사무소
와 연대하여 상담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지노위가 노사위원을 활용하여 알선을 하도록 하
고 있다.
28)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 1월 21일 현재, 개분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도도부현 노동
국에 수리된 민사상의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에 관한 상담은 2만건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이 중
해고에 관한 것이 6,000건 정도이며, 근로조건 저하에 관한 것이 2,000건 정도이다. 또한 조언․지도
를 받은 건수는 400건 정도이며, 알선을 받은 건수는 300건 정도이다.
28) 全國勞働委員會連絡協議會, 勞働委員會制度のあり方に關する檢討委員會報告 . 이 소위원회의 설치
에 대해서는 第54回全國勞働委員會連絡協議會總會經過槪要 , 中央勞働時報, 제964호, 2000, p.10
참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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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시스템의 개혁과제

(1) 개별적 노동분쟁 시대의 재판소의 역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적 노동관계분쟁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재
편성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널리 인식되어, 행정기관에 의한 상담․조정서비스가
후생노동성 및 다수의 도도부현에서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분쟁해결에 관한
재판소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법적 분쟁은, 그 중 극히 일부가 재판소에 제소될 뿐, 대부분은
당사자나 대리인에 의한 교섭 또는 사적․준공적․공적인 분쟁해결원조절차 등의 소위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의하여 해결된
다.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공평성과 정확성의 관점에서 상당히 공식화된 절차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에도 최근에는 변호사회의 법률상담이나 중재서비스, 공해등조정위원회, 건설공사심사회,
국민생활센터,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 등 각종 ADR이 활동을 하고 있다.
노사분쟁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대부분의 분쟁이 기업 내의 상사나 인사부 또는 노동조
합 등의 관여로 비공식적으로 예방되거나 처리되어 왔다. 또한 기업 밖에서도 노동조합이
나 변호사단체 등의 원조에 의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 노동기준감독서, 노정사무소 등의
공적기관의 행정활동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ADR 중심의 노사분쟁해결 양상은 한층
발전하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는 향후 주요한 노사분쟁인 개별적 노동관계분쟁은 상
담이나 알선 등의 서비스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재판소에 의한 노사분쟁해결기능은 향후에도 행정시스템에 비해 한정적으로 유지해 나
가리라 생각된다.
29)

30)

(2) 사법제도 개혁과 노동재판시스템

이상과 같이 노사분쟁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시스
템으로서 행정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의 사법제
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하여, 1999년 7월에는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이러한 현상은 소송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소송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ADR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菅野和夫, 米國企業における苦情處理ADRと
社內オンブズパーソン , 花見忠先生古稀記念論集․勞働關係法の國際的潮流, 信山社, 2000, p.147
이하.
30) 伊藤眞․小島武司編, 裁判外紛爭處理法, 有斐閣, 1998 참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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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였다. 이 심의회에서는 법조 인구의 확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변호사 및
재판소에 대한 용이한 접근, 민사절차의 충실․신속화, 법률부조제도의 확충,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가 등등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노동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주로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사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의 심의회는 약 2년간의 심의를 거친 후인 2001년 6월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개혁과 함께 노동사건재판시스템에 대해서도
심리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시킬 것,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가 참가하는 ‘노동조정’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언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 명령에 대한 사
법심사와 고용 및 노사관계에 정통한 전문가가 참가하는 재판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하
여 조속히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에 내각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사법제도개혁추진법안을 2001년 추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위의 의견서의 제언은 노동재판시스템에 대한 제
언과 함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4년 4월에는 개
별적 노동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동심판소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심판
법 이 제정됨으로써, 전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노동재판소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일단
락 짓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노동심판제도에 대하여 노동심판법을 중심으
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
VI. 노동심판제도의 신설

1. 노동심판제도의 도입 경위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단행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개별분쟁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 일례로 지방재판소에 접수되는 노동관련 민사소송의 추이를 보면, 1992년에 892건
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433건으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또한 도도부현 노동국의 개
별노동분쟁 해결제도에서 취급한 건수도 2003년의 경우, 알선신청이 5,352건이고 기타 민
사상의 개별분쟁에 대한 노동상담이 140,822건에 달한다.
이러한 개별분쟁의 증가를 배경으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는 2001년 6월 의견서 를
통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관여하는 재판제도의 도입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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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받아서 2001년 12월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에 학자, 변호사, 재판
관, 노사관계자로 구성되는 노동검토회 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회의는 총
31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노동검토회는 수회에 걸친 검토회를 거듭한 끝에 2003년 8월에는 노동관계사건에 대
한 종합적인 대응강화에 대한 중간정리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보고서에
서는 개별적 노동관련 사건을 간이ㆍ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기초로 하면
서 재판관과 고용ㆍ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심리를 하여 당해 사건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절차를 재판소 내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노동검토회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분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각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2월
에 노동심판제도(가칭)의 개요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사법
제도개혁추진본부 는 노동심판법 을 작성, 2004년 3월 2일에 각의결정을 거쳐 그 다음
달 28일에는 제159회 국회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31)

32)

33)

34)

2. 노동심판제도의 개요

(1) 제도의 기본성격

이번에 새로 도입된 노동심판제도는 개별노동분쟁에 대하여 3회 이내의 기일로 재판관
과 고용ㆍ노사관계에 정통한 전문가가 당해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
고, 한편으로는 권리의무관계를 포함한 전체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
색함과 동시에, 이를 소송절차와 연계시켜 사건을 보다 신속ㆍ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동심판법 제1조).
노동심판소의 절차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시되며, 우선
조정절차에 의한 해결을 꾀한다.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심판절차로 이송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판은 재
노동검토회는 당시 동경대학교 스게노카오(菅野和夫)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자 4명, 변호사 2명,
재판소 관료 2명, 노사단체 대표자 2명, 노동행정 관료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32) 정식 명칭은 労働関係事件への総合的な対応強化についての中間取りまとめ 이다(**비공개자료).
33) 노동검토회(제30회), 労働審判制度(仮称)の制度設計の骨子(案) **비공개자료(2003. 11).
34) 노동심판소제도의 도입경위에 대해서는 菅野和夫, 労働審判制度誕生物語 **비공개자료(2004.4); 菅
野和夫, 労働検討会審議過菅程メモ **비공개자료(2004.4); 菅野和夫, 司法制度改革と労働検討会 ,
自由と正義, 제55호(2004.6), p.14 이하 및 定塚誠, 労働事件の現状と新設された[労働審判制度]に
ついて , 判例タイムズ 제1147호(2004.6), p.4 이하 참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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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게 된다. 당사자가 노동심
판소의 심판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심판을
신청한 시점에서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때부터 소송절차로 이송하
게 된다.
노동심판제도의 검토 단계에서는 조정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동의를 기초로 하는 분쟁해
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노동참심(勞動參審)제도를 대신할 만한 제도를 새로 신설하
자는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조정절차를 전제로 하면서도 심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관계에 관
한 판단을 포함하여 심판을 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으로 이행한다
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심판소는 그 기능으로 보아 ‘조정절차’나 ‘참심(参審)절차’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절충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개별적 노동분쟁의 특징
을 고려하여 사건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동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고
용심판소[ET] 및 알선조정중재국[ACAS])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영국의 경우에
는 고용심판소와 ACAS가 비록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조정전치주의
를 취하고 있고 또한 이 두 기관이 매우 유기적으로 심판기능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동심판제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35)

36)

37)38)

(2) 분쟁의 대상 및 관할

노동심판의 대상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발생
한 민사에 관한 분쟁, 즉 ‘개별적 노동분쟁’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개별노동분쟁해결촉
진법 에서 말하는 ‘개별노동관계분쟁’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부당노동
행위와 같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분쟁(소위 ‘집단분쟁’)은 노동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
39)

村中孝史, 労働審判制度の概要と意義 , 季刊労働法, 제205호, 2004, p.26.
定塚誠․男沢聰子, 新しく誕生した労働審判制度について , NBL, 제789호, 2004.7, p.34.
필자는 일찍이 일본의 새로운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영국식 고용심판소 및 ACAS
와 같이 심판기능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사법조직 내에 편입함으로써, 두 기관에 의한 철저
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해고를 포함한 노동사건을 간이ㆍ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李鋌, 앞의 책, p.364 참조).
38) 스게노카즈오(菅野和夫) 교수는, 일본의 노동심판소제도에 대해 영국의 코몬로(common law)재판소
의 중후한 소송절차에 비해 노동분쟁만을 전문적으로 간이ㆍ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고용심판(소)제
도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보아 법제도의 형성에 흥미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39) 노동심판법은 노동심판의 대상에 대해 ‘개별노동관계민사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제1조).
35)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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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노동조합과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소위 ‘노노분쟁’)도 노동심판
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라도 예를 들어 차기년도의 임금
인상을 둘러싼 분쟁(소위 ‘이익분쟁’)은 노동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동심
판제도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청구는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는데(노동
심판법 제22조 제1항), 소송은 기본적으로 권리분쟁을 취급하기 때문이다(동법 제1조, 제
20조 제1항).
노동심판에 대한 관할권은 노동심판원을 무리없이 확보하고 노동심판제도를 순조롭게
스타트하기 위하여 지방재판소가 갖게 된다(동법 제2조).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재판소
본청(50곳)에 노동심판소를 설치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40)

(3) 대리인

노동심판법 제4조는 “법령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 단서에서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권리이익의 보호
및 노동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
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여, 노사단체의 임원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
이긴 하지만 대리인으로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3회의 기일 내에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하고 적확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무리없이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테크닉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곤란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로 노동심판과 같이 단기간에 주장과 입증이 요구되는 노동가처분 사건의 경우, 거
의 대부분이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노동심판제도의 경우에
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41)

42)

43)

(4) 노동심판위원회

노동심판절차는 재판관인 노동심판관(1인)과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
진 노동심판원(2인)등 3인으로 구성된 노동심판위원회 라는 패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定塚誠․男沢聰子, 앞의 논문, p.35.
村中孝史, 앞의 논문, p.29.
같은 취지로서는 菅野和夫, 司法制度改革と労働検討会 , 自由と正義, 제55호, 2004.6, p.22; 定塚
誠․男沢聰子, 앞의 논문, p.35; 村中孝史, 앞의 논문, p.35.
43) 같은 취지로 定塚誠․男沢聰子, 앞의 논문, p.35.
40)
41)
42)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이정)

125

노동심판법 제7조 내지 제9조). 노동심판원은 노동위원회의 노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노측
과 사측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서 심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출신으로부
터 완전히 독립하여 심리판단에 참여하게 된다(동법 제9조 제1항).
노동심판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로 결정되며(동법 제12조 제1항), 평의(評議)는 비밀로
한다(동조 제2항). 또한 현재 노동심판원이거나 과거 심판원이었던 자가 평의의 비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는 형벌을 받게 된다(동법 제33조, 제34조).
(

(5) 노동심판의 개시

노동심판은 일방 당사자가 재판소에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된다(그림 2 참조). 노동심판
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노동심판법 제5조 제2
항). 3회의 기일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쟁점에 관한 사실, 입증 및 증거의 방법, 분쟁의 경위, 상대
방과의 교섭 정도 등 노동심판관 및 노동심판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
도록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심판위원회
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청비용은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조
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아서, 1,000만엔까지는 소송비용의 반액으로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100만엔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000엔의 신청비용이 든다.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상대방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혹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재판소, 개별노동관계민사분쟁이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관계에 기
초하여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취업하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취업한 당해 사업주의 사업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지방재판소”가 가지게 된다
(노동심판법 제2조).
(6) 신속한 심리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심판관은 노동심판절차의 기일을 정하여 사건 관계자들을
호출하여야 한다(노동심판법 제14조). 노동심판절차의 경우, 신속한 심리가 요구되기 때문
에(동법 제15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회의 기일 안에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15조 제2항).
노동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심판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락할 수도 있다(동법 제16조). 방청을 허락할 수 있는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는 각 사건마다 방청의 목적 및 필요성, 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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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동심판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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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쟁해결에의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노동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으로
44)

44)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労働審判所の概要について , NBL, 제789호, 2004.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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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인정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
게 된다(동법 제17조). 사실조사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사정을 청
취하거나 서류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심판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타진
하여야만 한다(동법 제1조). 조정이 성립할 경우, 조서의 기재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동법 제29조), 집행력이 인정되고 기판력도 가지게 된다. 이렇
게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는 지출한 비용 중 조정조항에서 정한 비용 이외에는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8조).
노동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할 때에는 노동심판절차의 기일에서 그러한 취지를 선언
해야만 한다(동법 제19조). 심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노동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입수한 자료 등은 노동심판을 행할 때 활용할 수 없다.
노동심판위원회 일단 심리를 종결한 후 다시 심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리를 재
개할 수도 있다.
45)

46)

(7) 노동심판

노동심판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심판을 하게 된다. ‘노동심판’이
라 함은 개별노동관계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관계 등을 사안의 실정에 맞도
록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판을 하는 것으로(동법 제1조), 신청한 사건에 대한 해결안
이다. 노동심판에서는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금전의 지불,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20조 제2항), 사안의 실정에 맞도록 유연한 해결을 꾀할 수
가 있다.
노동심판은 원칙적으로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 행하며(동조
제3항), 이 심판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만 한다(동조 제4항). 노동심판이 신속하게 이
루어지도록 심판서에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나, 주문의 결론에 이
르게 된 이유는 간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심판서의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1편 제5장 제4절)을 준용하나, 공시송달 등에 관한 규정(동법
제104조, 제110조～113조)은 준용하지 않는다. 노동심판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심판서를 작성하는 대신 모든 당사자들이 출두하는 기일에 구두로 고시하는 방법으로
노동심판을 할 수도 있다(노동심판법 제20조 제6항). 이러한 방법은 사건이 간명하고 구두
45)
46)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앞의 논문, p.27.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앞의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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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지하더라도 당사자가 노동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이
때에도 재판소는 서기관으로 하여금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노동심판에 대한 심판서의 송달 또는 구두에 의한 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간 이내에 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이
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심판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력, 기판력
등)을 가지게 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노동심판사건의 기록을 열람ㆍ등사(謄寫)할 수
있으며, 등사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동법 제26조).
(8) 노동심판에 의하지 않는 사건의 종료

노동심판의 심판서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해야 할 곳
을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결정으로 노동심판을 취소해야 한다(노동심판법 제23조
제1항). 그 이유는 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노동심판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노동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의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
지 않은 채, 이의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심판을 확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노동심판위원회는 사실의 성질에 비추어 노동심판절차에 부치는 것이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심판사건을 종료할 수가 있
다(동법 제24조 제1항). 노동심판사건을 종료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당해
사건의 내용, 심리상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쟁점이 많거나 다수
의 이해당사자가 관여함으로써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원칙적으로 3회의 기일로는 노동심
판절차를 끝내기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를 들 수 있겠다.
47)

48)

(9) 이의제기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당사자는 노동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노동심판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노동심판은 실효하게 되며(동조 제3항), 당
해 사건은 노동심판절차에 신청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심판에서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동법 제22조). 또한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원칙적으로 3회의
기일로는 노동심판절차를 끝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심판위원회의 직
47)
48)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앞의 논문, p.29.
村中孝史, 앞의 논문, p.33 및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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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노동심판을 종료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해 사건은 노동심판절차에 신청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10) 기타

노동심판절차에 신청한 사건이 이미 소송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두 절차가 병존하게 됨
으로 당해 사건을 접수한 재판소는 노동심판이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가 있
다(노동심판법 제27조).
노동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사조정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29조). 또한 노동심판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노동심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9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
사건의 관계자가 노동심판관의 호출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
는 과태료가 부과되며(동법 제31조, 제32조), 노동심판원이나 심판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평의의 경과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부과된다(동
법 제33조, 제34조).
노동심판법은 공포일(2004년 5월 12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되나, 노동심판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동법 제9조)은 1년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부칙 제1조).
VII. 결론 및 향후과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개별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산업 전반에 걸친 재편성과 함께 가일층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개분법을 제정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으로 하여금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한 알선ㆍ
조언ㆍ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개별적 노
동분쟁에 대하여 상담ㆍ조언ㆍ알선서비스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긍정
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개별분
쟁에 한하여 조정적 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사개위 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제
도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개위 의 제안을 받아 설립된 노동검토회 에서는 31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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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격렬한 토론회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사측의 동의를 받
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노동심판제도는 그 기능으로 보아 ‘조정절차’
나 ‘참심절차’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전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이니만큼 이 제도가
소위 ‘일본판 노동재판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입장 차가
크다. 또한 노동심판제도가 시행되려면 아직도 2년 남짓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개별적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노동재판소가 노동관계개별분쟁의 해결기관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홍보와 계몽
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
각한다. 이는 일본의 노동위원회가 발족 당시에 노사 양측(특히 사용자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전한 경험으로부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지식과 노동문제에 정통한 노동재판관 및 노사심판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활
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는 향후 노동심판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노
동심판절차는 노동사건을 3일의 기일 내에 간이ㆍ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법적 지
식과 노사관계에 밝은 재판관과 심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심판
제도가 시행되면 약 500～3,000명 정도의 노사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시행 예정기일(2006년 4월)까지 전문성ㆍ중립성ㆍ공정성을 가진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더라도 노동심판을 원만하게 진
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도 과제이다.
49)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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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orm of Japanes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 and
the Labor Tribunal System

John Lee
Japan of the court lawsuit involving a labor trouble is continuing increasing after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Especially, the incident about dispute between the
company involving dismissal, unclaimed wages, etc. and each laborers, i.e., an individual
labor dispute,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conventional Japanese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did not expect solution of an individual labor dispute primarily, there is
a limit in a governmental agency like Committee on Labor Affairs dealing with an
individual labor dispute. And since time and cost start too much processing a labor dispute
also in the court which is the final and public solution organization of all legal lawsuits
including a labor incident, criticism that the right of the laborers in the economical weak's
position is quickly relievable has been raised by the scholar and the man of business.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on reform of a labor dispute solution system as
part of a judicial reform,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n such a motion,
introduction of the "labor referee system" which is said also as a Japanese version "labor
court system" is observed most. A new system for this system to solve an individual labor
trouble at the labor examination meeting of a judicial reform head office as a result of
a total of 31 arguments over about two years which became white-hot came to be born.
In order that this system may solve an individual labor trouble quickly, a trial date is also
restricted to 3 times, and also before going into referee procedure, it is a different unique
system from the labor court in Germany, or Employment Tribunal of Britain to plan
dispute settlement in mediation procedure, to adopt the so-called "mediation introduction
principle", etc. In this paper, after grasping the substance and problem in the first place
mainly by Committee on Labor Affair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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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it introduces to it about the aim and the contents of the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in the labor office of the all prefectures newly introduced
by the individual dispute settlement promoting method in 2001. While surve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bor incident of a court by the newest statistics, it analyzes and
introduces about the outline and the subject expected of a new “labor referee system.”
Keywords: labor disputes, Japanes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 labor tribunal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