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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과 확산에 따른 입법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입법
의 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용사
유의 획정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을 위해 예외적․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노동력 수요의 변동 및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에 따라
기간제고용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할 수 있
는 사유들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정책 등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용불안정화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취약자 등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며 계
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계약갱신 및 연속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
며, 이는 개별적인 사용사유별로 남용의 여지, 고용불안정의 방지와 기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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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위험 작업 등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사유,
사용기간 등을 포함하는 서면의 근로계약 작성,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도입, 법률 위반에 대한 민․형사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근로계약의 원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사유 제한, 객관적 사유,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갱신

Ⅰ. 머리말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란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
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법률로 규제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따른 핵심적인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과 차별적인 근로조건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지니는 기본적인 특질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해고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업의 인력관리의 유연화 등 노무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으나, 근로자측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정을 비롯한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리고 기업
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건비절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
며, 실제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차별적인 근로조건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3권의 행사도 현
실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과 확산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의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등의 근본가치에 대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1).

2006년 12월 6일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원칙적으
1)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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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년으로 제한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기간제법에서 사용기간만을 제한하고 게다가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를
넓게 설정함으로써 그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은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책 쟁점으로서 부각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 또는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적인 쟁점들이 있다. 즉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그러한 사용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할 것인지 또는 예시적으로 열거할 것
인지, 사용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갱신을 허용할 것인지, 기간제근
로자의 연속적인 사용을 어떤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들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고용유
연성 또는 고용정책적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쟁점들이다. 기간제근로자 사용
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정치․사회적인 입법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들을 비
롯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
아래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설계에 있어 기본방향, 사용사유, 사용
기간, 계약갱신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된 범위에서 ILO, EU 및 프랑스, 독일, 일본의
기간제근로에 대한 규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사
유 제한 방식의 입법 방향과 체계를 살펴본다.

2)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
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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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LO, EU 및 국가별 기간제고용 관련 법제의 구조
1. ILO
ILO는 1982년에 채택된 제158호 ‘고용종료협약’(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Convention concern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at the Initiative of the
Employer)에서 사용자의 해고를 정당한 사유(valid reason)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서(제4
조), 이 협약에 따른 보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비준국에 의무지우고 있다(제2조 제3항3)). 이에 따라 제166
호 ‘고용종료권고’(Termination of Employment Recommendation)에서는 구체적인 방지조
치로서 ①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을 작업의 성질, 작업이 이행되는 조건이나 근로자의 이
익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할 것,
② ① 이외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으로 간주할 것, ③ ① 이
외의 1회 또는 2회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
등과 같은 조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제2항4)).

2. EU
1999년 3월 18일 체결된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과 유럽사용자총연합(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s of
Europe; UNICE), 유럽공공기업센터(European Centre of Enterprises with Public
Participation; CEEP)의 기간제근로에 관한 기본협약은 1999년 6월 28일 EU지침(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3) “Adequate safeguards shall be provided against recourse to contracts of employmen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aim of which is to avoid the protection resulting from this Convention.”
4) “(2) To this end, for example, provision may be made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limiting recourse to contract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cases in which, owing either
to the nature of the work to be effected or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is to be effected
or to the interests of the work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cannot be of indeterminate
duration;
(b) deeming contract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other than in the cases referred to in clause
(a) of this subparagraph, to be contracts of employment of indeterminate duration;
(c) deeming contract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when renewed on one or more occasions,
other than in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a) of this subparagraph, to be contracts of
employment of indeterminate duration.”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주요 쟁점과 체계(조임영)

107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으로 채택되었다. 이 기본협약의 전문에서
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안정성 간에 보다 나은 균형의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
협약의 당사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의 일반적
인 형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임을 확인한다”5)고 하고, 총칙

(general considerations)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고용관계의 일반적 형태
이며 관련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수행성을 향상”6)시키며,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
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7)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합할 수 있는 특정 분야, 업무 및 사업에서의 고용형태”8)임
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남용방지조치) 제1항에서는 “연속적 기간제 근로계약 및 관계의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이러한 계약 또는 관계의 갱신을 정당
화하는 객관적 이유, ② 연속적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관계의 최장기간, ③ 이러한 계약
또는 관계의 갱신횟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도입한다”9)고 하고, 제2항은 “기간제 근로
계약 또는 관계가 ①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관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확인하고(노동법전 L.
5)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recognise tha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are, and will continue
to b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They also
recognise that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respond, in certain circumstances, to the needs of both
employers and workers.”
6) “Employmen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ar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rkers concerned and improve performance.”
7) “The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based on objective reasons is a way to prevent abuse.”
8)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are a feature of employment in certain sectors, occupations and
activities which can suit both employers and workers.”
9) “1. To prevent abuse arising from the use of successive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or
relationships, Member States, after consultation with social partne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collective agreements or practice, and/or the social partners, shall, where there are no equivalent legal
measures to prevent abuse, introduce in a manner which takes account of the needs of specific
sectors and/or categories of worker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a) objective reasons justifying the renewal of such contracts or relationships;
(b) the maximum total duration of successive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or relationships;
(c) the number of renewals of such contracts o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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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조10). 이하 ‘노동법전’ 생략), 기간제 근로계약 이용사유의 제한, 기간의 상한 설정,
갱신횟수의 제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속적 체결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 이용사유와 관련하여 노동법전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동기에
관계없이, 기업의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관계된 직무에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도 아니 된다.”(L. 1242-1
조11))고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만 체결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이용사유를 한정열거하고 있다(L. 1242-2조12)). 그 이용사유로는 ① 일시
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② 기업 활동의 일시적 증가, ③ 계절적 성격의 고용, ④ 일정한
사업 분야에서 이행되는 사업의 성질 및 그 고용의 본래 일시적 성격으로 인해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항상적인 관행인 고용, ⑤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전문직기사(ingénieurs) 또는 관리직(cadres)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통상의 이용사유 이외에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을 허용
하고 있다(L. 1242-3조). 한편, 파업근로자 대체, 특별히 위험한 작업의 이행, 경제적 해고
이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L. 1242-5조 및

L. 1242-6조).
계약기간은 이용사유에 따라 시기 및 종기를 포함하는 확정기한과 계약목적의 실현으로
종료하는 불확정기한으로 할 수 있다. 확정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칙으로서
상한은 18개월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갱신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L. 1242-7조 이하 및 L.

1243-13조 이하).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와의 연속적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L. 1244-1조 이하).
노동법전에서는 이와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 이용의 실체적 요건과 더불어 서면요건이나
필요기재사항의 열거 등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L. 1242-12조 이하).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규
정되어 있다. 사용자가 이용사유를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용하거나 상한기간을
10) 노동법전 L. 1221-2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노동관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
이다. 다만,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해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및 조건의 범위 내에
서 그 체결 시 명확히 정해진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의 실현에 따른 기한을 포함할 수 있
다.”(Le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indéterminée est la forme normale et générale de la relation de
travail. Toutefois, le contrat de travail peut comporter un terme fixé avec précision dès sa conclusion
ou résultant de la réalisation de l’objet pour lequel il est conclu dans les cas et dans les conditions
mentionnés au titre IV relatif au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고 규정하고 있다.
11) “Un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 quel que soit son motif, ne peut avoir ni pour objet ni
pour effet de pourvoir durablement un emploi lié à l’activité normale et permanente de l’entreprise.”
12) “un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 ne peut être conclu que pour l’exécution d’une tâche
précise et temporaire, et seulement dans les cas suivants”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주요 쟁점과 체계(조임영)

109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제재로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것으로 간주하며(L. 1243-11조 및 L. 1245-1조), 이와 더불어 형사제
재도 예정되어 있다(L. 1248-1조 이하). 나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적 내지 탈법적 이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기업위원회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시․시정기능이 강
화되어 있다.

4. 독 일
독일에서 기간제근로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TzBfG, 이하 ‘단기법’이라 한다.)이다. 단기법에서
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Sachlicher Grund)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단기법 제14조 제1항. 이하 ‘단기법’ 생략).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① 노동력에 대한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으로만 요구될 경우, ② 직업훈련생 또는
학생이 근로관계로 이전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경우, ③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
기 위한 경우, ④ 업무의 성질상 정당한 경우, ⑤ 시용을 위한 경우, ⑥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⑦ 재정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⑧ 법원의 화해나 조정에 의해 근로
계약의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13) 이러한 사유는 연방노동법원의 판례에
서 기간설정의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되어 온 사항이며, 예시열거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장기간의 제약은 없다.
한편, 단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최초로 노동관계
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특정한 일자를 기간
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최대 3회의 갱신이 허용된다(제
13) “(1) Die Befristung eines Arbeitsvertrages ist zulässig, wenn sie durch einen sachlichen Grund
gerechtfertigt ist. Ein sachlicher Grund liegt insbesondere vor, wenn
1. der betriebliche Bedarf an der Arbeitsleistung nur vorübergehend besteht,
2. die Befristung im Anschluss an eine Ausbildung oder ein Studium erfolgt, um den Übergang des
Arbeitnehmers in eine Anschlussbeschäftigung zu erleichtern,
3. der Arbeitnehmer zur Vertretung eines anderen Arbeitnehmers beschäftigt wird,
4. die Eigenart der Arbeitsleistung die Befristung rechtfertigt,
5. die Befristung zur Erprobung erfolgt,
6. in der Person des Arbeitnehmers liegende Gründe die Befristung rechtfertigen,
7. der Arbeitnehmer aus Haushaltsmitteln vergütet wird, die haushaltsrechtlich für eine befristete
Beschäftigung bestimmt sind, und er entsprechend beschäftigt wird oder
8. die Befristung auf einem gerichtlichen Vergleich beru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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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2항). 둘째, 기업을 설립한 이후 4년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최대 4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이전에 근로계약이 없었던 경우
에 허용되며, 4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횟수는 제한이 없다(제14조 제2a항). 셋째, 52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개시일 이전 4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최대 5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횟수는 제한이 없다(제14조 제3항).
단기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은 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4항). 기간 설정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기일이 도과하였거나 계약목적이 실현되었고 사용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가 지속될 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된다(제15조 및 제16조).
다른 한편, ｢학술분야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에서는 대학, 연구소,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에 관한 기간제 근로계약
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5. 일 본
일본의 ｢노동계약법｣에서는 동일의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둘 이상의 기간제 근
로계약의 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통산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당해 사용자
에 대하여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계약
이 만료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노동계약법 제18조 제1항. 이하 ‘노동계약법’
생략). 이와 같은 무기근로계약전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진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각각 노동계약법
상 무기근로계약 전환신청권 발생까지의 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노동계약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부를 제한하고
있다. 즉 ①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과거에 반복하여 갱신되었고 그 계약기간의 만료 시
에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에 의해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당
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시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에 있어서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의 만료 시에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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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 후 지체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가 당해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객관
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자는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과 동일의 근로조건으로 당해 신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Ⅲ.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1. 근로계약의 기본원칙 확립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기업 내에서
계약형태에 따른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곧 기간제근
로자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
적 계약 형태임을 전제로 한다.

ILO, EU,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데, 프랑스의 입법 사례가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이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노동관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만, 근로계약은 기간
제 근로계약에 관해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체결 시 명
확히 정해진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의 실현에 따른 기한을 포함할 수 있다.”(L.

1221-2조)고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동기에 관계없이, 기업의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관계된 직무에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도 아니 된다.”(L. 1242-1조),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L. 1242-2조)고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적․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용사유의 획정 및 기간제 근로계
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프랑스와 같은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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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및 기간의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의 원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일시적, 임시적 성
질을 가지는 업무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업무의 일시성, 임시성을 인
정할 것인지,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ILO 제166호 ‘고용종료권고’에
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을 작업의 성질, 작업이 이행되는 조건이나 근로자의 이익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
시하고 있고, EU지침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합할 수 있는
특정 분야, 업무 및 사업에서의 고용형태임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에 따라 업무의 성질, 계약
의 목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일시적 성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기간제고용을 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전형적인 ‘일반적 사용사유’과 고용정책 등 일정한 정책적 목표에 따
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는 ‘정책적 사용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사용사유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사유에 따라서는 사용기간, 계약갱신 및 연
속 등에 대한 규율을 통해 고용불안정의 방지와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고, 정책적 사용사유에 있어서도 고용불안정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를 ‘일반적 사용사유’와 ‘정책적 사용사유’로 구분하
여 각각에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의 성질에 따른 구분>
일반적 사용사유

정책적 사용사유

근로관계의 일시적 성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일정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1) 일반적 사용사유
일반적 사용사유는 그 성질에 따라 ①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② 노동력 수요의
변동, ③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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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용사유의 세부 영역>
사용사유의 성질

세부 영역
-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일반적 사용사유

- 노동력 수요의 변동
-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

1)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가. 사용사유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근로자의 일시적 결원, 단시간근로로의 일시적으로 전환, 근로
계약의 정지, 일자리 폐지 이전에 근로자의 최종적인 이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실제 업무개시의 대기 등과 같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
o

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L. 1242-2조, 1 ). 독일 단기법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의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제3호), 질병, 임신, 육아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의 대체, 이전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 재개 시까지의 대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대체할 경우에 피대체근로자의 결원 기간 전체를
대체할 경우에 피대체근로자의 복귀 내지는 업무개시(결원종료) 등을 기한으로 하는 불확
정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계약 시에 결원기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
을 경우(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에는 확정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원기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간만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대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확정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체계약을 확정기한으로 할 경우에 최장기간 및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된
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확정기한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장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고(L. 1242-8조), 그 범위
내에서 갱신횟수를 2회로 제한(L. 1242-13조)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시에 노동관계가 지속될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L. 1243-11조). 한편 노동법전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연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근
로자대체의 경우에 이전 계약의 만료 시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사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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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계약을 즉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 1244-1조 및 L. 1244-4조).
프랑스, 독일에서는 결원근로자 대체의 경우에 해당 결원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직무
에 대한 직접적 대체뿐만 아니라 결원근로자의 직무에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고 그 근로자
의 직무를 대체하는 간접적 대체(연쇄대체)도 사용자의 인사권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일자리 폐지 이전에 최종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대체의 경우에 확
정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최장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대
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실제 업무
개시 때까지의 대체의 경우 계약은 확정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9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검토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사유로는 프랑스 사례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 일시성이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남용의 위험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계약의 기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유연
한 이용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불확정기한 및 확정기한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기한으로 체결할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기간을 설
정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일자리 폐지 이전에 최종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대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실제 업무개시 때까지
의 대체의 경우에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방식을 프랑스 사례
와 같이 확정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의 세부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구분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세부 사용사유

사용기간

- 일시적 결원 근로자 대체
- 일시적으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근로자 등 대체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또는 불확정기한

- 일자리 폐지 이전 최종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대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개시
때까지 대체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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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력 수요의 변동
노동력 수요의 변동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는 일반적 노동력 수요의 변동, 특별
한 노동력 수요의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적 노동력 수요의 변동
가) 사용사유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기업활동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한 기간제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 기업의 통상적
o

인 활동의 일시적 증가(L. 1242-2조, 2 ),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명확히
한정되고 비지속적인 임시업무의 이행(L. 1242-5조), ⓒ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의 이행

(L. 1242-8조), ⓓ 원청 또는 하청의 주문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그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수단의 한도를 양적, 질적으로 초과하는 수단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다량의 예외적인
수출주문의 발생(L. 1242-8조)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단기법에서는 이러한 사용사유에 대
응하여 포괄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으로만 요구될 경우(제14조 제1항
제1호)에 기간설정이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시적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석상 신규사
업 및 신상품의 출시에 따른 추가적 노동력의 수요에 대해 사업의 성공과 그에 따른 업무
의 지속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는 실험기간 동안의 새로운 상품 및 사업에 관한 실험
은 기업의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는 특히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
다.14)
한편 독일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으로만 요구될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와 더불어 휴업, 구조조정, 사업장폐
쇄 등이 예정된 경우와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인력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5) 반면,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
시적 증가에 기업 활동의 축소 가능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6)
14) BT-Drucks. 15/1204, S.10.(권혁,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적용과 평가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2011, p.68).
15) BAG 3. 12. 1997, AP Nr.196 zu §620 BGB Befristeter Arbeitsvertrag(권혁, 위의 보고서, pp.32-33).
16) Cass. soc., 4 mars 1992, JurisData n° 1992-0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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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기간

프랑스의 노동법전에 따르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시적 증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
동에 속하지 않는 명확히 한정되고 비지속적인 임시업무의 이행을 사유로 기간제 근로계
약을 체결할 경우에 확정기한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계약기간 제한에 따라
최장 기간이 18개월이며, 그 범위 내에서 2회의 갱신이 가능하다. 기간 만료 시에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의 즉각적 재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계약기간
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기기간 내지 공백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로서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의 이행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대기기
간의 적용받지 않고 연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외적인 수출주문의 발생의 경우에
는 최장기간은 24개월로 연장되며, 기간 만료 시에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의 즉각적 재개
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계약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기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기간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에는 객관적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설립한 이후 4년까지 정
당한 사유가 없어도 최장 4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이전에 근로계약이 없었던 경우에 허용되며, 최장기간인 4년의 범위 내에서 갱
신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검 토

일반적 노동력 수요의 변동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로는 프랑스의 노동법전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더불어 독일의 사례와 같이 신설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특례도 일정한 범위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휴업, 구조조
정, 사업장폐쇄 등이 예정된 경우와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인력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도 타당할 것이다. 다만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내재하
는 장래의 전개의 불확실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형적인 위험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
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 기간 이후에는 인력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와 같은 요건의 설정이 필요하다17).
계약의 기간은 노동력 수요의 일시적 변동과 지속화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에 남용의 위험과 고용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사례와 같이 최장기간을 설정하여
17) Meinel/Heyn/Herms, TzBfG, § 14 Rn. 20(김기선, “독일 내에의 기간제에 대한 규율”, 한국노동연구
원 세미나 발표자료, 2017. 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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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갱신횟수 및 연속적인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하다.
나. 특별한 노동력 수요의 변동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로서 특별한 노동력 수요의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사업의 완
료와 특정업무의 완성을 들 수 있다.
가) 사업의 완료

프랑스에서 건설, 토목공사 등 한시적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일정한 분야에서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근로계약은 사업의 기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간이 주로 사용자
의 추진의사, 작업속도, 재정적․기술적 수단 등에 좌우되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허용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공사의 완료를 기간으로 하는 공사계약(contrat de chantier)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공사의 완료시에 해고는 정당한 이유(cause réelle et sérieuse)
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2017년 9월 22일의 ‘노동관계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화에 관한 법률명령’18)에서는 노동
법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였다. 노동법전에서
는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공사 또는 작업기간을 위해 체결되는 계약의 이용이 가능
한 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에 공사계약은 이러한 계약의 이용이 관행
적인 분야에서 체결될 수 있으며, 공사의 완료 시 공사계약의 종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L. 1223-8조, L. 1223-9조 및 L.1236-8조).
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사유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해 프랑스, 일본에서는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전문직기사(ingénieurs) 및 관리직
o

(cadres)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L. 1242-2조, 6 ). 이러한 계
약은 ‘프로젝트 계약’(contrat de projet)이라고도 하며, 계약의 목적인 프로젝트의 실현과
더불어 종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법전에서는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대
해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 또는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18) Ordonnance n° 2017-1387 du 22 septembre 2017 relative à la prévisibilité et la sécurisation des
relations de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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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경우에 기업협약에서 이러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한하여 계약의 체결이 허용된다. 단체협약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적합한 대응일 수
있는 경제적 필요성, 해당 근로자의 재배치지원, 실효적인 경력획득, 우선적 재고용 및 직
업교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우선적 접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
다. 특정 목적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문직기사 및 관리직에 대해
서만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계약목적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불확정기한의 계약(L.

1243-5조)이지만, 최소 18개월 이상 및 최장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결될 수 있으며 갱신
할 수 없다(L. 1242-8-1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18개월 및

24개월 도과 시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9월 22일의 ‘노동관계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화에 관한 법률명령’에서는
공사계약과 함께 프로젝트 계약과 같은 맥락에서 계약상 정한 특정업무의 완성으로 종료
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작업계약(contrat d’opération)을 도입하였는데,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은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진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지는 기간제근로자(고도전문직)에 관하여 그 특성에 따른 고용관리에 관한 특별의
조치가 강구되는 경우에 노동계약법상 무기계약 전환신청권 발생까지의 기간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특례 대상근
로자에 관하여 능력이 유효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고용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사업주가 신청한 계획이 적절하면 인정
을 하며, 인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대상노동자에 관하여 특례가 적용된다.19)
특례가 적용될 경우에 노동계약법상 동일의 사용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통산 5년을
초과하여 반복갱신된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신청권이 발생하는데, 특례의 적용대상자가 고
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고, 5년을 초과하는 일정의 기간 내에 완료하는 업무(특
정유기업무. 이하 ‘프로젝트’라 한다. 매년도 행해지는 업무 등 항상적으로 계속하는 업무
는 해당되지 않는다.)에 종사하는 경우에 당해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은 무기계약
전환신청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기계약 전환신청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상한은 10
년이다. 한편, 고도전문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계약법 제19조의 기간제 근로계
약 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고도전문직은 ① 박사학위를 가지는 자, ②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1급 건축사, 세리사, 약제사, 사회보험노무사, 부동산감정사, 기
술사 또는 변리사, ③ IT 전략가, 시스템분석가, 생명보험사업․손해보험사업 등의 수리업
19) 厚生労働省, “高度専門職・継続雇用の高齢者に関する無期転換ルールの特例について”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200000-Roudoukijunkyoku/00000756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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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전문직(Actuary)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④ 특허발명의 발명자, 등록의장의 창작자, 등
록품종의 육성자, ⑤ 대졸자로 5년, 단대․고전졸업자로 6년, 고졸자로 7년 이상 실무경험
을 가지는 농리수산업․광공업․기계․전기․건축․토목의 기술자, 시스템엔지니어 또
는 디자이너, ⑥ 시스템엔지니어로서의 실무경험 5년 이상을 가지는 시스템컨설턴트, ⑦
국가 등에 의해서 지식 등이 우수한 자인 것으로 인정되어 위 ①에서 ⑥까지에 속하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후생노동기준국장이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연평균 근로소득의 요건
을 갖춘 자이다.
다) 검 토

프랑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사유로 하
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와는 달리 특별히 규율
하고 있다.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의 경우에 사업 자체가 한시적이어서 전통적으로 사업
의 종료를 기간으로 하는 계약이 인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특정한 업무의 완성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정, 남
용의 위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가 근로자의
일시적 결원,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주문의 일시적 증가 등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용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임에 비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프로젝트 형태로 노동을 조직하여 이러한 사용사유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사유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는 동시에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전문
직기사, 관리직에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법률에서 박사학위를 가지는 자 등으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지만, 최소 18개월 이상 및 최장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결
할 수 있으며 갱신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내에 노사 어느 일방의 중도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확정기한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반복갱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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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련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단체협약에서 해당 근로자의 재배치지
원, 실효적인 경력획득, 우선적 재고용 및 직업교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우선적 접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업주가 특례
대상근로자의 능력이 유효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유급휴가 또는 장
기휴가의 부여 등과 같은 고용관리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인정을 받을 것
을 특례적용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일반적인 업무의 일시적 증가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을 필요로 하
는 일회적인 장기간의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기간제근
로자 사용의 특례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용불안정 및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적용요건 및 사용기간 등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고도
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되, 업무의 내용과 이행방법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해당 직종의 노동시장에서 프로젝트에 따른 취업이 일반화되어 있고 계
약 종료 후에 취업이 용이하여 고용불안정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
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높은 직종으로서 노사 간에 이견이 없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적정할 것이다. 사용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되, 최장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장기간의 구속이나 해당 업무
의 진행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관계 계속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수요 변동의 세부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구분

일반적 노동력 수요의 변동

특별한 노동력 수요의 변동

세부 사용사유

사용기간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시적 증가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명확히 한정되고 비지속적인 임시업
무의 이행
- 예외적인 수출주문의 발생
- 신설기업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 공백기간 설정 및 기간만료 시 연속
계약 제한

-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의 이행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 휴업, 구조조정, 사업장폐쇄 등이 예
정된 경우와 같이 향후 지속적인 인
력수요의 감소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 사업의 완료

- 불확정기한

- 특정한 업무의 완성
* 고도전문직 등으로 적용대상 한정
및 적용요건 설정

- 불확정기한(최장기간 설정)
- 중도해지 제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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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
업무의 성질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으로는 계절적 성격의 고용이나 특정분야에서 고
용의 본래 일시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항상적인 관행인 고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가. 사용사유
가) 계절적 성격의 고용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그 업무가 계절의 변화나 공중의 생활방식에 따라 거의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계절적 성격의 고용에 대해 기간제 근로
o

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L. 1242-2조, 3 ). 독일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정
당화되는 사유의 하나로 업무의 성질상 정당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계절사업체가 이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0)
나) 특정분야에서의 업무의 성질상 기간제고용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명령 또는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일정한
사업부문에 있어서 이행되는 활동의 성질 및 이러한 고용의 본래 일시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항상적인 관행인 고용에 대해서는 기
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L. 1242-2조, 3o).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이 허용되는 사업부문에는 삼림개발, 선박수리, 이사, 호텔․레스토랑, 연극․영화, 문화
활동, 방송, 홍보, 영화제작, 교육, 여론조사․앙케이트, 음반제작, 여가․휴가센터, 식육보
존, 프로스포츠, 공사현장이 국외에 있는 건설․토목, 국외에서의 협력․기술원조․토
목․연구 등의 업무, 실업자파견협회(association intermé diaire)의 활동, 국제조약과 조약
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국제행정협정의 틀내에서 실시되거나 또는 프랑스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는 과학적 연구, 아동돌봄․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자연인에게 보수를 받고 파견하기 위한 근로자채용 등이 포함된다(D. 1242-1). 위 리
스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분야의 모든 고용이 그 자체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분야가 리스트에 열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의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업분야에 속하는 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존재하
여야 하고, 고용이 본래 일시적 성격이어야 한다.
20) BAG AP Nr.1 zu § 620 BGB Saisonarbeit(권혁, 앞의 보고서,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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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정당화되는 사유로서 업무의 성질상 정당한 경
우로는 대표적으로 방송분야나 예술분야에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이에 해당한
다.21)

나. 사용기간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계절적 성격의 고용, 특정분야에서의 관행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남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이용방식을 허용하고 있
다. 계약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의 선택이 가능하며, 동일근로자와의 계약의 연속이나
동일일자리에 대한 계약의 연속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동기에
관계없이, 기업의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관계된 직무에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도 아니 된다.”(L. 1242-1조)
는 일반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다. 검토
계절적 성격의 고용이나 특정분야에서의 업무의 성질상 기간제고용은 정해진 주기에 따
라 매년 반복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 및 업무의 성질 그 자체로 인해 고용의 일시
적 성격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인 기업활동의 일시적 증가와
는 구분된다. 노동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및 업무의 성질 그 자체로 인해 고용의 일시
적 성격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남
용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므로 유연한 이용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와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용사유

사용기간

계절적 성격의 고용
특정분야에서의 업무의 성질상 기간
제고용
* 사업 및 업무의 성질 그 자체로 인
해 고용의 일시적 성격이 일반화되어
있는 분야

21) 김기선, 앞의 글, 2017. 7., p.5.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또는 불확정기한
- 동일근로자와의 계약의 연속이나 동일일자리에 대한 계약의 연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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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사용사유
1) 고용정책 및 직업교육
가. 사용사유 및 기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일정한 범주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정책 및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는 숙련화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L. 6325-12조), 고용복귀계약(contrat

initiative-emploi)(L. 5134-65조 이하), 고용동반계약(contrat d'accompagnement dans
l’emploi)(L. 5134-20조 이하), 청년고용계약(contrat emploi-jeune)(L. 5134-1조), 고령자
기간제 근로계약(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seniors)(D. 1242-2조 및 D. 1242-7조)을 규정
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계약의 총기간 및 갱신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 특정분야에서의 고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청년고용계약은 스포츠․문화․교육사업, 환경 영역 등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새로운 또는 충족되지 않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의 개발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체결될 수
있고, 계약기간은 60개월이다. 고령자 기간제 근로계약은 고령실업자의 고용복귀를 촉진
하고 퇴직 관련 추가적 권리의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상
예외적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자리를 대상으로 체결될 수 있
으며, 57세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8개월이며 총계약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갱신이 가능하다.
독일 단기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직업훈련
생 또는 학생이 근로관계로 이전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4
조 제1항), 52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개시일 이전 4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최대 5년의 기간
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일본의 경우 노동계약법상 동일의 사용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통산 5년을 초과하여
반복갱신된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신청권이 발생하나,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진 기간제근로
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적절한 고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인정
을 받은 사업주에게 정년에 달한 후 계속하여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는 정년 후
계속하여 고용되는 기간은 무기계약 전환신청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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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및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취약자
등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며 계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제공 사
업의 경우에는 사업목적, 적용대상자, 예산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책 설계가 가
능할 것이다.

2) 학술연구분야
가. 사용사유 및 기간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독일, 일본에서는 특별법을 두고 있
다. 독일의 ｢학술분야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에서는 대학, 연구소, 문화예술분야의 인력에 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의 연구 또는 관련 인력은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의 경우 일반 6년, 의학 분야는 9년까지 정
당한 사유가 없어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허용되며, 외부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위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자 또는 기술자(과학기술에 관
한 시험, 연구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개발의 보조를 행하는 인재를 포함한다.)로서 연구개
발법인 또는 대학 등을 설치하는 자와의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해
서는 노동계약법상 무기계약 전환신청권 발생까지의 통산계약기간 5년을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나. 검토
독일, 일본에서는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상대적으로 넓게 허
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허용 이유는 연구기관이
유연하게 인재를 확보하여 연구의 혁신성을 실현하도록 함과 더불어 그 기간은 연구자로
서의 경력형성과 향후 진로설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자격취득기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22) 그렇지만 독일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상한의 지나친 장기화에
22) BMBF,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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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남용과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학술연구 분야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범위는 앞서 본 특정업무의 완성을 위
한 고도전문직의 기간제고용 허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
를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에서 그대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간제고용을 허용하면서 장기간 반복 갱신되는 경우와 같은 남용
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
으로 하고 기간제고용을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법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혁신성, 연구개발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연구자의 고
용불안정을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논란
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측면의 연구관리나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회적 프로젝트 등 일시적 업무에 한해 기간제 근로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학술연구에 관한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장기
적인 점 등의 특질을 고려하여 위에서 살펴 본 특정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
의 한 유형으로 편입시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금지
프랑스 노동법전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행해진 사업장에서는 해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L. 1242-5
조). 이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① 계약기간이 갱신할 수 없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예외적인 수출 주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고 종업
원대표위원이 있으면 종업원대표위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기간제 근
로계약의 이용이 허용된다(L. 1242-5조). 그리고 집단적 노동분쟁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
이 정지된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한 작업의 이행을 위하여 기간
제 근로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L. 1242-6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
지되는 것이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나 위험 작업의 경우에 그 성질을 고려할 때 프랑
스의 사례와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WissZeitVG) Informationen zum Verstandnis und zur Anwe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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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제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사용사유를 명확히 기
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간주하고 있다(L. 1242-12조 제1항). 서면의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의무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
계약의 이용사유 및 방식에 따라 다르다(L. 1242-12조 제2항, L. 1242-12-1조).

- 기간을 정한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의무적 기재사항; 일자리 및 종사할 업무의 지정
등, 시용기간을 정할 경우에 그 기간, 보수액과 제 수당 및 임금부가급여가 있을 경우
에는 이를 포함하는 각종 구성요소의 금액, 적용되는 단체협약, 보충퇴직연금금고의
명칭 및 소재지와 경우에 따라 보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확정기한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 기간의 만료일자와 갱신을 예정할
경우 갱신조항

- 불확정기한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 최소고용기간
- 대체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 피대체근로자의 성명과 직업자격
독일 단기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유효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제14조
제4항).23) 독일 연방노동법원에서는 이러한 서면요건성은 기간설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만 미치는 것이고, 기간을 설정하게 된 합리적 사유가 무엇인지24) 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5) 이에 따
라 근로계약 전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만
서면형식에 따르면 된다.26) 기간제 근로관계에서 기간 설정의 합리적 사유는 단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요건일 뿐이고, 이를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27) 기간에 대한
서면요건성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를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제한할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
23)
24)
25)
26)
27)

권혁, 앞의 보고서, 2011., p.88 이하.
BAG 21.12.2005 - 7 AZR 541/04 - NZA 2006, S.323.
BAG NZA 2004, S.1134; BAG NZA 2005, S.403.
BAG 21.12.2005 - 7 AZR 541/04 - NZA 2006, S.323.
Lembke, NJW 2006, 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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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사용사유, 사용기간 등을 서면의 기간제 근로
계약에 기재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통제 및 제재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기간제근로 등 불안정근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근로
자대표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불안정근로의 이용에 관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통제와 더불어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민․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사례와 같이 효과적인 통제와 적절한 제재를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근로자대표의 통제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근로자대표기구의 통제로서 사용자가 일자리 폐지 이전에 최종
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대체, 예외적인 수출 주문의 발생을 사유로 기간제근로를 사용하거
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행해진 사업장에서는 해고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간제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고 종업원대표위원이 있으면 종
업원대표위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L. 1242-5조, L. 1242-8조). 그리고 사용자
는 매 3분기(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매년(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기업위원회에
기간제 근로계약 이용 관련 직전기간의 자료 및 당해기간 예상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용하게 된 사유들을 제출해야 한
다.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 이러한 근로자들에 의
해 수행된 근로일 수”를 제출해야 한다(L. 2323-51조 및 L. 2323-47조). 이러한 정보들은
기업위원회가 불안정계약의 이용을 통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대비하여 그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R. 2323-10조 이하 및 R. 2323-9조). 한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 고용상황에 관한 기업위원회의 3분기 두 회의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수가 기업위원회의 직전 회의시에 존재한 상황과 비교하여 현저
히 증가한 경우에, 기업위원회 위원 다수가 요구하면 이에 대한 검토가 기업위원회의 일반
적인 차기회의의 의사일정에 당연히 포함된다(L. 2323-53조). 이 일반적인 회의시에 사용
자는 기업위원회에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수, 사용사유 및 이행된 근로일 수 등 구
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기업의 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
원대표위원은 기간제 및 파견 근로계약의 남용이나 현저한 증가를 확인할 경우에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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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남용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불안정해
소계획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법전에서는 불안정고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통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산별
및 기업별의 각각의 임금 등 의무적 연차교섭시에 노사로 하여금 불안정고용 등의 전개에
관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L. 2241-2조 및 L. 2242-9조). 이와 관련하여 산별차원의 연차
임금교섭시 사용자측은 사전에 해당 산업의 고용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
여야 하며, 나아가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내 연차교섭시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대표위원에게 고용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대표적 노동조합은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불법노
동력공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근로자를 위하여 본인의 위임을 증명할 필요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 1247-1조). 단 이 경우에 관련근로자에게 등기로 소송을 고지하
여야 하며, 고지받은 근로자가 15일 이내에 이 소송제기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야 한다. 관련근로자가 15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관련근로자는 노동조합이 개시한 소송에 언제나 참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그것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민․형사 제재
1) 민사 제재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의 일반원칙(L. 1242-1조), 사용사유(L. 1242-2조, L.

1242-3조), 사용의 금지(L. 1242-6조), 사용기간(L. 1242-7조, L. 1242-8조), 서면작성 및
사용사유의 명확한 기재(L. 1242-12조 제1항), 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의 지속(L. 1243-11
조 제1항), 갱신횟수 등 갱신 관련 규정(L. 1243-13조), 동일 일자리에 대한 연속적 계약체
결시 공백기간 관련 규정(L. 1244-3조, L. 1244-4조) 등의 법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L. 1245-1조).

2) 형사 제재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의 일반원칙(L. 1242-1조), 사용사유(L. 1242-2조 제1항,

L. 1242-3조), 사용의 금지(L. 1242-6조), 사용기간(L. 1242-7조, L. 1242-8조), 서면작성
및 사용사유의 명확한 기재(L. 1242-12조 제1항), 근로계약 서면교부(L. 1242-13), 동일임
금의 원칙(L. 1242-15조), 갱신횟수 등 갱신 관련 규정(L. 1243-13조), 동일 일자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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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계약체결시 공백기간 관련 규정(L. 1244-3조) 등을 위반한 경우, 3,750유로의 벌금
그리고 재범의 경우에 7,500유로 및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해진다(L. 1248-1조 내지 L.

1248-11조).

Ⅳ.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용사유의 획정 및 기간제 근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
칙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업의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자리에 지속적으
로 근로자를 취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적․보충적인 것으로서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이용의 일반원칙을 구체화하여 예외적․일시적인 업무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용기간은 사용사유별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위험, 고용에 대한 공정한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입법 사례와 같이
일정한 위험 작업 등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노동력 수요의
변동

세부 사용사유

사용기간

- 일시적 결원 근로자 대체
- 일시적으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근로자 등
대체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
한) 또는 불확정기한

- 일자리 폐지 이전 최종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대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근
로자의 업무개시 때까지 대체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
한)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시적 증가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명확히
한정되고 비지속적인 임시업무의 이행
- 예외적인 수출주문의 발생
- 신설기업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 공백기간 설정 및 기간만료 시 연속계
약 제한

-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의 이행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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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용사유

사용기간

- 휴업, 구조조정, 사업장폐쇄 등이 예정된 경우
와 같이 향후 지속적인 인력수요의 감소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 사업의 완료

- 불확정기한

- 특정한 업무의 완성
* 고도전문직 등으로 적용대상 한정 및 적용요
건 설정

- 불확정기한(최장기간 설정)
- 중도해지 제한적 인정

- 계절적 성격의 고용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

정책적 필요

- 특정분야에서의 업무의 성질상 기간제고용
* 사업 및 업무의 성질 그 자체로 인해 고용의
일시적 성격이 일반화되어 있는 분야

- 고용 및 직업정책
* 취업취약자 등으로 적용대상자 범위 한정

- 확정기한(상한기간 설정 및 갱신횟수
제한) 또는 불확정기한
- 동일근로자와의 계약의 연속이나 동일
일자리에 대한 계약의 연속 허용
- 계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횟수
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하는 일자리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사
업목적, 적용대상자, 예산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임.

(3)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자가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유, 사용기간 등을 서면의 기간제 근
로계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다.

(4)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기구에 의
한 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민․형사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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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 Issues and System of the Legislation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Im-Young Jo
The problems concerning the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has been raised
as a keen issue. For these reasons, there are continued calls for the legislation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This article studies the regimes of the legal regulations limiting the grounds for
concluding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This article show that th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draft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tentions.
It must establish the principle tha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ar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cannot be used for a position that relates to the company‘s normal
and permanent business activitie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can only be
concluded for the following reasons.
(ⅰ) Replacement of a temporarily absent employee
(ⅱ) Temporary need of additional work capacity
(ⅲ) Seasonal work
(ⅳ) In certain business sectors where it is common practice not to conclude permanent
employment contracts givens the type of the work performed or the temporary
nature of the jobs.
The ground for concluding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must be set out at the
time the fixed-term contract is executed, and they must be clearly ststed in writing in the
contract. otherwise, the fixed-term contract is deemed to be an indefinite-term contract.
Keywords : principle of employment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limitation of the grounds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duration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renewals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